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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추진방안 기획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핵융합에너지는 전세계 인류에게 대량의 고밀도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충

분히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청정에너지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핵

융합에너지개발은 거대 실험장치를 사용한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첨

단과학과 극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다. 본 연

구는 핵융합에너지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추진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1960년대 이루어진 기초과학연구 결과로부터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여 에너

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이래, 지난 40여년 간 해외 선

진국들은 핵융합장치에 대한 다양한 설계연구와 연구장치의 규모를 증대시

키면서 핵융합에너지 생산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여 왔다. 이

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0년대 후반 미국의 TFTR, EU의 JET에서 각각 

10MW와 16MW 핵융합에너지 생산을 달성하고, 일본의 JT-60U에서 투입 

대비 출력에너지 비율인 Q가 분기점인 1 이상을 달성함으로서 핵융합기술에 

대한 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실증되었다. 

온실가스 배출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탄소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대처할 

수 있는 상용 핵융합발전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

계 7개국(EU,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은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협력연구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전도 Tokamak장치인 KSTAR를 성공적으로 개발완료하였고, 미국(NSTX)

과 영국(MAST)은 신개념의 핵융합장치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중국

(EAST)과 일본(JT-60SA)은 자국의 핵융합장치에 대하여 초전도 자석을 채

택하는 등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핵융합에너지기술 주도권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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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핵융합기술 후발국인 인도도 초전

도 Tokamak장치인 SST-1을 건설하였다. 바야흐로 ITER 회원국들 간에 핵

융합기술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과 경쟁 관계가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 하

였다.

우리나라가 핵융합에너지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하고, 핵융합에너지 연구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

이 중요해 짐에 따라 이에 필요한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핵융합에너지기술은 기초과학과 공학

의 각 분야에 대한 최첨단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학제간의 융․복합지식과 관

련산업기술의 고급정보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종합과학기술 분야

이다. 따라서 핵융합기술 관련분야의 산․학․연이 협동하여 핵융합기술의 빠른 

변화와 국제협력연구개발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미래 에너지 시

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급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수립이 필요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핵융합관련 학술, 교육, 연구개발분야 인력, 핵융합장치 설

계･ 운전･보수･제작기술개발 분야 인력, 핵융합관련 산업기술 분야 인력 등

의  핵융합에너지 분야 종사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핵융합에너지 진흥종합계

획(안)의 단기 인력수요, KSTAR, 한국형 핵융합실증로 등 국내 핵융합장치

와 ITER, DEMO 등 국제 핵융합장치의 주요 개발 milestone을 토대로 한 

미래 인력수요,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검토와 핵융합에너지 분야의 현 

인력공급 체계 및 미래 인력수요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PPPL, GA, MIT, 

LLNL 등), 유럽연합(UKAEA, IPP, CEA Cadarache, ENEA, ITER 등), 일

본(JAEA, NIFS, Kyoto U, Kyushu U 등), 러시아(Kurchatov 등), 중국

(IPP-Hefei, ASIPP, SWIP 등)의 해외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조사하는 등 핵융합기술 전문인력양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

였다.

또한 핵융합장치 연구개발 고급전문인력, 핵융합에너지개발 참여 산업체 전

문기술인력, 핵융합장치 설계･운전･보수에 요구되는 전문기술인력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신진 고급전문인력 양성 및 

학제간 융합 교육․훈련 방안 도출, 핵융합기술분야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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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실무(OJT)교육 방안 도출, 핵융합관련 기초과학과 공학기술 간의 융합 

기술인력 연계 방안 수립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요건 및 운영 방법론 도출을 

통한 국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연구․기술 

개발활동 참여하여 최신기술을 습득하도록 단계적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따

른 인적자원 개발방안을 수립하였다.

IV. 연구개발결과

   본 보고서에서 사용할 핵융합에너지장치와 교육훈련 대상 인력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 "핵융합에너지장치"(핵융합로): 플라즈마 연소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로서, 연소플라즈마 노심과 진공용기, 연소플라즈마 진단제어 및 가

열 계통, 전자석 및 전원공급 계통, 냉각 및 에너지회수 계통, 등을 포함

한 장치. 

- "종사인력"의 범주: 핵융합에너지장치와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 장치 

제작 및 운영, 보수, 건설과 관련된 업무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인력을, 

"전문인력", "기술인력", "기능인력"으로 세분하여 정의.

전세계 핵융합 전문인력현황에 대한 IAEA 조사자료(2007년)를 ITER회원국 

전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총 5,925명(ICF 포함)이 주로 대학과 국립연구소에서 국가주도 연구개발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약80%가 고급(박사급)인력. 

- 핵융합 전문인력의 전공구성 특징은 기초과학인 물리(플라즈마)분야 전공

자가 공학분야 전공자에 비하여 약2배 정도 더 많음 (약 2:1로 구성). 

- 핵융합 선진국의 전문인력은 노령화가 진행 중이고, 지속적으로 감소 중. 

ITER건설 시작으로 핵융합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 ITER 계획된 총인원(약700명)의 40%인 276명 충원. (2008. 9월 현재) 

- 최다 전문인력을 보유한 EU회원국은 다양한 경력의 전문인력 보유, ITER

건설을 자국 유치에 노력해 온 일본은 준비된 인적자원을 보유. 

- 기타 5개 회원국(미국, 러시아, 한국, 중국, 인도)은 인적자원 부담이 상대

적으로 크고, 핵융합 선진국(미국, 러시아)은 후발국(한국, 중국, 인도)보다 

인적자원의 전문성 경쟁력 면에서 유리. 

- 핵융합에너지기술 후발국은 자국내 신규 핵융합장치에 필요한 자국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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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실무경험 제고에 주력.

국내 핵융합 전문인력현황을 인터넷 상에서 조사(2008년 12월)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약270명(KSTAR 연구단 132명, ITER 사업단 

75명, KAERI 52명, KERI 10명, KEPRI 2명, 일부 참여자 40여명 포함).

- 핵융합 플라즈마 전임교수는 약20명이 재임 중. 

- 산업계는 상장기업 12개를 포함하여 총69여개 업체가 KSTAR건설 참여. 

- IAEA 2004년 자료의 총 153명(대학원학생 일부 포함)과 비교결과:     

KSTAR와 ITER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NFRI 인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

으나, 대학의 전임교수와 기타 분야 전문인력의 수는 정체 상태임. (인력

수요 요인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 수는 증가) 

- 우리나라는 물리(플라즈마)전공 대 공학전공의 인력 구성비가 약 4:1 정도

로 핵융합기술개발 초기단계의 인력구성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인력수급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 기초과학 분야 PhD 졸업자 수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감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감에 따라 졸업자 수는 3~4년 후행적 경향. 

- 신규 PhD 취득자 중 약 반 정도가 기초과학 연구개발분야에 취업. 

- 해외사례(미국): 최근 핵융합 관련 연구개발예산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대

학원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핵융합관련분야에서는 연간 약

35명의 신규 PhD 취득자를 배출. 충원수요는 2014년까지 신규 인력수요

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예상 인력수요보다 다소 많이 양성하여 신규 전

문인력들이 경쟁을 통하여 질적 향상을 유도. 앞으로 미국은 핵융합실증

공학 단계로 완전히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과학 대 공학 전문

인력 증가비는 약1:2로 전망하고 있음. 

- 해외사례(일본): Prototype 핵융합로 건설에 필요한 인력규모를 기준으로  

소요 전문인력을 약400명으로 추산하고, 2008년 기준에서 약200명 증원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이를 위하여 일본은 매년 25명 정도의 신규인력

을 양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 

단기(2007년~2016년) 핵융합기술 인력수요를 전망하기 위하여 "진흥종합계

획(안)"의 소요인력을 분석하였다. 

- 2011년까지 필요한 전문인력은 약 550명으로 계획됨. 플라즈마전공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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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평균 70명, 공학(재료 포함)전공 수요는 연평균 20명으로 전망. 

-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인력 증가율이 대단히 크다는 것은 인력양성

과 수급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2년 이후의 소요인력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며, 단지 핵융합로 공학

과 국제협력 분야의 인력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

한 변동은 전문인력의 재배치를 통하여 흡수할 수 있을 것임. 

- 인력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2016년까지 필요 인력은 약 580명으로 전망

되며, 플라즈마 물리전공 대 공학전공의 구성비는 3:1로 예상됨. 

중장기(2017년~2026년, 2027년 이후) 핵융합기술 인력수요를 전망하기 위

하여 국내외 핵융합에너지개발 계획안을 분석하였다. 

- 2017년~2026년 기간 동안의 KSTAR와 ITER 운영성과가 인력수급 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운영성과가 가시화 될 때까지 인력수급 

상 변동폭은 미미할 것이고, 성과가 좋으면 인력수요는 양적으로 급격한 

팽창, 성과가 기대 이하이면 질적 향상 요구수준이 높아질 것임)

- 2027년 경에는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개발 단계가 선도국 수준으로 진

입함에 따라 전공 구성비는 선진국형인 2:1로 될 것으로 추정됨. 

- 2027년 경부터 초기단계에서 대량으로 양성한 전문인력은 노령화 시작. 

(은퇴에 따른 충원 수요와 세대교체에 따른 대비책 필요) 

- 2037년 이후는 DEMO 운영성과에 따라 핵융합 발전로 건설에 필요한 산

업기술 중심으로 인력양성이 예상되고, 인적자원의 구성과 수급은 현재 

원자력 발전분야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전망.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전망은 핵융합기술 개발단계별 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5년과 10년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문인력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일정계획에 따라 중장기 인력수급을 전망하여 효율적인 인력양성과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국내 주요 4개 대학 핵융합(플라즈마)학과 교수는 2008년 현재 약 15명이 

핵융합(플라즈마) 석․박사과정 100여명을 지도하고 있어 대학원과정 플라즈

마전공 졸업생을 연평균 약 35명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2007년~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70명의 신규 충원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 대학과정에서 연평균 약 35명의 플라즈마전공 졸업생을 추가로 

공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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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로공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대학

원/대학과정 졸업생을 연평균 약 20명 공급해야 할 것임. 

- 신규인력만으로 충원할 경우 현장실무경험 및 연구개발 전문성 문제가 대

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관분야 기존인력의 단기전환교육을 통한 

대체공급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전문인력들의 의견을 받아 통

계처리하고 분석하였다. 응답자 207명 대부분(약90%)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고급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핵융합에너지개발 초기단계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므로 응답자 중 경력이 10년 미만인 전문인력이 약75%를 차지하고 있

었다. 워크숍개최에서 국내 전문가의 네트워킹을 통한 활용이 건의 되었고, 

양적인 면 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 되었으며, 인력 양성 시에 관련 분야 인력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소요인력을 전공별로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핵융합에너지개발은 거대장치를 이용한 정부주도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플

라즈마연소 및 공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첨단 과학실험연구로서, 플라즈

마 기초과학과 공학기술이 접목되는 학제간 융․복합연구 분야이다. 소요 인

적자원 대부분이 연구개발 관련 고급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출

연)연구기관과 국제협력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력양성과 수급 탄

력성이 타 분야와 비교하여 대단히 작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EU회원국은 EFDA/EURATOM 체제와 연계하여 ITER 인력양성에 주력하

고 있고, 유럽FUSENET를 구축하여 중고교에서 박사과정까지 연계 추진.

- 미국 주요 대학(프린스턴대, MIT, 위스컨신대)은 핵융합장치를 보유하고 

있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연구와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 일본은 NIFS를 기반 연구소로 총합연구대학원대학에 핵융합과학과 설치. 

- 중국과 인도는 핵융합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실무교육

훈련 위주의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산학연 협동 인력양성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 학･연 협동을 통한 연구개발과 실무지향적인 인력양성 협력, 

- 연･산 연계를 통한 첨단 기술이전과 산업기술 지향적인 교육훈련 협력. 

- 산･학 교류를 통한 창의적 연구 성과이전과 응용기술개발 지향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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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연 협력을 통한 핵융합기술개발 전문성 및 인력 교류 활성화.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핵융합개발협의체 구성을 통한 단계별 인력양성과 활용 계획수립. 

- 산･학･연 협동 핵융합에너지 개발계획 및 상세 기술분류표 작성. 

- 연구개발 단계부터 산･학･연 협동 실험･실무중심 교육훈련 실시. 

- 연･산 종사자의 학위과정 이수를 위한 다양한 접근 경로 제공. 

핵융합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거점대학 지정: 학제간 융･복합 교육, 기초과학 교육 등 네트워크 구축.

- 특화연구센터 지정: 연구와 대학원 교육을 위한 학-연 클러스터링 구축.

- 연구기관 중심 핵융합교육훈련센터 지정: 

산학연 전문인력에 대한 소양교육 및 기본교육, 현장 체험 및 견학 

       학･연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실무교육훈련 

       연･산 기술전문인력에 대한 현장교육훈련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핵융합 소양교육 및 기본교육 프로그램

- 핵융합 기초과학 교육프로그램

- 핵융합 플라즈마 노심기술 교육프로그램

- 핵융합로 공학기술 교육프로그램

- 핵융합 장치산업기술 교육프로그램

- 핵융합파생 응용기술 교육프로그램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국제계절학교, 국제학술회의, 워크샵의 국내개최 및 해외참가 지원.

- 핵융합 국제역할 분담에 따른 강점분야별 개방형 국제교육훈련 강화.

- 해외 핵융합 강점 연구소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환 활성화.

- 신진/박사후 연구원 국제교류를 통한 연구 및 연수기회 제공.

- 산업기술인력 국제교류를 통한 교육훈련 및 연수 과정 개설.

- 해외 은퇴 과학기술자 활용을 통한 산업기술 교육훈련 지원.

핵융합에너지개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

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전문인력현황 조사 및 수급전망 DB구축을 통한 효율적 인력양성과 활용.

- 인턴, 장학 지원 등을 통한 이공계 우수인력 유인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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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 공학기술과 기초연구 분야 교수요원의 정책적 확충.

- 핵융합 거점 교육기관 지정 및 실험교육장비 및 프로그램 구축 지원.

- 특화연구센터 지정 및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의 학제간 융합연구 육성.

-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다국적 언어, 다문화 환경에서 연구역량 강화.

- 신규 전문인력의 대학, 기업, 연구소 국내외 취업 기회 확충.

- 핵융합파생 응용기술 분야 육성을 통한 인력양성 및 수급 탄력성 제고.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우리나라는 최근에 핵융합기술개발을 착수하였으나, 산․학․연이 신진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기존의 타산업 우수 기술인력을 활용하면 향후 

핵융합 핵심기술개발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KSTAR 

본격가동에 따른 인력양성방안 및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안) 수행

에 따른 단계적 인적자원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에 따라 양성된 핵융합 전문인력은 KSTAR 운영 

및 국내외 공동연구와 ITER건설/운영에 참여하여 원천기술축적은 물론 향후 

DEMO 프로젝트 참여, 한국형 핵융합로 기술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국내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고, 산업체의 플라즈마 관련 첨단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 국

가 수출산업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형 원자력 발전로에 이어 

향후 한국형 핵융합 발전로 건설과 수출에 있어서 국내 산업체의 대외 경쟁

력 제고가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차원 정책을 수립함

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우선 순위 별로 방안들이 실천되고 지원되어야한다.

대학원(대학)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정책:

- 거점대학 지정: 대학 교수/연구원 확충, 실험교육장비 구축 지원, 

                 연구기관/대학/학과 간의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학-연 협력체제 강화 정책:

- 부설 특화연구센터 지정: 연구장비 구축, 연-학 연계체제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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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중심 실무교육훈련 강화 정책:

-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소양교육, 실무교육/현장훈련 프로그램 구축 지원

- 전문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기존인력 전환교육/ 연구역량제고 체제 지원

인력양성과 연계한 국제교류협력 강화 정책:

-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국제계절학교, 국제학술회의 참가 및 국내개최 지원

-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 학위과정 장․단기 파견, 국내 유치 프로그램 지원

- 다국적 문화, 언어 환경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캠프 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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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Establishment of a Program to Cultivate a Nuclear Fusion Workforce. 

II. Ob jectiv es  a n d N eeds  of  th e Project

   It has been imagined that nuclear fusion would be the only clean 

energy source that can provide, in a large scale, high-density power 

enough for the human race. The nuclear fusion energy development  

requires uninterrupted research on state-of-the-art sciences and 

cutting-edge technologies with gigantic experimental facilitie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this report, we establish a program to cultivate a 

nuclear fusion workforce effectivel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resource 

in the fusion energy development.

Early in 1960, basic research had found a scientific clue to energy 

production from nuclear fusion reactions. Ever since then, the leading 

countries have focused their scientific investigation on the fu sion energy 

production. Over 40 years they have carried out many experimental 

campaigns by increasing sizes of experimental devices and with various 

design studies. Late in 1990s, the U.S and EU achieved the fusion energy 

generation of 10MW at TFTR and 16MW at JET, respectively, and Japan 

succeeded in surpassing the threshold value of the fusion energy gain, 

Q>1 at JT-60U, which is one of minimal conditions for economical fusion 

energy production. 

To resolve the problems of carbon-energy exhaustion and global warming 

due to the increase of greenhouse gases, 7 nations including Korea are 

currently undertak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TER project to build 

nuclear fusion power plants earlier. Korea successfully commissioned a 

superconducting tokamak, KSTAR, the U.S and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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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new concept tokamaks, NSTX and MAST, respectively. China 

has upgraded one of its conventional tokamaks to a superconducting one, 

EAST, and Japan is modernizing its national flagship, JT-60U, to 

JT-60SA by adopting superconducting magnets. Recently, India, a 

newcomer to the fusion community, completed its first superconducting 

tokamak, SST-1. Now, the ITER participants plunge into keen 

competition in fusion energy development while they cooperate in the 

ITER program.

Acquisition of fresh fusion technologies is essentially required to pursue 

R&D efficiently and to ensure fusion initiatives firmly in international 

community. Now, the time has come to cultivate the fusion workforce 

and to enhance the workforce's expertise. Nuclear fusion engineering has 

been developed on the bases of variou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which demand to comprehend concurrently up-to-date 

scientific and industrial intelligence. The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ies involved in fusion energy development are supposed to 

adjust fast technology shifts and to admit international trends towards 

collaboration. Thus the parties in the fusion related fields should establish 

systematic schemes to develop a professional workforce and to assign the 

right jobs to the right people.

III. C on ten ts  a n d S cop es

   In this report, after surveying current status of the fusion manpower 

in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related industries, we analyze 

short-term manpower demands in "the Comprehensive Program to 

Stimulate the Nuclear Fusion Energy Development," as well as future 

demands on the bases of the mileston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fusion facilities such as KSTAR, ITER, DEMO. Also, 

after carrying out case-studies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t 

oversea institutes such as PPPL, MIT, NIFS, etc., we evaluate an 

over-all manpower supply system in Korea.

Also, in this report, we establish research-academic-indust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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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to cultivate the fusion energy professionals, such as faculties,  

researchers, professional fusion engineers in the industry, and experts in 

design, operations and maintenance sections. We propos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newcomers to fusion, such as an interdisciplinary 

education program, on-the-job training for fresh graduates with advanced 

degree. We suggest a working plan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fusion 

students through integration of basic sciences with fusion engineering. 

We arrange a scheme to designate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by specifying organizations and functions. 

Finally we establis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grams to encourage the 

fusion workforce to acquire the latest fusion technologies by participating 

in oversea R&D activities.

IV. R es u lts

   In this report, we define a nuclear fusion energy facility and criteria 

of a fusion workforce for education and training, as follows;

- A nuclear fusion energy facility(fusion reactor) is an energy production 

device from plasma burning, which consists of the plasma core, vacuum 

vessel, diagnostics, control and heating systems, magnets and power 

supply systems, cooling and energy recovery system.

- A fusion workforce is the manpower working at the fusion facility 

directly or indirectly, such as research on the fusion energy development, 

manufacturing,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facility. 

Findings of manpower status of ITER participants analyzed from IAEA 

surveys (performed in 2007) are:

- Total 5,925 (including ICF people) personnel were involved in the 

national fusion projects at universities and national laboratories. 

Approximately, 80% of the manpower were professionals with PhD.

- The ratio of plasma physicists to engineers is 2 to 1.

- Aging and declining of the fusion workforce continuing in advanced 

countries.

The initiation of ITER project raises large demand for fusion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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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of September, 2008, 276 personnel are filled in ITER Organization, 

which is about 40% of projected total 700 personnel in 2018. 

- EU nations have the largest manpower possessing diverse experience, 

and Japan who endeavored to host the ITER project keeps a prepared 

workforce.

- Other 5 ITER participants (US, Russia, Korea, China, and India) seem 

to be allotted relatively heavy manpower. The advanced countries are 

in a better position in competition of skill and expertise than the 

newcomers to the fusion community (Korea, China, and India).   

- The newcomers started to cultivate the fusion professionals and to 

intensify on-site and on-the-job training.

Findings from internet surveys on the domestic workforce status, as of 

December, 2008, are:

- About 270 research staffs at National laboratories including 40 

part-timers (KSTAR: 132, ITER procurement: 75, KAERI: 52, KERI 10, 

KEPRI: 2).

- About 20 nuclear fusion professors at universities.

- Total 69 firms have participated in the KSTAR construction including 

12 stock-market listed companies.

- Domestic fusion workforce increased largely in comparison with the 

IAEA's 2004 survey: the manpower at NFRI, who is in charge of 

KSTAR program and ITER procurement businesses, is increased 

largely, while professionals in other fusion sectors have been stagnant.

- The ratio of plasma physicists to engineers is 4 to 1, a typical trend at 

early stage of fusion energy development.

Oversea surveys show that the number of PhD graduates in basic 

sciences is very sensitive to the government research budget:

- Government budget change affects the PhD graduates in 3~4 years.

- About half of PhD graduates are hired in the basic science research 

area.

- In the U.S., about 35 fusion PhDs are yearly graduated from major 

fusion universities and the graduate enrollment keeps growing, as the 

fusion research budget has increased recently. Since hiring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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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sector would continue to grow until 2014, fusion graduates will 

be produced more than the potential demand of manpower to refine the 

new professionals through some stiff competition. The ratio of the 

plasma physicists to the fusion engineers is expected to be 1 to 2, 

since the U.S fusion development would enter into the engineering 

demonstration stage in future.

- Since the number of manpower to construct a prototype fusion reactor 

in Japan would be around 400 personnel, as of 2008, 200 fusion 

professionals should be supplemented. Japan estimates to produce about 

25 new fusion professional per year to meet the manpower 

requirement. Japan proposes workforce development systems to acquire 

excellent fusion professionals in future. 

To estimate short-range (2007~2016) demand of the fusion manpower in 

Korea, we analyze the workforce requirements in "the Comprehensive 

Program to Stimulate the Fusion Energy Development.":

- About 550 professionals are projected in the manpower requirement in 

2011. For 4 years, 70 plasma physicists and 20 engineers per year on 

average would be supplemented.

- A sharp increase in the fusion manpower between 2008 and 2011 would 

be a heavy burden in supplying and developing the workforce.

- After 2012 the fusion manpower growth would be negligibly small. The 

portion of manpower in fusion reactor engineering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ectors would increase gradually, which can be absorbed 

by reassigning the professionals.

- On the basis of the manpower growth rate, about 580 professionals 

would be needed, by 2016, and the ratio of plasma physicists to the 

engineers would be 3 to 1. 

Findings from analyses of the fusion workforce requirements based on 

the mid- (2017~2026) and long-range (2027~ ) plans for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usion energy development: 

- The outcomes from the KSTAR and ITER operations would greatly 

influence the fusion workforce demand, while the changes in manpower 

would be negligible until the results visible. The fusion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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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would be skyrocketing if the outcomes of the operation are 

better than promised, on the other hand, the enhancement of fus ion 

professional's intellectual levels would be sharply demanded if the 

results are under what is expected.

- Around 2027, as Korea's fusion R&D capability would reach the 

leading nations' level, the ratio of physicists to engineers would be 2 

to 1.

- Since aging of the fusion professionals cultivated at the early stage 

would start around 2027, supplementary hiring plans might be needed 

to prepare generational shifts. 

- The fusion workforce development will be arranged to supply the 

industrial manpower, depending on results of the DEMO operation, 

after 2037, and the structure and supply-demand of the human 

resource will be similar to those in the present nuclear power sector.

Since mid- and long-range forecasting on the supply-demand of the 

fusion manpower closely relate to the outcomes of each development 

stage, we suggest that a five or ten year plan for the fusion technology 

development should be closely reviewed. 

- Plans to cultivate and allocate the fusion manpower could be efficiently 

established by setting up a database system for the contemporary 

manpower statistics and forecasting supply-demand of the workforce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usion development stages and 

timetables.

As of December, 2008, since about 15 fusion plasma professors are 

guiding about 100 graduate students at four major fusion plasma 

universities, the yearly production capability would be around 35 

graduates with advanced degree. 

- About 35 university graduates should be supplemented to meet new 

hiring of around 70 personnel per year between 2007 and 2011.

- To meet the manpower demand in the fusion reactor engineering sector 

between 2007 and 2011, additional 20 graduates per year from related 

fields should be supplied.

- Filling the fusion jobs with only fresh graduates might give rise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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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k of on-site experience and R&D proficiency. Substitute supply of 

existing professionals in related se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fter giving them a short-term training course.

By surveying the opinions of the existing fusion workforce on the fusion 

manpower development, we carry out statistical analyses of the survey 

replies. The repliers were mostly (about 90% of them) professional staff 

members at academic or research institutes. Also, about 75% of the 

repliers are junior professionals whose work experience is less than 10 

years. In workshops, we have taken diverse opinions from fusion experts, 

such as networking the domestic professionals to utilize human resource 

efficiently; converging the educational efforts on the enhancement of the 

fusion workforce quality rather than the quantit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adoption of existing professionals in related areas; and 

developing the required manpower by specific fields.

The nuclear fusion energy development is a government initiated R&D 

program carried on a gigantic experimental facility. Since it is a 

large-scale experimental research on state-of-the-art sciences of the 

burning plasma and engineering fields, interdisciplinary research mix of 

the basic plasma sciences and engineering is essentially required. The 

majority of the fusion manpower are professionals with advanced degree, 

and they are working at the national laboratorie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jects. Since the supply-demand of the fusion manpower 

is very inflexible, it is remarkably hard to educate and train the fusion 

workforce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fields.

Findings from oversea surveys of a fusion workforce development:

- EU member nations are concentrating the fusion education efforts on 

ITER workforce development and they are organizing the European 

FUSENET to link education systems, from high schools to PhD 

courses, with a chain of fusion education programs.

- In the U.S, the major fusion universities, such as Princeton U., MIT, 

and U. of Wisconsin, possess fusion devices on campus to carry out 

fusion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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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runs the Department of Fusion Science, at the Graduate 

University for Advanced Studies, associated with NIFS as the base 

research institute.

- China is carrying out the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s, mostly 

on-site training with nuclear fusion devices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so is India.

The significance of research-academic-industry cooperation in cultivating 

the workforce for fusion energy development:

- In-service oriented training through research-university collaboration.

- Industry-oriented training and cutting-edge technology transfer through 

research-industry partnership.

- Industrial technology-oriented training and transfer of outcomes of 

creative research through industry-university association

- Promotion of the manpower and expertise exchange between fusion 

related institutes through research-research teamwork.

The research-academic-industry cooperation programs for the fusion 

workforce development:

- Planning of the workforce training and placement by constituting a 

cooperative body for fusion energy development.

- The research-academic-industry collaboration in setting up the fusion 

technology roadmaps and development plans.

- The research-academic-industry collaboration in experiment-oriented 

on-site education and on-the-job training from the beginning of fusion 

R&D stages.

- Providing advanced degree programs for the fusion staff members in 

various ways.

Schemes for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the fusion workforce 

development centers:

- Designation of key universities: Networking key universities for 

interdisciplinary education mix. Basic fusion science education.

- Designation of fusion specified research centers: Clustering 

academic-research for fusion research and graduat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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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ation of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Providing basic 

fus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a new workforce. Performing 

on-the-job training for an academic-research workforce, and on-site 

education for research-industry technician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the fusion workforce development:

-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n nuclear fusion basics.

- Education programs on basic fusion sciences.

- Education programs on fusion plasma core technologies. 

- Education programs on nuclear fusion engineering.

- Education programs on industrial technologies for fusion device 

fabrication.

- Education programs on applied technologies derived from fusion 

sciences and engineer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grams for the fusion workforce development:

- Support oversea participations in international summer schools, 

conferences, and workshops, as well as domestic hostings.

- Strengthen internationally open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to fulfill  

obligation in the international fusion community.

- Exchange the fus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with oversea 

fusion institutes.

- Provide oversea research study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junior 

researchers and post-doctors through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 Implement fusion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for industrial 

technician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 Invite retired oversea scientists and engineers to conduct technology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fusion industry sectors. 

To cultivate a workforce in the fusion energy development systematically, 

government's strong support would be needed in following programs:

- Implementation of a database system and periodic reviews of existing 

fusion manpower to develop the fusion workforce efficiently.

- Introduction of internships and scholarships to induce brilli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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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ngineering students to the fusion field.

- Employing a government's policy to create professorships in basic 

fusio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 Designation of key universities to support the fusion education 

programs and laboratory equipments.

- Designation of affiliated research centers to encourage interdisciplinary 

research mix between basic fusion sciences and engineering.

-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 enhance the research 

capability of the fusion workforce in multi-cultural and multi-lingual 

environment.

- Expanding domestic and oversea job opportunities for fresh graduates 

by creating positions in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ies.

- Improve flexibilities in development and supply-demand of the 

manpower by promoting applied technologies derived from fusion 

engineering.

V. F u rth er A p p lica tion  of  th e Project Ou tp u ts

   Although Korea has initiated the nuclear fusion program quite recently, 

we can ensure the competitiveness in developing core technologies, if we 

cultivate a fresh workforce timely and convert excellent engineers in 

current power industries to professional fusion manpower properly. We 

expect that the programs established in this report would be employed in 

the fusion workforce development to meet the manpower demands on the 

KSTAR operations and "the Comprehensive Program to Stimulate the 

Nuclear Fusion Energy Development." 

The fusion workforce cultivated by the programs suggested in this report 

would play a key role in operating the KSTAR successfully as well as in 

securing fresh fusion technologies by participating in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such as the ITER project. 

Furthermore, they would make a great contribution in the coming  projects 

such as DEMO and Korean fusion power reactors.

The collaboration program for the fusion manpower development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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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 the industries to participate in the fusion energy development, 

from which those industries can acquire cutting-edge technologies in 

plasma related fields that may bring great pervasive effects in export 

industries and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exporting Korean 

fusion power plants in future.

In order to develop a nuclear fusion workforce effectively, we suggest 

that systematic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following areas; 

Enhancement of the graduate(college) education programs and basic 

research capabilities at the universities: 

   - Designation of key universities: 

     Hiring more university professors and researchers,

     Furnishing laboratory equipments for education,

     Networking research institutes and college disciplines.

Establishing collaboration programs between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 Designation of affiliated research centers:

     Installing equipments for R&D at the centers,

     Clustering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y research centers. 

Strengthening on-site training courses at the research institutes:

   - Designation of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Performing basic fusion education, on-site and on-the-job training.

   - On-site master's and doctoral courses:

     Allowing staff members to earn advanced degrees, to study other    

     disciplines on-site, and to improve research capabilities.

Support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on the workforce development:

- Participating in and hosting of international summer schools and 

conferences.

- Dispatching and inviting students to oversea degree programs 

(long-, short-term courses).

- Hosting international camps to cultivate research capability and 

cooperation skill under multi- cultural and lingu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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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기술은 지난 40년 간 비약 인 발 으로 실증공학단계 진입

   - 미, 러, 일, EU 심으로 약 160기의 Tokamak장치가 설계･건설

   - 장치의 수명주기 약 10~15년으로 소형 장치 부분 운 종료

   - 재 형 주로 20여기 운  

   - 핵융합로(Fusion Reactor) 개발을 한 실증공학기술 개발 착수

• 국제 력연구  공동개발 활성화

   - ITER 공동개발 로젝트 착수 (회원국: EU, 한, 미, 일, 러, , 인도)

   - DEMO, Fast Track, Broader Approach 등 ITER 이후 계획 모색 

   - 핵융합로 공학기술의 재료조사시험과 련한 IFMIF 로그램 추진

• 각국 도 신형 장치건설  상호 력과 경쟁 돌입

   - 최근 도 핵융합장치를 건설한 한국, 인도, 국의 역할 증

   - 7개 ITER 회원국 사이 상호 력과 경쟁 심화 추세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최초로 

확인해 준 1960년대 이후 지난 40여 년간 해외 선진국들은 핵융합장치에 

대한 다양한 설계연구와 연구장치의 규모를 증대시키면서 핵융합에너지 생

산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여 왔다. 그림 1에는 지난 40여 년

간 핵융합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약 160여기의 토카막(Tokamak)이 설계･제작

(업그레이드 포함)되어 실험에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20여 기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대 초반 2차례의 세계적인 석

유파동을 겪으면서 석유 등 화석에너지 의존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서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각국의 기대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와 함께 핵

융합장치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신규장치 건설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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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핵융합장치(토카막)의 성능발전과정

(빨간점: 실제 핵융합에너지 실험 결과, 노란점: 계획 중인 핵융합장치).

그림 2. 핵융합장치(토카막)의 설계․건설(파란색) 및 운영(빨간색)에 대한 

연도별 현황 (참고자료 12의 Website조사 후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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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0년대 후반 미국의 TFTR, EU의 JET에서 각각 

10 MW와 16 MW 핵융합에너지 생산을 달성하고, 일본의 JT-60U에서 투

입 대비 출력에너지 비율인 Q가 분기점인 1 이상을 달성함으로써 핵융합기

술에 대한 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하였다.

 현재 핵융합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한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을 포

함한 세계 7개국이 참여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그램을 통해 

공학적으로 실증하고, “핵융합실증로”(DEMO) 단계를 거쳐, 2040년경에는 

상용 핵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협력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토카막장치 설계･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기초과학 

실험목적의 중소형 장치를 많이 개발하였고, 1980년대부터 핵융합로 개발 

목적의 중대형장치를 주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핵융합장치의 수명주기가 약 

10년 정도여서 중소형 장치의 대부분이 운전종료 되었고 현재는 대형장치를 

주로 설계･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은 각국에서 설계･건설한 토카막

장치 수와 현재 운영 중인 토카막장치 수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 ITER회원국이 설계․건설한 토카막 수 및 운영 중인 토카막 수 

(참고자료 12. Website 조사 후 분석결과).

 온실가스 배출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탄소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EU, 일본, 미국 등 ITER 회원국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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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핵융합기술 개발 활동

   - 1979년~1995년 : SNUT-97, KT-1, KAIST-T 등 장치개발  운

   - 1995년~2006년 :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핵융합연구개발 수행

   - 2007년 ~      : 국가의 제도  지원으로 핵융합에 지개발 진흥

   - "국가핵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수립과 KSTAR개발 착수 (1995. 12.)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공동개발 회원국 가입 (2003. 6.)

   - "국가핵융합에 지개발 기본계획"수립 (2005. 12.)

조기 달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지름길 계획(Fast Track Approach)"을 

수립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전도 Tokamak장치인 KSTAR를 성공적으로 

개발완료하였고, 미국(NSTX)과 영국(MAST)은 새로운 개념의 핵융합장치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중국(EAST)과 일본(JT-60SA)은 자국의 핵융합장치

에 대하여 초전도 자석을 채택하는 등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핵융

합에너지기술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핵융

합기술 후발국인 인도도 초전도 토카막장치인 SST-1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핵융합장치의 건설･운영 수

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다. 

 핵융합장치 토카막을 발명하여 세계 최초로 핵융합에너지 생성 가능성을 

실험한 러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미국, EURATOM체제

로 핵융합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온 EU 회원국, 일본 등은 연구개발과 

설계･건설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을 비교적 많이 축적하고 있다. 미국의 

TFTR을 필두로 EU의 JET에서 D-T(중수소-삼중수소) 플라즈마를 사용하

여 핵융합에너지 생성실험을 실시하였고, 일본은 JT-60U에서 D-D(중수소-

중수소)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핵융합 중성자와 관련한 

삼중수소 증식 블랭킷(blanket), 재료의 중성자 피폭현상 등 중성자와 관련

한 분야에서 자국의 기존 원자력기술과 기술교류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원자력 이용 및 촉진의 일환으로 "국제 핵융

합재료 조사시험시설(IFMIF)"등과 같은 국제협력연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

자력기술과 핵융합기술 분야 간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

라(KSTAR), 중국(EAST), 인도(SST-1)는 최근 초전도 토카막을 건설하여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ITER 건설･운영 참여에 대비하여 자체 기술축적에 돌

입하였고, ITER 회원국들 간에 핵융합기술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과 경쟁 관

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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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융합에 지개발 진흥법"제정 (2006. 12.)  시행 (2007. 3.)

   - "국가핵융합에 지개발 진흥기본계획(안)"수립 (2007. 7.)

• 국내 자체개발 도 핵융합장치 KSTAR 완공 (2007년 8월)

   - KSTAR 최  라즈마 발생실험 성공 (2008년 7월)

   - KSTAR 운 기술  원천기술개발 착수

   - 핵융합로 공학기술개발 착수

• 핵융합 선진국과 기술 력 강화

   - 한-미, 한-EU, 한-일 양자간 력 정 체결

• 핵융합 국제 력 다변화

   - 한- , 한-러, 한-카나다, 한-인도 등 양자간 력 정 추진 검토

   - 한-EU-일 다자 력을 통한 Broader Approach 참여 검토

   - 한- -일 3자 권역 력 추진 검토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전세계에 걸친 1, 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 핵융합기술에 주목하여 1979년에 SNUT-79 토

카막장치를 제작하고, 1989년에 KT-1을 자체개발하여 운전에 성공함으로써 

핵융합장치 연구개발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1993년에는 KAIST-T를 

성공적으로 운전하였고, 1999년에는 ‘한빛’장치를 플라즈마 공동연구시설로 

운영하면서 플라즈마와 관련한 기초과학 실험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탄소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린에너지가 필

요한 시대이다. 특히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서 핵융합에너지기술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원으로 미래

의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핵융합에너지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하고, 핵융합에너

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을 확보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재육성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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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구 필요성

 핵융합에너지는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막대한 연구비와 인력 및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반면 그 연구결과들이 

핵융합로 실현이 가능한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 지 아직도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차원의 투자에 의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핵융합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자

원부족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깨끗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핵융합에너지가 더욱 매력적인 에너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핵융합에 대한 연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핵융합에

너지개발 진흥법을 마련하고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

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 4조 6항에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

며, 동법 제10조에는 정부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수급전망,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2007.3.27 시행) 제14

조와 제15조에서는 정부가 수립하는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에는 

산․학․연의 공동협력 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회원국으로 가

입하였고, 2006년 11월 ITER 공동이행협정(JIA)에 서명, 2007년 4월 국회

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ITER 사업을 통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ITER 공동이행협정에 명시된 물적, 인적자원 분담을 효율적으로 이

행할 수 있도록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시점이 되었다. 또한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핵융합기술

의 빠른 변화와 국제협력연구개발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급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수립이 현 시점에서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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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에너지기술은 첨단과학과 극한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해야하는 독특한 

분야로서 기초과학과 공학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학제간의 

융합지식과 관련산업기술의 고급정보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핵융합기술의 발전단계에 따른 단계별, 분야별 전문인력양성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핵융합기술분야의 산․학․연이 협동하여 적절한 

교육환경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핵융합기술에 대한 실무교육

(OJT; On the Job Training)을 중심으로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수립이 필요하다.

  제3절 연구내용

 1995년 수립한 “국가핵융합연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2007년 8월 자체개

발한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핵융합에너지기술 선진국과

의 국제협력연구 형식으로 참여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 등

을 활용하여 핵융합에너지개발에 필요한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

가적 차원의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데 연구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융합관련 학술, 교육, 연구개발 분야 인력, 핵융합장치 설

계･ 운전･보수･제작기술개발 분야 인력, 핵융합관련 산업기술 분야 인력 등

의  핵융합에너지 분야 종사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핵융합에너지 진흥종합계

획(안)의 단기 인력수요, KSTAR, 한국형 핵융합실증로 등 국내 핵융합장치

와 ITER, DEMO 등 국제 핵융합장치의 주요 개발 milestone을 토대로 한 

미래 인력수요,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검토와 핵융합에너지 분야의 현 

인력공급 체계 및 미래 인력수요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PPPL(NSTX), 

GA(DIII-D), MIT(C-MOD), LLNL 등], 유럽연합[UKAEA(JET), IPP, CEA 

Cadarache, ENEA, ITER 등], 일본[JAEA(JT60-U), NIFS(LHD), Kyoto 

U, Kyushu U 등], 러시아(Kurchatov 등), 중국[IPP-Hefei(EAST), 

ASIPP(HT-7), SWIP(HL-2A) 등]의 해외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

례를 조사하는 등 핵융합기술 전문인력양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핵융합장치 연구개발 고급전문인력, 핵융합에너지개발 참여 산업체 전

문기술인력, 핵융합장치 설계･운전･보수에 요구되는 전문기술인력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신진 고급전문인력 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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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간 융합 교육․훈련 방안과 핵융합기술분야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현장 실

무(OJT) 교육 방안을 도출하며, 핵융합관련 기초과학과 공학기술 간의 융합 

기술인력 연계 방안 수립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요건 및 운영 방법론 도출을 

통한 국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하며, 해외 연구․기술 

개발활동 참여하여 최신기술을 습득하도록 단계적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따

른 인적자원 개발방안을 수립하였다.

  제4절 연구 방법

핵융합에너지기술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핵융합기술 

동향 및 인적자원 수급 특성을 파악하고, 핵융합기술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연령･기술분야･기술숙련도/경험 종류 등을 파악하여 전문인력 양성 목표 및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산학연 전문가 
인터뷰

산학연 종사자 
설문조사

해외 관련 
Website 분석

산학연
전문인력 대상 

설문조사

고급전문인력
양성계획(안)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워크샵 개최

고급전문인력
양성계획(안)
보고서 작성

그림 4. 핵융합 전문인력양성방안 연구 추진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핵융합기술관련 산학연 전문가 인터뷰, 핵융합기술 관련 산

학연 종사자 설문조사, 해외 핵융합기술관련 Website 자료 분석을 통해 핵

융합에너지 전문인력양성계획안의 기초자료 수집･분석하였으며, 학계(서울

대, KAIST, 포항공대 교수 등), 연구계(한국원자력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등), 산업계(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등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핵융합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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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워크숍 및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수립하였다.

  제5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핵융합에너지 개발계획이 타국에 비해 늦어 핵융합 과학기술 수준이 뒤쳐

져 있으나, 산․학․연이 신진 고급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기존의 타산업 우

수 기술인력을 활용하면 향후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및 요구되는 핵심인적

자원 육성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며, KSTAR 본격가동에 따른 인력양

성방안 및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행에 따른 단계적 인적자원개

발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핵융합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KSTAR의 운영

경험 및 국내외 공동연구 활성화에 따라 ITER 건설 및 운영 참여로 원천기

술축적은 물론 향후 DEMO 프로젝트 참여, 한국형 핵융합로 기술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국내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고, 산업체의 플라즈마 관련 첨단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 국

가 수출산업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형 원자력 발전로에 이어 

향후 한국형 핵융합 발전로 건설과 수출에 있어서 국내 산업체의 대외 경쟁

력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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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현황

  제1절 개 요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핵융합에너지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알려

진 핵융합은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방식은 

토카막을 사용한 "자기장 밀폐 핵융합(Magnetic Confinement Fusion)"과 

레이저를 이용한 "관성 핵융합(Inertial Confinement Fusion)"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상기 진흥법에서는 핵융합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나 핵융합장치

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핵융합에너지 종사자, 또는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대상 인력에 대한 범주와 정의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핵융합장치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토카막과 같이 Torus형태의 진공

용기 내부에 자기장으로 밀폐된 플라즈마로부터 핵융합반응을 얻는 것이 가

장 일반적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자기장 밀폐 핵융합" 이외 다른 방법

이나 장치를 사용하는 핵융합기술 연구개발 활동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인력양성 목적에서 사용하는 핵융합에너지 종사인력에 대한 정의

와 범주는 플라즈마와 자기장 밀폐 방법을 사용하는 핵융합로(Nuclear 

Fusion Reactor) 위주로 할 것이고, 레이저(관성 핵융합)장치나 기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핵융합과 관련한 인력에 대하여서는 핵융합 기초연구개발 

인력의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기로 한다. 

 자기장 밀폐 핵융합로에서도 연소플라즈마 노심 및 진공용기, 진단, 가열, 

전자석, 전원공급 계통 등과 같이 토카막 장치분야와 블랭킷, 삼중수소 생산

관리, 냉각 및 에너지회수계통 등 중성자와 재료분야를 포함한 핵융합로 공

학분야가 있다. 핵융합에너지 장치의 범주는 토카막장치와 핵융합로공학 분

야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핵융합에너지개발 인력의 범주는 핵융합에너지 장

치 관련 분야 또는 파생되는 분야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핵융합에너지 분야 종사인력이라 함은 핵융합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즉, 정부의 담당부서, 협회, 대학교, 연구소, 기업 등에서 업무를 수행

하는 인력이다. 200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조사한 세계 각국의 핵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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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관련 인력현황 결과를 분석해 보면 주로 직․간접으로 핵융합장치와 관련

된 고급전문인력으로 나타났다. 프린스턴 플라즈마물리연구소(PPPL)의 경우

를 보면 IAEA조사에는 총 268명으로 보고하였으나 PPPL의 2001년 연례보

고서에서는 교수 3명, 물리 97명, 공학 82명, 기능 210명, 기술관리 73명, 

기술행정 20명으로 총 485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PPPL의 경우 

IAEA에 보고한 핵융합 인력이라 함은 기능 업무를 제외한 종사자(약275명)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미국 핵융합에너지과학 자문위원회

(FESAC)에 보고된 인력수급계획안을 분석하면 미국의 핵융합에너지 분야의 

대학, 국립연구소, 기업연구소 등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약 1,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IAEA가 2001년 조사한 미국 내 전문인력 약 

1,600여명 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전문인력의 범주를 핵융합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플라즈마 장치, 소위 "연소 플라즈마(Burning Plasma)" 분야로 더욱 

제한하여 추산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방안 수립에 있으므로 핵융

합에너지 종사인력이라 함은 일반 행정, 재무관리 등 지원업무 담당자를 제

외한 모든 인적자원을 포함하여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핵융합에너지 전문인

력이라 함은 핵융합에너지 장치와 관련된 직접 종사자를 말하며, 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분야의 종사자도 인력양성 범주에 포함한다. 단지 교육․훈련 편

의상 전문인력, 기술인력, 기능인력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핵융합에너지 장치(핵융합로)"라 함은 "플라즈마 연소로부터 에너지를 생

산하는 장치로서, 연소플라즈마 노심과 진공용기, 진단제어 및 가열 계통, 전

자석 및 전원공급 계통, 냉각 및 에너지회수 계통, 등을 포함한 장치"이다. 

원자력 동력로(Nuclear Power Reactor) 경우와 비교하면 원자로 노심과 압

력용기, 운전 및 계측제어 계통, 1차 냉각계통 및 증기발생기에 해당한다.

 "핵융합에너지 종사인력의 범주"는 "핵융합에너지 장치와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 장치 제작 및 운영, 보수, 건설과 관련된 업무에 직․간접으로 종사

하는 인력"으로 정의한다. 현재 플라즈마와 관련된 연구, 장치개발 및 운영

을 하는 분야 중 그 사업목적이 플라즈마 연소, 또는 에너지생산에 직․간접

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의 종사자는 범주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한빛'

플라즈마장치의 경우에는 플라즈마 연소로부터 에너지생산과 직접적인 관련

은 없으나 플라즈마의 자기장 밀폐 및 진단 연구와 관련지어 포함하고, 핵융

합 중성자로부터 삼중수소를 증식하는 기술, 중성자 피폭에 의한 핵융합장치 

구조물 손상 등은 플라즈마 연소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분야로서 핵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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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에 지 장치 (핵융합로) :

   라즈마 연소로부터 에 지를 생산하는 장치로서, 연소 라즈마 노심

   과 진공용기, 연소 라즈마 진단제어  가열 계통, 자석  원공

    계통, 냉각  에 지회수 계통 등을 포함한 장치이다.

• 종사인력의 범주 : 

   핵융합에 지 장치와 련된 연구  기술개발, 장치 제작  운 ,

   보수, 건설과 련된 업무에 직․간 으로 종사하는 인력

• 문인력 : 

   핵융합에 지 장치와 련된 연구  기술개발, 장치 제작  운

   업무에 직  종사하는 인력

로에 포함한다.

 "전문인력"이라함은 "핵융합에너지 장치와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 장치 

제작 및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핵융

합 전문인력은 연소 플라즈마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직접 영향을 받는 영역

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주로 관련된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연소플

라즈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영역은 제어, 진공, 가열, 자기장, 냉각, 진단 등

과 같이 연소플라즈마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연소플라즈마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영역은 진공용기 및 이 용기와 결합

된 각종 장치, 삼중수소 증식블랭킷 등과 관련하여 연소플라즈마뿐만 아니라 

중성자와 재료분야 등 원자력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필요하다.

 "기술인력"이라함은 "핵융합에너지 장치의 제작, 운영, 보수, 건설 등 연관

된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기능인력"은 "연구개발 및 기

술업무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한다. 기술인력

과 기능인력은 핵융합에너지 장치의 기술요구조건 안에서 해당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인적자원이다. 연소플라즈마와 원자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요구되지 아니하나 관련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사안이나 기술요구조

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교육훈련

이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표 1.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범주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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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 

   핵융합에 지 장치의 제작, 운 , 보수, 건설 등 연 된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 기능인력 : 

   연구개발  기술업무에서 요구되는 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제2절 국외 전문인력 현황

 핵융합기술 선진국인 러시아, 미국, EU 회원국, 일본 등이 1980년대까지 

연구개발 전문인력과 핵융합장치 개발과 운영, 제작 및 건설과 관련한 기술

인력을 주로 보유하고 있었고, 1970년대 초반 1, 2차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

하여 핵융합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핵융합장치의 개발 수

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인력의 충원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핵융합장치의 제

작과 건설은 장치특성상 가속기장치와 기술적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두 장

치사이의 인력 교류로 전문인력을 큰 어려움 없이 확보하는 듯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중소형 핵융합장치 운영종료와 신규장치 건설이 정체됨에 

따라 전문인력을 포함한 종사인력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체제 붕괴로 인한 

러시아 과학기술자들의 이탈, 미국의 초전도 초대형가속기(SSC) 건설이 중

단되고, 유럽에서는 X-선 방사광 전자가속기 건설계획의 취소로 인하여 가

속기장치와 관련 핵융합장치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

다. 최근, ITER와 유럽 최대 가속기연구소인 CERN은 상호협력약정을 체결

하여 초전도 자석, 전원공급, 가열기술 등 연구개발과 기술교류 뿐만 아니라 

국제공동 대형장치 운영기술 등에서 상호협력을 강화시켜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되며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

 IAEA가 조사한 각국별 핵융합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표 2에 제시하였

다. 핵융합 전문인력을 최다 보유한 나라는 EU로서 27개 회원국이 총 

2,5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기타에 포함되

어 있으나 EURATOM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핵융합 선진국

인 EU, 미국, 일본은 대형 국립연구소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도 핵융합 

관련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양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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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01년 2004~2007년

학교 연구소 문인력 학교 연구소 문인력

한국 4 2      129 3 2      153

EU 회원국 51 42     2,526 55 38     2,731

미국 30 10     1,567 16 10     1,107

러시아 3 11      887 2 10      822

일본 28 6     1,069 30 3      808

국 4 3      187 1 4      211

인도 4 1       77 1 3       93

계 123 75     6,442 108 70     5,925

 주 1: 2001년 이후 각국 기관들은 2004년에 자료를 입력하고, 2007년에 

자료 갱신을 하지 않은 곳으로 인하여 2004년~2007년 자료는 기

관별 입력시점이 다르다. (참고자료 14. Website조사 후 취합자료)

 주 2: 관성핵융합은 각국에서 대외비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자료 

      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미국의 NIF, 중국의 상해광정밀 

      기계연구소, 프랑스, 러시아 등.

 주 3: 2004~2007년 조사와 2001년 조사 결과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문 

      인력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핵융합 플라즈마로 범위를 좀 더 

      좁게 하여 조사한 결과로 보임.

 주 4: EU의 경우 2001년 조사에 누락된 동유럽의 대학과 연구소 몇 곳

이 2004~2007년 조사에 참여한 결과 약 100명 정도 증가하였고, 

독일 IPP 연구소에서 시행 중인 Young Scientist Program 등 인

력 증가가 컸음.

 주 5: ITER 기구(2007년)는 161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주 6: 기타 국가(ITER 비참여국 2001년 조사)는 36개 대학 15개 국립연

구소에 총 629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표 2. 국가별 전문인력 현황.

유리한 점이 있다.

 IAEA 조사 당시 각국의 주요 핵융합연구소의 전문인력과 토카막장치 보유 

현황은 표 3과 같다. 주요 대형 연구소별 전문인력 수는 보유 장치의 크기와 

운영 기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2001년 독일의 막스 플랑크 플라즈마

물리연구소(Max Planck IPP, GAR)는 총 316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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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소
문인력(명)

보유 장치
2001 2007

한국 NFRI* 61 77  KSTAR 건설 

국
SWIPP 27 70  HL-1M 운 , HL-2A upgrade 

ASIPP 83 81  HT-7 운 , HT-7U(EAST) upgrade 

인도 IPR* 40 48  ADITYA 운 , SST-1 건설 

일본
NIFS 140 166  LHD, CHS 운

JAERI 296 303  JT-60U, JFT-2M 운

러시아 KUR 231 219  T-10, T-15 운

  표 3. 주요국 핵융합연구소 전문인력 현황 (참고자료 14. 취합자료). 

약 80명이 Stellerator(Wendelstein 7-AS, Wendelstein 7-X) 2기 운영에 

배정되어 있고, 약 20명이 다른 분야 플라즈마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ASDEX upgrade 1기에 대한 인원은 약 215명으로 추계된다. 일본 JAERI의 

경우 2001년 총 389명으로 보고되었으나, ITER 프로젝트팀 약 60명과 

Naka Site 외의 인원 약 35명을 제외하면 약 295명이 JT-60U와 JFT-2M 

운영과 관련되어 있고, 약 15명이 JFT-2M 운영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JT-60U 1기와 관련한 전문인력은 약 280명으로 추산된다.

그림 5. 각국 주요 핵융합연구소 별 2001과 2007년 전문인력 보유현황. 

(참고자료 14. Website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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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FF 86 115  FT-1 운

미국

MIT 88 95  ALCATOR C-MOD 운

PPPL 268 227  NSTX 운 , TFTR 해체 

UW 82 119  MST, MEDUDA 운

EU

CAD 189 198  Tore Supra 운

GAR 316 427  ASDEX, Stellarator(W-7AS, W-7X) 운

FRAS* 167 123  FTU 운

CUL 337 224  JET, MAST, COMPASS 운

스 스 CRPP* 66 88  TCV 운

 주 1. 연구소 식별부호에 *가 표시된 곳은 2004년 입력 데이터임.

 주 2. NFRI의 식별부호는 KBSI로 한국기초과학연구소로 표시되어 있음.

그림 6. ITER 회원국의 2001년과 2007년 전문인력 보유현황. (참고자료 

14. Website 조사 후 취합자료)

 핵융합기술 후발국인 중국과 인도는 지난 10여년간 전문인력 확충에 심혈

을 기울여 왔다. 중국의 경우, ASIPP는 HT-7과 HT-7U 2기를 운영하고 

있던 2001년 전문인력을 83명으로 보고하였으나 HT-7U가 EAST로 

upgrade를 완료한 2008년에는 약225명을 보유하고 있고, SWIP는 HL-1M

을 운영 중이던 2001년 37명으로 보고하였으나 HL-2A 건설을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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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2008년에는 164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2001년 IPR은 전문인력 약40명을 보유하고 ADITYA운영과 SST-1 건설 중

이었으나 건설이 완료된 2008년에는 24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ITER 건설이 시작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핵융합 종사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7은 ITER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연도별 ITER기

구의 종사자 변화 추세이다. 이 그림에서 전문인력(professional)과 지원인력

(support)에 대한 구분은 IAEA에서 사용되는 형식으로서 EU의 주요 연구소

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Professional은 ITER기구 조직체계

(R&D, Administrative, Technical 등 모든 부분에서)의 division head, 

section leader 등과 함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위이다. 이러한 구분

을 사용하고 있는 EU의 주요 핵융합연구소 2004년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전

문인력 인원은 2001년 IAEA에서 조사한 전문인력 수와 거의 비슷하다. 건

설단계의 특성상 ITER 종사자 총인원은 2011년까지 약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12년부터 최초 플라즈마 발생이 예상되는 2018년까지 하향 안

정되면서 약700명 선이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림 7. ITER 프로젝트 계획상 연도별 ITER기구의 종사자 수 변화. 

(참고자료 16, Website 자료인용)

 2008년 9월 현재 ITER 종사인력은 약 276명 정도이고 이는 절정기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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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명의 40%에 해당한다. 2008년 9월 현재 전문인력은 22개국에서 충원한 

207명으로서, EU 122명(59%), 일본 17명(8%), 미국 14명(6%), 러시아 16

명(8%), 한국 15명(7.5%), 중국 15명(7.5%), 인도 8명(4%)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인력은 약 69명 선이다. ITER 이행합의서(JIA)에서 회원국의 인

력부담률은 EU가 45%, 나머지 5개 회원국이 각 9.09%를 분담하기로 한 점

에서 볼 때 핵융합기술 전문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한 EU와 적극적으로 

ITER 건설을 자국 유치에 노력을 해 온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인

적자원 분담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특히 핵융합기술 후발국인 한

국, 중국, 인도는 경험이나 전문성 경쟁력에 있어서 EU, 일본이나 핵융합 선

진국인 미국, 러시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EU 주요 대형 핵융합연구소(2004년 자료)와 ITER(2018년 추정) 

종사자 수 비교 (참고자료 17. Website 자료취합).

 2018년 예상되는 ITER의 종사자수(약 700명)는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Princeton 플라즈마물리연구소(약430명)의 약 1.65배 정도로 계획되어 

있고, 전문인력의 수는 JET와 MAST 핵융합장치를 운영 중인 영국 Culham

의 UKAEA연구소나 ASDEX와 Wendelstein 7-AS, 7-X를 운영중인 독일 

Garching의 Max Planck IPP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중국, 

인도 등 핵융합 후발국은 최근 중형 초전도 토카막을 건설･운영하면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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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율(%)

학교 교수 11

학교 연구원 13

  표 4. 미국 핵융합 전문인력 기관 별 분포(2004년). (참고자료 10. 인용)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핵융합 선진국인 미국과 EU도 전문인력 

수가 정체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기존 인력의 노령화가 시작되면서 자국 내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유지하고 ITER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국 분담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중국(ASIPP, SWIP)과 인도(IPR)는 핵융합장치가 있는 연구기관에서 교육과 

현장 실무훈련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전문인력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핵융합에너지과학 자문위원회(FESAC)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04년 

미국 내 대학, 국립연구소, 기업연구소 (연소플라즈마)핵융합 연구 분야에 약 

1,00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기장밀폐 

핵융합과 관성핵융합 종사자의 비율은 각각 70%와 30%로 구성되어 있다. 

핵융합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특징은 약 80% 정도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고급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핵융합관련 전임교수 5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Columbia Univ., MIT, Univ. of 

Maryland, Princeton Univ., Univ. of Wisconsin, Univ. of Texas, UCLA, 

UCSD 등 8개 대학이 있다. 특히 핵융합 교수들의 연령분포는 다른 연구 분

야에 비해 고연령자 비율이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국립연구소와 기업연구

소에서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인력의 3분의 1 정도가 55세 이상이고, 중간값

(median)이 50세로 조사되어 핵융합연구 규모가 크고 활발한 연구기관일 수

록 고령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령분포는 국립연구소 박사의 

평균연령이 54세이고 중간값은 50세, 국립연구소 박사 이외의 평균연령은 

45세이며 중간값은 48세, 대학 연구소 박사 평균연령은 45세이고 중간값은 

46세로 조사되었다. 이 데이터에 근거하면 ITER가동 예정일까지 약 100여

명의 과학자들이 노령으로 대학, 연구소에서 은퇴할 것으로 추정된다. 핵융

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는 앞으로 10년 간 150명 정도의 정

규직과 100여명의 박사후 연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이 기간 동안 약 350여명의 신규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2~4년 동안 점증하는 ITER 활동과 NIF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큰 연구기관에서는 인력의 내부 재배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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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업 연구소 76

분야 비율(%)

라즈마 물리학 47

기타 물리학 분야 14

원자력공학 14

기공학 10

기타 공학 분야 11

기타 4

그림 9. 미국 프린스턴 플라즈마물리연구소(PPPL)의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참고자료 21. PPPL 연례보고서 자료취합).

  표 5. 미국 핵융합 전문인력 박사학위 분야 분포. (참고자료 10. 인용)

 2004년 미국 조사보고서의 물리학 전공 대 공학 전공 전문인력 비율은 

1.75:1로 분석되었으나, 최근에는 PPPL의 전문인력 비율이 거의 1:1로 구성

되어 가는 중이며 앞으로는 핵융합기술에 대한 공학적인 측면이 강조될수록 

국립연구소에서는 공학전공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에는  연

도별 프린스턴 플라즈마물리연구소(PPPL)에서 물리학 전공자 비율이 점진적

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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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핵융합 문인력 IAEA 황보고  국가별 분석

   - 한국      :  약 153명 보유

   - EU회원국 :  약 2,731명으로 최다 보유 (ICF 포함)

   - 미국      :  약 1,107명 보유 (ICF 포함)

   - 러시아    :  약 822명 보유 (ICF 포함)

   - 일본      :  약 808명 보유 (ICF 포함)

   - 국      :  약 211명 보유

   - 인도      :  약 93명 보유 (ICF 포함)

   - 기타 국가 :  약 640명 보유 (호주, 스 스 등) (ICF 포함)

• 2007년 IAEA의 핵융합 문인력 황보고 각국 주요 연구소별 분석:

   - 한국(NFRI*, 77명)     :  KSTAR 건설  (*는 2004년 자료)

   - 국(SWIP, 70명)     :  HL-1M 운 , HL-2A Upgrade 

   - 국(ASIPP, 81명)    :  HT-7 운 , HT-7U(EAST) Upgrade 

   - 인도(IPR*, 48명)      :  ADITYA 운 , SST-1 건설 

   - 일본(NIFS, 166명)     :  LHD, CHS 운

   - 일본(JAERI, 303명)    :  JT-60U, JFT-2M 운

   - 러시아(KUR, 219명)   :  T-10, T-15 운

   - 러시아(IOFF, 115명)   :  FT-1 운

   - 미국(MIT, 95명)       :  ALCATOR C-MOD 운

   - 미국(PPPL, 227명)    :  NSTX 운 , TFTR 해체 

   - 미국(UW, 119명)      :  MST, MEDUSA 운

   - EU(CAD, 198명)      :  Tore Supra 운

   - EU(GAR, 427명)      :  ASDEX, Stellarator(W-7AS, W-7X) 운

   - EU(FRAS*, 123명)    :  FTU 운

   - EU(CUL, 224명)      :  JET, MAST, COMPASS 운

   - 스 스(CRPP*, 88명) :  TCV 운

• 핵융합 선진국 문인력 노령화  감소 추세

   - 1990년 이후 소형 핵융합장치 운 종료로 인하여 문인력 축소

   - 지난 10여 년간 미국 3  핵융합장치 종사 문인력 수 정체 상태

  표 6. 국외 핵융합 전문인력 종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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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진입하면서 문인력의 고령화로 감소 추세 심화

• 2006년 건설 시작으로 ITER 문인력 수요 요인 발생

   - 2008년 9월 재 ITER 정 총인원(약700명)의 40%인 약 276명 

     충원

   - 최다 문인력을 보유한 EU회원국은 다양한 경력의 문인력 풍부

   - ITER건설 자국 유치에 노력해 온 일본은 비된 인 자원 보유

   - 기타 5개 회원국(미,러,한, ,인)은 인 자원 부담이 상 으로 큼

   - 핵융합 선진국(미,러)은 후발국(한, ,인)보다 문성 경쟁력 유리

• 핵융합에 지기술 후발국 문인력 양성  실무경험 제고 노력 

   - 최근 신규 핵융합장치 건설로 문인력 수요 증가 (한, ,인)

   - 교육과 연구기 이 결합하여 문인력 양성  실무훈련 ( ,인)

• 미국 (연소 라즈마)핵융합 문인력 황 (2004년 재 약 1,000명)

   - 자기장 폐 핵융합과 성핵융합 종사인력은 각 70%와 30%

   - 문인력의 80% 정도가 박사학 를 소지한 고 문인력

   - 소속기  별 분포

       학교 교수      : 11%

       학교 연구원    : 13%

       국립/기업 연구소  : 76%

   - 박사학  공분야

       라즈마 물리학  : 47%

       물리학 기타분야  : 14%

       원자력 공학      : 14%

       기공학         : 10%

       공학 기타분야    : 11%

       기타             :  4%

   - 정규직 문인력  1/3 이 55세 이상

   - 국립연구소  :  박사        평균연령 54세,    간값 50세

   - 국립연구소  :  박사 이외의 평균연령 45세,    간값 48세

   - 학 연구소 :  박사        평균연령 45세,    간값 4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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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국내 전문인력 현황

 2004년 IAEA가 실시한 각국의 핵융합관련 전문인력현황 조사에서 우리나

라는 3개 대학과 2개 국립연구소에 모두 153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3명 모두 자기장 밀폐 플라즈마 핵융합분야

로서 현재 국가핵융합연구소(NFRI)로 격상된 핵융합연구센터 77명, 한국원

자력연구원(KAERI#) 18명이 있고, 학계에는 교수와 대학원학생 일부를 포

함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 10명, 서울대(SNU#) 32명, 한양대(HU) 13

명,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KAPRA) 3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시 기관은 2007년 IAEA자료이고 POSTECH 자료는 없음)

그림 10. 핵융합 전문인력 분야별 현황 (2008년 12월, 총291명 중 

약40명은 비전임으로서 대체가용 인력임).

 2008년 12월 우리나라 핵융합관련 전문인력은 대학원 학생을 제외하고 약

290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인 인력분포는 그림 

10에 표시한 바와 같이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207명(KSTAR 연구단 132

명, ITER 사업단 75명),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약 52명(핵융합공학 22

명, 핵자료 7명, 원자분광 8명, 중성자 및 노공학 일부 15명 포함),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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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국내 핵융합 문인력 황 조사 결과

   - 출연연구기  : 약270명 (비 임, 일부 참여자 40여명 포함)

        NFRI  : 207명 (KSTAR 연구단 132명, ITER 사업단 75명),

        KAERI :  52명 (핵자료, 원자분 , 노공학 등 일부 참여자 포함), 

        KERI  :  10명 ( 도체 일부 참여자), KEPRI 2명 (ITER 사업)

   - 핵융합 라즈마 임교수 : 약20명

        SNU 3명, KAIST 4명, POSTECH 7명, 기타 학교 6명

   - 학원 학생 : 약100명

        SNU, KAIST, POSTECH, 한양  등 라즈마 석박사과정

   - 산업계 : 공업 등 상장기업 12개 포함 총69여개 기업체

• 2004년 IAEA 실시 핵융합 문인력 황 분석

   - 정부 출연연구기  95명 (KBSI부설 NFRC 77명, KAERI 18명)

   - 학 58명 (SNU, KAIST, 한양  등 교수  학원생 일부)

• 2001년 이후 KSTAR 운 과 ITER사업 수요발생:

기연구원(KERI) 약 10명(초전도체) 등 정부출연 연구소에 약 270명이 있고 

전력연구원(KEPRI) 2명(ITER 사업)이 있다. 이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약 

30명과 전기연구원의 약 10명은 핵융합연구에 극히 일부분만 참여하고 있거

나 또는 앞으로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교 플라즈

마 전임교수는 서울대(SNU), KAIST, 포항공대(POSTECH) 등 주요 3개 대

학과 한양대, 광운대 등 기타 대학에 약 20명이 재임 중에 있으며 플라즈마 

전공 석박사과정 학생 약 100명 정도가 주요 3개 대학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4년 IAEA자료와 비교하면 KSTAR 장치 운

영과 ITER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대부분의 인력 증원분

(약120명)을 흡수하고 있고, 대학원 학생은 증가하였으나, 대학 교수를 포함

하여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수가 정체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KSTAR 건설에 참여한 기업은 상장회사 12개를 포함하여 모두 69개 이고,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콘, 원신코포레이션 등은 ITER 조달품목 납품

에도 참여하고 있다. 기업체에서의 핵융합 인력 수는 예시하기 어려우나 표 

7에 KSTAR 건설에 참여한 기업 중 일부 주요 업체를 정리하였다.

  표 6. 국내 핵융합 전문인력 종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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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핵융합연구소 인력 약 145명 증가

   - 학원 재학생 수 증가

   - 학 임교수  기타 분야 문인력 수 정체상태

구분 기업명 담당 업무

공업 형 고진공용기,극 온용기 설계･제작

상장회사

두산 공업 도 자석 구조물 완제품 제작･공

우건설 순수 냉각수 설비  기/계장 부 설비 시공

비츠로테크 력기기, 진공차단기 제조

엘오티베큠 가열-진공시스템 결합기술 보유한 퓨 벡 흡수 합병

일진 기 기 배

일진정공 삼 수소 장용기 개발

삼화콘덴서 종합 콘덴서 제조업체

태산엘시디 진공용기 개발 자회사 제네시스 참여

덕성 도 자석 개발

고려제강 도 복합선재 생산 자회사  참여

SFA 핵융합 장치 조립 도구 설계･제작 용역

비상장회사

포스콘 도, 가열 등 원공 설비 일  공

씨 이 극 온, 고진공, 도 연구설비 시제품 설계･제작

신알에 방 세정 RF 발진기, 직류 원계통 설계･제작

세보이텍 KSTAR 운 시 안  련 interlock system 구축

아이투텍 TF자석 연결용 inter coil bus 제작･설치

다원시스 TF/PF 자석, ECH 원공 장치 개발  제작

쓰리알랩 고 압, 고주  항기 개발

필로소피아 객체지향 솔류션 이용 가상 실 기술

휴먼정보통신 도 자석의 퀜칭 검출 시스템 개발

테스트메이션 KSTAR장치 내 구조물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넥상스코리아 핵융합용 도 도체 개발

창원에 에이 라즈마 향장치 제작･조립

하늘엔지니어링 KSTAR 설계  모델링

양엔지니어링 순수 시스템, 냉각수 배  설비

원신코포 이션 가열장치 열량계 개발, 용기 열차폐체 개발

기타 

핵융합 련 

회사

강림 공업,씨엔티(주), 강기 (주), 데크(주), 삼성상사(주), 삼 유니텍, 

삼창기업, 세이 온, 비엔에  테크놀로지, 세원셀론텍, 신 공업(주), 

성우인스트루먼츠, 은 산업(주), 씨테크시스템(주), 에스에이 엔지니어링, 

은성기업, (주)드림티엔에스, (주)한발, 포스코특수강, 한라이비텍, 쏠리스(주)

  표 7. KSTAR장치 건설 참여 주요기업 (참고자료 15.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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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수요전망

  제1절 국외 전문인력 인력수요 현황

 국제핵융합실험로인 ITER 건설부지는 2006년 프랑스 Cadarache로 결정되

었고, 2008년 건설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건설이 완료되면, 1년간 

준공점검기간을 거친 후 2018년 7월 최초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다. 첫 10년 동안의 1단계 운전을 통하여 플라즈마 최적 운전조건을 수립

하고 삼중수소 증식에 적합한 운전모드를 결정한 후 2028년부터 다시 10년 

동안 2단계 운전을 통하여 핵융합로 최적 조건을 결정하며, 2038년경 운전

을 종료할 예정이다. 핵융합에너지생산을 실증하기 위한 DEMO 또는 Fast 

Track, Broader Approach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ITER

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핵융합로 실증에 대한 국제공동개발 계획안이 제안되

면서 투입인력 규모가 가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STAR를 1995년 12월 자체개발하기 시작하여 2007년 8월 

완공하였고 2008년 7월에는 최초 플라즈마 발생 실험을 성공리에 완료하였

다. 앞으로 KSTAR를 이용하여 장치운전기술과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확보

에 주력할 예정이다. 최근 핵융합에너지 개발은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국제

협력연구와 국제공동개발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ITER 

프로젝트의 이정표가 물적․인적 자원투입에 있어서 중요한 표지석 역할을 하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고려할 때 핵융합에너

지 개발 일정은 단기적으로는 ITER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DEMO, 또는 Fast Track이나 Broader Approach에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수요는 이러한 국제공동개발 일

정과 연관시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EU의 23개 회원국이 EFDA를 통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전

문인력을 확보 중에 있으며, 교육․훈련을 통하여 인력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2005년 현재 EU 회원국의 핵융합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박사과정 학

생수는 약 26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인력의 약 62%가 플라즈마와 관

련된 물리전공이고 약 34%가 공학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학전공 인력

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참고: 물리 전공은 대부분 토카막 플라즈마 

진단 및 가열과 관련된 분야를 지칭한다). 따라서 ITER 건설과 핵융합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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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발에서 필요한 기술분야의 공학전공 전문인력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

속적인 충원과 인력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공학 전문인력 양

성정책을 통하여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활성화 시키고 산업계의 조기 참

여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미국 FEAC에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국의 전문인력 수급예측을 

전망한 자료를 먼저 살펴본다. 1990년대 미국 내에서 핵융합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약 50%가 핵융합 연구개발분야에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

초 연구개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에는 약 5~7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가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성장하는 데는 2~4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은 인력수급에 있어서 비

교적 단기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2003 2017‘06 ‘08 ‘15 ‘16‘07

Plasma Operation                  

단기 (2007년~20016년)개발 단계

    ITER     Construction

        DEMO        Conceptual Design     

‘10‘05

KSTAR Construction   

그림 11. 단기 (2007년~16년) 핵융합개발 활동.

 핵융합에너지개발 인력양성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인력 수급전망은 

KSTAR 운영과 ITER 프로젝트 인력분담과 직접 관련된 단기(2007년~2016

년)전망과 핵융합로개발 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국제협력연구/공동개발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중장기(초반: 2017년~2026년, 중반: 2027년~2036

년, 종반: 2037년 이후)전망으로 구분한다. 단기 단계에서 KSTAR는 부대장

치 설치와 플라즈마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정상운전으로 진입하고, 

ITER는 건설이 완료되어 최초 플라즈마 발생 시험이 예정되어 있고, DEMO 

등과 같은 실증로에 대한 접근방법과 개념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그

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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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 ‘26 2030

 KSTAR Plasma Operation

중장기 중반 (2027년~ )중장기 초반 (2017년~2026년)

 ITER   Plasma Operation    (Phase I)                  (Phase II)                

DEMO        Engineering Design Construction

‘25

Conceptual Design
Commercial
Power Plant

그림 12. 중장기(2017년 ~ ) 핵융합 개발 활동

 중기단계에서 ITER는 수소, 중수소 플라즈마 운전을 거쳐 본격적인 중수소

-삼중수소 플라즈마 운전단계로 진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DEMO는 실증공

학설계를 끝내고 건설 초기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계 말기에

는 ITER 실험결과에 따라 핵융합로 상용화에 대한 개념정립이 시작될 것이

다. 장기단계에서는 ITER 실험결과로부터 DEMO 등 장치건설이 완료되어 

실증실험을 하고 DEMO 실증결과를 반영하여 핵융합로 상용화 단계가 시작

되어 본격적인 설계 및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3).

 최근 미국 핵융합분야에서 연간 25~30명의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를 13개 

주요대학(앞에서 기술한 8개 주요대학과 Univ. of Colorado, West Virginia 

Univ. Univ. of Washington, Cornell Univ., College of William and 

Mary)에서 배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초연구 예산지원액의 증감은 약 

3~4년의 시차를 두고 신규 박사학위 배출자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경향은 그림 13을 통하여 플라즈마 물리 및 핵융합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즉, 1996년에 핵융합부문 연구 예산지원액수가 급격히 삭감된 결과 1998년

부터 플라즈마 물리 박사학위 졸업자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한 때 연간 약 

60여명을 배출하던 것이 2002년에는 약 3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예산지원액수가 소폭 증가됨에 따라 2002년부터 핵융합 박사학

위 졸업자수는 감소세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33명의 박사학위자

가 배출되었고 2008년에는 약 36명이 배출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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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미국 에너지부 핵융합관련 예산과 핵융합 플라즈마 전공

박사학위 배출자 수 변화 (참고자료 11. 자료 분석후 인용).

 ITER 분담금을 제외한 미국의 핵융합관련 예산은 2006년 2.56억 달러에서 

2008년 2.67억 달러로 증액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증가가 예상된다. 

1999년 대학원생 약 245명이 예산지원을 받았고,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

이 2006년에는 약 350명, 2008년에는 약 365여명이 각각 지원받게 될 것

으로 추정된다. 특히 Alcator C-Mode, DIII-D, PPPL의 핵융합장치 등에서 

매년 약 50명의 대학원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해 왔으나 2006년부터는 약 

65명으로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사후 연구원도 2000년에 90명이 

지원받았으나 2008년에는 약 12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년 미국 내 인력수급전망 조사결과는 조사당시 816명(MCF: 711명, 

ICF: 105명)에서 2014년 1,085명(MCF: 897명, ICF: 188명)으로 약 270명

(MCF: 186명, ICF: 83명)의 순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증

원되는 공학기술 대 기초과학 전문인력 비는 약 2:1로 예측하고 있다. 2004

년부터 2007년까지 인력충원수요는 미미하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퇴

직충원분을 포함하여 약 360여명의 고급전문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매년 약 42명의 신규 핵융합 고급전문인력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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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게 될 것이고, 핵융합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50~70%가 이 분야에

서 계속 취업한다고 가정하고, 경쟁을 통하여 신규인력의 질적 향상을 고려

하면 매년 약80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14. 미국 에너지부 핵융합관련 예산지원 과제수와

핵융합 고급전문인력 수 변화 (참고자료 11. 자료분석 후 인용).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조사한 prototype 핵융합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은 토

카막장치, 블랭킷, 토카막 주변장치, 연소플라즈마 제어, 유지보수, 가열 및 

전류 구동, 진단제어, 삼중수소 관리기술, 전원공급기술, 발전시스템 등 18개 

분야 1,000여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broader approach와 병행하

여 일본이 독자적으로 조기에 prototype 핵융합로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

에 착수한 블랭킷, 초전도 솔레노이드 코일, 디버터, 리튬-6 농축 및 양산기

술, 냉각계통의 삼중수소 관리기술, 핵융합장치 유지보수기술, 규제기준, 환

경안전평가기술, JT-60SA를 이용한 실험연구 등 9개를 중점육성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술 확보 전략으로서 필수 요소기술은 국내에서 

개발하여 유지관리하며, 국제협력개발과 해외 도입 등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을 분류하고, 기술 획득시기를 명시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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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에 지 문인력 수 단계와 국제 력연구/공동개발 일정

   - 단기 (2007년~2016년) : KSTAR 운 , ITER 건설, 완공  공 검

   - 장기 (2017년 이후):

       반 ('17~'26)  :  ITER 운 과 DEMO 개념, 공학설계단계

       반 ('27~'36)  :  DEMO 건설  실증 

       종반 ('37 이후) :  핵융합로 상용화단계 진입

• EU회원국 문인력  물리 공에 비하여 공학 공자 수요증가

   - EU회원국 핵융합 문인력 구성 물리 공 62%, 공학 공 34%

   - EFDA회원국 약 260명 PhD과정 학생 보유

   - EU회원국 공학 공자 감소세로 ITER 공 인원 확보문제 두

   - 참고: 물리 공은 주로 토카막 라즈마, 진단  가열 분야를 지칭

• 미국 기  연구개발분야 인력공  특성

   - PhD 졸업자 수는 연구개발 산증감에 따라 3~4년 후행  경향

   - 기  연구개발분야 PhD 취득에 5~7년의 기간 소요

   - 신규 PhD 취득자가 교수, 연구원으로 성장하는데 2~4년 추가 소요

   - 1990년  핵융합 신규 PhD 취득자 약50%가 핵융합연구 분야 취업

   - 학원 학생 수 245명(2000년)에서 385명(2008년)으로 지속  증가세

   - 최근 핵융합 련분야에서는 연간 약35명의 신규 PhD 취득자 배출

 또한 일본에서는 prototype 핵융합로의 건설역할 분담에 대해서 ITER 및 

BA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할 기관과 구조사양을 작성하여 상

용 핵융합발전로 건설회사의 모체로서 종합조정회사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

다. 이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prototype 핵융합로의 건설을 판단

하는 시기와 상정된 15년 기간을 대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안)을 검토하고, 

확보해야할 인력규모는 약 400명 정도로 추정하였다. 2008년 현재 기준으

로 약 200명의 증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매년 25명 정도를 채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ITER와 앞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DEMO, PROTO 등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채용될 우수한 전문인력을 많이 배

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표 8. 국외 핵융합 전문인력 종합수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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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단기(10년) 핵융합 문인력 수 망 (2004년~2014년)

   - 2004년 재 문인력 약815명 (MCF: 약 710명, ICF: 약 105명) 

   - 2014년 약1085명 상, 퇴직충원분 포함 10년간 약360여명 충원수요

   - 2008년~2014년에는 매년 42명의 신규 PhD 취득자 고용수요가 상

   - 핵융합 문인력 구성 물리학 공 61%, 공학 공 35%

   - 2014년까지 기 과학  공학 문인력 증가비는 약 1:2로 망

   - 경쟁을 통한 질  향상을 하여 상 인력수요보다 많이 양성

   - 취업 지원율(약60%), 정년퇴직 감안 약80명/년 신규 PhD 배출 필요

• 일본의 핵융합 인력수 (향후 15년간) 망

   - Prototype 핵융합로 건설에 필요한 인력규모를 약 400명으로 추산

   - 2008년 기  약 200명 증원이 필요하며 충원수요는 매년 25명 정도

   - 우수인력 확보를 한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제2절 국내 전문인력 인력수요 전망

  1. 단기(2007년~2016년) 인력수요 전망

 2007년 수립한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안)"의 2007년부터 2011

년까지 5년간 사업분야별 소요인력 수급계획을 핵심연구개발사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국제협력연구사업, 핵융합파생 응용기술개발사업과 같이 크게 4분

야로 나누면 2007년에는 각각 83명, 3명, 36명, 8명으로 총 130명이 소요

되나 4년 뒤인 2011년에 예상되는 인력소요는 각각 189명, 121명, 172명, 

6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그림 15와 같이 총549명이 필요하다(표 9). 전년

도 대비 순증가 인원수는 그림 16과 같다. 진흥계획(안)에 따른 인력수급을 

분석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인력수요 추세는 같은 기간동안 ITER 

인력수급 추세와 거의 동일하다. 

 사업분야별로 인력수급계획을 연평균으로 살펴보면 핵심연구개발사업이 매

년 약 25명, 국제협력연구/공동개발사업은 매년 약 34명, 연구기반조성사업

은 매년 30명, 핵융합파생 응용기술개발사업은 매년 15명이 4년 동안 충원

되어야 한다. 각 사업의 세부분야별로 보면 핵융합 기초연구개발과 국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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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소요인력(명)
2011년까지의 추가 

소요인력(명)

핵심연구개발사업  83  106

국제 력연구/공동개발 사업  36  136

연구기반 조성사업   3  118

핵융합 생 응용기술개발사업   8   59

합계 130  419

 표 9.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안)"의 사업분야 별 소요인력(2007년).

연구사업은 각각 매년 20명 이상의 충원수요가 4년 동안 예상되고 있고, 4

년 동안 매년 10명 이상의 충원이 전망되는 분야도 KSTAR장치운영/원천기

술개발, 핵융합로 공학기술개발, ITER건설․운영참여사업, 핵융합파생 응용기

술개발 등 4개가 있다.

그림 15.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안)” 

소요인력(2007~2011)계획.



- 34 -

분야
2011년 문인력 

소요인원(명)

4년간 년평균 증원 

인원(명)

KSTAR장치운 /원천기술개발 118  4

ITER핵심기술개발  20  4

핵융합로 공학기술개발  39 10

한국형 핵융합실증로 개발  12  3

ITER건설․운 참여 사업  77 10

핵융합 국제공동연구 사업  95 24

핵융합 기 연구개발  90 23

핵융합 기반구축  15  3

핵융합 문인력양성 사업  16  4

핵융합 생 응용기술개발  67 15

합계 549 90

  표 10.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안)"의 전문인력(2011년) 세부분

야 수급전망. 

그림 16.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안)” 세부분야 별 전년도 

대비 순증가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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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평균

소요인력 (명)

세부분야별 연평균 소요인력(명)

운 ･실험 토카막･부 장치 부 설비

1단계(2008~2012) 94 34 43 17

2단계(2013~2017) 125 37 69 19

3단계(2008~2012) 133 37 77 19

3단계(2023~2025) 140 43 78 19

  표 11. "KSTAR 중장기 운영계획(안)" 단계별 연평균 소요인력 세부내역.

 그림 16을 살펴보면 연구기반조성사업과 핵융합파생 응용기술개발사업의 

인력 증원은 2011년에서 거의 멈추는 것을 알 수 있고, 핵심연구개발사업에

서의 인력 증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이후 KSTAR운영에 요구되는 인력 증가는 미미한 수

준이다. 다만 국제공동개발사업 분야의 인력 증원은 외부요인에 따라 앞으로

도 증원율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인력의 재배치를 통하여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FRI에서 예측하고 있는 적정인력 

약 300명(이 숫자는 2035년 예측치이고(그림 18), 실제 피크치는 약 350명

까지 증가하나 국제공동사업과 재배치를 통하여 약 50명 정도는 조정 가능

할 것임)에 대학과 기타 연구소에서 수행할 핵융합 기초연구개발(약 90명), 

기반구축(약 15명), 파생 응용기술개발(약 65명), 인력양성(약 15명)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약 95명)을 합친 총 580명 정도를 2016년까지 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인력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진흥기본계획(안)의 2011년 예

측 소요인원이 약 550명이고 2012년 이후 인력수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다고 가정을 하면 전망치가 적절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소요인력에서 ITER 품목조달인력(약 50명)과 핵융합파생 응용기술

개발 인력(약 70명)을 제외한 약 430명 중에서 플라즈마 전공과 핵융합로 

공학 전공 인력의 구성은 플라즈마 전문인력이 약 140명이고, 재료 및 중성

자관련 공학 전문인력 약 40명으로 뚜렷이 구별되어 그 비율이 각각 80%와 

20% 정도, 즉, 4:1이고, 나머지 약 250명(연구기반조성사업 130명, ITER 

파견/국제협력사업 120명)의 전공 구성비도 약 4:1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2016년까지 재료와 중성자관련 핵융합로 공학전공 전문



- 36 -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그림 18) 앞에서 전망한 4:1의 구성비가 3:1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구기반조성사업과 국제협력사업의 전공구성비도 세계적

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초기의 4:1보다 핵융합로 공학 인력의 비율이 좀 

더 높아 약 3:1정도로 전망된다.

그림 17. "KSTAR 중장기 운영계획(안)"의 단계별 연평균 소요인력 

(참고자료 5. 자료분석 후 인용).

 2008년 현재 국내 플라즈마 관련 대학교수는 약 8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20%인 15명이 핵융합 플라즈마 전임교수로서 주요 4개 대학교(서울대 3

명, 한양대 1명, KAIST 4명, 포항공대 7명) 핵융합관련 학과에 있으며, 대

학원과정에 약 100여명(석사과정 약 35명, 박사과정 약 65명)이 재학 중에 

있다. 핵융합 플라즈마 대학원과정 졸업생은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연평균 

약 30여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플라즈마 전공 인력수요가 2011년까지 연

평균 70명(핵융합 플라즈마 약 55명, 핵융합파생 응용기술 약 15명) 정도임

을 감안하면 대학원과정 졸업생 약 30명 이외에 학사과정 졸업생 약 40명이 

추가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동안 핵융합로공학 전공 인

력수요가 매년 약 20명 정도로 예상되므로, 재료와 중성자관련 학과(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KAIST, 조선대, 제주대)에서 연평균 약 20명의 대학원과정 

졸업생을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신규 졸업생만으로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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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2007년~2016년) 핵융합기술 인력수요 망

   - "진흥종합계획(안)"은 2011년까지 필요 인력 약 550명으로 계획

   - 생응용기술(약70명)과 ITER 품목조달(약50명)을 제외하면 약430명

   - 2011년까지 소요인력 약430명  80%( 라즈마), 20%(로공학, 재료)

   - 2011년까지 라즈마 공 인력수요 연평균 70명선

   - 2011년까지 핵융합로공학 공 인력수요 연평균 20명선

   - 인력 증가율 분석결과 2016년까지 필요 인력 약 580명으로 망

   - 2016년까지 소요인력 구성비는 75%( 라즈마), 25%(로공학, 재료) 

   - 2008년~2011년 인력증가율이 단히 크다는 것은 수 상 큰 문제

   - 2012년 이후 소요인력의 큰 변동은 없으며 핵융합로공학 비  증가

• 단기(2007년~2011년) 핵융합기술 인력공  망

   - 국내 주요 4개 학 핵융합( 라즈마)학과 교수 약15명(2008년 재)

   - 핵융합( 라즈마) 석사과정 35명, 박사과정 65명(2008년 재)

   - 학원과정 라즈마 공 졸업생 연평균 약 30명 배출

   - 학과정에서 라즈마 공 연평균 약 40명 추가 공  필요

   - 재료  성자 련 학원과정 졸업생 연평균 약 20명 공  필요

   - 신규 졸업생만으로 충원시 장 실무경험  연구개발 문성 문제

   - 연 분야 기존인력의 단기 환교육을 통한 체공 안 검토 필요

• 단기(2007년~2016년)단계 핵융합기술개발 련 주요 이정표

   - KSTAR 라즈마 운   원천기술개발

   - ITER 건설  최  라즈마발생

   - IFMIF계획, DEMO, Fast Track, BA 등 개념수립 국제 력 추진

• "진흥기본계획(안)"의 사업분야별 소요인력(2007년) 계획

충원하면 전체 인력의 약 50%를 점유하게 되어, 현장 실무경험이나 연구개

발 전문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플라즈마와 핵융합로공학 

전공에서 신규충원 인력공급이 부족하거나 연구개발 경력이나 전문성이 우

려되는 경우에는 연관분야의 기존인력에 대한 단기전환교육을 통한 대체공

급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12. 국내 전문인력 단기 수요전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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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3개 사업 각각 연평균 25명 정도의 충원수요가 4년 동안 발생

   - 핵심연구개발사업            :  83명     (2011년 약190명)

   - 국제 력연구/공동개발 사업  :  36명      (2011년 약170명)

   - 연구기반 조성사업           :   3명     (2011년 약120명)

   - 핵융합 생 응용기술개발사업 :   8명     (2011년 약65명)

   - 총 합계                     : 130명     (2011년 약550명)

• "진흥기본계획(안)"의 세부분야별 2011년 소요인력계획

   ( 호안은 2007년 소요인력)

   - 기 연구개발, 국제공동연구는 4년 동안 연평균 20명 이상 충원수요

   - KSTAR장치운 /원천기술개발: 118명  ( 77명), 연평균 약4명 증원

   - ITER핵심기술개발           :  20명  (  6명), 연평균 약4명 증원

   - 핵융합로 공학기술개발      :  39명  (  0명), 연평균 약10명 증원

   - 한국형 핵융합실증로 개발   :  12명  (  0명), 연평균 약3명 증원

   - ITER건설․운 참여 사업    :  77명  ( 36명), 연평균 약10명 증원

   - 핵융합 국제공동연구 사업   :  95명  (  0명), 연평균 약24명 증원

   - 핵융합 기 연구개발        :  90명  (  0명), 연평균 약23명 증원

   - 핵융합 기반구축            :  15명  (  3명), 연평균 약3명 증원

   - 핵융합 문인력양성 사업   :  16명  (  0명), 연평균 약4명 증원

   - 핵융합 생 응용기술개발    :  67명  (  8명), 연평균 약15명 증원

   - 총합계                     : 549명  (130명), 연평균 약105명 증원

  나. 중장기 인력 수요 현황

 핵융합에너지개발 중장기 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지표인 초반부(2017

년~2026년)에 KSTAR장치 운영과 ITER 플라즈마 1단계 운영이 완료되어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 기간동안 핵융합에너지 프로그램은 

ITER와 같은 대형 플라즈마 연소장치에서 장시간 운전, 밀폐안정성 유지 등

과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2025년경에는 기

존 인력의 노령화가 시작되면서 퇴직충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KSTAR운

영도 종료되는 시점이다. 국내 핵융합 장치실험 훈련과 핵융합 기술경험 전

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퇴직충원 인력에 대한 신규 수요는 5~6년 앞

서 발생할 것이다. 또한 ITER 1단계 운영결과에 따라 플라즈마 물리전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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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핵융합로 공학전공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여 구성비는 2:1 이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8.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NFRI 전망) 중장기 소요인력 (참고자료 6. 

자료분석 후 인용).

 중반부(2027년~2036년) 인력수급은 DEMO건설 계획과 ITER 플라즈마 2

단계 운영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 될 것이다. 이 기간동안 핵융합에너지개발 

프로그램은 핵가열 플라즈마와 이에 수반되는 공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중

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림 18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전망한 중장기 소요

인력이다.

 국내에서는 KSTAR가 중장기 초반인 2026년경까지 운영된 후 종료되고, 

2027년경 해외에서는 ITER 플라즈마 1단계 운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즈음 

DEMO 건설이 시작되면서 KSTAR 인원은 DEMO 건설과 핵융합로 공학기

술개발로 재배치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국내 1세대 핵융합 전문인력의 은

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국제협력연구와 공동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인력양성 측면에서 볼 때 2008년경과 같이 훈

련된 전문인력은 은퇴한 반면 짧은 시간동안 첨단분야에 대한 신규인력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는 경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도 KSTAR

가 퇴역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과 독자기술 개발력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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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2017년~2026년, 이후) 핵융합에 지개발 문인력 수 망

   - 반('17년~'26년): 기존인력(약580명) 유지  노령화 시작 단계

         '26년까지 라즈마 공  핵융합로공학 구성비 2:1로 망

   - 반('27년~'36년): ITER 성과와 DEMO계획에 따라 기존인력 재배치

         문인력의 공 구성비  수 에 변동 발생 가능성이 큼

   - 종반('37년 이후): DEMO운 결과에 따라 핵융합에 지 산업화 시작

         핵융합에 지산업 기술인력 수요 증가

• 핵융합에 지 문인력 장기 수 망은 5~10년 단 로 악

   - 문인력 황에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내외 핵융합에 지 기술개발 황  일정계획 악

   - 장기 인력수  망에 따른 효율 인 인력양성계획 수립

• 장기 반(2017년~2026년) 핵융합에 지개발 련 주요 이정표

   - KSTAR장치 운

   - ITER 라즈마 1단계 운

   - IFMIF, DEMO, Fast Track, Broader Approach 등 국제 력연구

• 장기 반(2027년~2036년) 핵융합에 지개발 련 주요 이정표

   - ITER 라즈마 2단계 운

   - IFMIF/CTF 국제 력연구

위하여 핵융합로급 장치의 국내 건설이 요구되면 인력수급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급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037년 중장기 종반에 들어서면 핵

융합에너지개발 프로그램은 핵융합로 공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

이며, 핵융합에너지기술은 본격적으로 산업화과정으로 진입하게 되어 기존의 

원자력에너지산업과 같이 연구개발보다는 설계와 공정관리 중심의 종합엔지

니어링회사와 핵융합발전회사를 중심으로 한 장치 건설․제작산업기술과 운영․
보수기술 산업 비중이 증가할 것이고 인력수요는 핵융합에너지산업기술 분

야에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핵융합에너지기술 발전추이를 지속적으

로 추적하고, 세부 분야별 인력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

인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5~10년 단위로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13. 국내 전문인력 중장기 수요전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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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O 국제공동개발

   - 핵융합로 상용화 국제 력연구

• 장기 종반(2037년 이후) 핵융합에 지개발 련 주요 이정표

   - DEMO 핵융합에 지 생산실증 운

   - 한국형 핵융합발 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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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학 수(개) 연구소

미국 17

 - 형장치를 보유한 린스턴 라즈마물리연구소(PPPL),

   MIT의 PSFC, General Atomics 등을 통하여 자기장     

   폐 핵융합 고  문인력의 연구 참여

 - 핵융합로공학 련 연구를 수행 인 5~6개 국립연구소도

   학과 연계하여 장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여름학  

   교 운  

EU 

회원국

국 8  UKAEA의 Culham연구소

랑스 2  Cadarache 국립연구소

독일 7  IPP를 포함한 3개 연구소

이태리 10  ENEA의 Frascati를 포함한 2개 연구소

일본 18  원자력기구-Naka, NIFS, 국립재료과학연구소

러시아 3  러시아 과학원(RAS) 산하 6개 연구소, 3개 연구소

국 3  ASIPP를 포함한 2개 연구소

인도 1  IPR을 포함한 3개 국립연구소

한국 4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표 14. 각국의 핵융합  및 플라즈마 관련 교육･훈련 기관. 

제4장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방안 수립

  제1절 국외 전문인력 양성 현황

 해외 각국의 핵융합 인력양성은 주로 대학-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며, 일부 대학은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와 인력양성에 활용

하고 있다. 국립연구소는 연구 참여를 통하여 현장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

고, 여름학교를 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또한 차세

대 인력확보를 위하여 각국의 유명 국립연구소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기

초과학과 핵융합에 대한 소개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과 견학 기회를 장기적 

관점에서 제공하고 있다.

 EU회원국은 박사후 연구원들에 대하여 각 회원국 정부 지원프로그램과 국

립연구소의 장려금을 통하여 상호교류(mobility scheme)프로그램을 시행하

고 있다(그림 19). 다국적 연구지향적 교육인 유럽핵융합 과학 및 물리공학

(Fusion-EP)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환경 아래서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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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장밀폐 핵융합을 중심으로 연합석사

과정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EU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연간 약 20명

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제3국 교수들에게는 매년 

약 4명에게 3개월 단기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EU 출신 학생 5명과 교수 2명이 제3국 핵융합기관에 단기 방문(3개

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박사과

정에도 이러한 연합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EU 회원국은 중･고등

학교에서부터 학사, 석사, 박사에 이르는 핵융합교육과정을 핵융합연구기관

과 고등교육기관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로 구성할 목적으로 유럽 FUSENET을 

2008년 10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EU 외의 협력기관과도 접촉하

여 박사학위 과정까지 일관성 있는 협력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다.

EU 회원국 핵융합 인력양성 프로그램

European Fusion
Engineering Physics

Program

European
FUSENET

유럽 핵융합연계망
- 중고교 견학체험
- 학,석,박사 과정

비EU국 핵융합
교육 및 연구기관
교류협력 활성화

유럽 연합석사과정
- 다국적 언어환경
- 다양한 문화배경
- 국제협력 적응력

유럽 연합석사과정 
- 비EU 학생교육
- 비EU 교수교환
- 비EU 교류협력

박사후 연구원
대학, 부설 연구소

교류 프로그램
EURATOM/EDFA

핵융합연구소

그림 19.  EU 회원국 핵융합 인력양성 프로그램.

 미국 MIT대학의 플라즈마과학 및 핵융합 센터(PSFC)는 학부생 연구기회 

프로그램(UROP)을 통하여 Alcator 프로젝트, 플라즈마 진단, 플라즈마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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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핵융합기술 및 공학 등 연구과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대

학원과정에서는 기계공학, 재료공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 물리학, 화학공

학, 원자력공학과 연계하여 플라즈마와 핵융합 분야에 대한 다양한 융․복합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Wisconsin대학은 물리학과의 메디슨 대칭

토러스(MST)장치와 원자력공학과의 소형 토카막장치 MEDUSA를 보유하여 

핵융합관련 연구와 교육에 이용하고 있고, 물리공학과 체제를 도입하여 플라

즈마 응용분야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PPPL 인력양성 프로그램

SEP

PSEL

SULI

NUF

Princeton U

Nuclear Fusion 
R&D

Applied Plasma 
R&D

Sciences,
Engineering
Grad. School

Plasma Physics 
Program

Program in 
Plasma Science 
and Technology

그림 20. PPPL 인력양성 프로그램.

 미국 PPPL의 대학원 교육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위주의 플라즈마물리

(Plasma Physics Program)프로그램과 다양한 응용공학 위주의 플라즈마 과

학기술(PPST: Program in Plasma Science and Technology)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다(그림 20). 플라즈마물리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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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약 40여명이 있으며, 이들 중 약 4명이 정부지원프로그램 장학금 혜택

을 받고 있다. 매년 약 6~8명의 신규 대학원생이 입학하고, 약 3~6명의 신

규 PhD를 배출하고 있다. PPST는 매년 약 10~12명의 대학원생이 프로그

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약 3명 정도의 신규 PhD를 배출하고 있

다. PPPL은 차세대 과학과 공학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하여 플라즈마과학교육 연구실(PSEL: Plasma Science Education Lab)을 

통한 과학교육프로그램(SEP: Science Educ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

다. 매년 약 35여명이 참가하는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약

10여명이 과학연구실에서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SULI: Science 

Undergraduate Lab. Internship)에 참가하고, 약 25명의 학부생이 미국에너

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NUF: National Undergraduate Fellowship)

프로그램을 통하여 PPPL을 포함한 국립연구소나 미국 내 다른 대학에서 여

름학기(10주 과정)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NUF 혜택을 받은 대학생들 

중 약 65%가 자연과학이나 공학계열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이 중 약 

20~30%는 플라즈마 관련 분야를 선택하고 있다.

 영국은 19개 대학에서 핵융합과 관련한 약 40여명의 박사과정 신입생을 매

년 받아들이고 있고, UKAEA Culham 연구소는 자국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

원 학생들이 Culham 연구소 과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21). 대학원 학생들과 박사

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Culham 여름학교는 2주 과정으로서 다양한 

플라즈마물리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참가인원의 약 

75%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Culham 연구소는 약 5명의 대학원 

학생들에게 2년 동안 일반분야나 각자에게 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집중하여 

개발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진연구자(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단기 박사후 연구원) 훈련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 5명 

정도가 2년 동안 자신들의 연구과제를 Culham 연구소나 해외 다른 연구기

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핵융합 교육과

정인 Euratom Fusion Training Scheme을 개설하여 핵융합 플라즈마 진단

과 가열 분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 프로그램은 EFDA의 목표

지향적 훈련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ITER관련 연구개발 인력확보를 위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Culham 기술연수프로그램(Culham Apprentice 

Scheme)을 통하여 기능원 수준의 집중적인 기술훈련을 Abingdon 대학과 

연계하여 Culham 교육팀이 실시하고 있고, Culham 연구소는 영국 기술자협

회가 운영하는 전력아카데미(Power Academy)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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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술인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Culham Summer School

Culham Thesis Prize

Graduate Training Program

EDFA Goal Oriented Training Scheme 

Culham Research Fellowships

Culham Apprentice Scheme

Power Academy

영국 UKAEA Culham연구소 인력양성

그림 21. 영국 UKAEA Culham 연구소 인력양성 프로그램.

 일본은 총합연구대학원대학 물리과학연구과는 NIFS를 기반연구소로 핵융합

전공을 개설하여 재학생 약 25명에 졸업생 약 5명을 배출하고 있다. 2004

년부터 2007년까지 양성된 23명의 졸업생중 상근교수 1명, 비상근 박사후 

연구원 11명, 국외연수 5명 등 대학과 연구기관에 약 75%, 기업체 6명(약

25%)이 취업을 하고 있다. NIFS는 특별공동이용연구원제를 통하여 일본의 

국․공․사립 대학원생 약30명에 대하여 대형 실험장치를 사용하여 연구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체로부터 파견된 위탁연구원에 대한 실무훈련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NIFS는 중고교 학생들이 차세대 핵융합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소 소개와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는 Saha Institute of Nuclear Physics에서 핵융합을 포함한 플라즈마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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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은 EFDA  EURATOM 체제와 연계하여 ITER 인력양성

   - 박사후 연구원에 한 회원국간 교류 로그램(Mobility Scheme)도입

   - European Fusion-Engineering Physics 연합석사과정 양성 로그램

   - 다양한 언어와 문화  배경에서 상호 력연구능력 배양 로그램

   - 유럽 FUSENET 구축으로 고교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연계 정

• 미국 주요 학 핵융합 연구  교육 로그램

   - 린스턴 라즈마물리연구소(PPPL):

    ․ 국립원형토러스실험장치(NSTX) 운   기타 실험장치 다수 보유

    ․ 학원생 상 Plasma Physics 로그램과 PPST 로그램 운

    ․ 학생을 한 PSEL, SEP, SULI, NUF 로그램 운

    ․ 고교 학생  교사 상 핵융합- 라즈마 체험견학 로그램

   - MIT 학 라즈마과학  핵융합 센터(PSFC):

    ․ Alcator C-Mod 운 , 라즈마 진단, 라즈마 응용 실험

    ․ 학원생에 한 학제간 융․복합연구  교육

양성은 대부분 3개 국립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핵융합 연구와 인력양성을 하

고 있다. 특히 자기장 밀폐 핵융합분야는 최근 초전도 토카막장치(SST-1)를 

건설하여 운영 중인 인도 플라즈마연구소(IPR)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고급전문인력 양성과정, 여름학교과정,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술훈

련과정 등, 3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핵융합과 플라즈마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고급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는 20~3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매

년 3~10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약 50%의 학생

들이 이론분야를 전공하였으나 SST-1이 완공되면서 약 80%의 학생들이 실

험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대학원 여름학교과정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15명 

정도가 참가하였으나 최근에는 30여명으로 대학원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나

는 추세에 있다. 여름학교과정에서는 플라즈마물리학 및 관련분야에 대한 강

좌나 프로젝트를 통하여 플라즈마연구소 과학자들과 활발한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훈련과정은 매년 15~20명의 물리와 공학 전공 

대학졸업자들에게 연구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집중교육과정을 1년 동안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15. 각국의 핵융합  및 플라즈마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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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생 연구기회 로그램(UROP)을 통한

   - Wisconsin 학:

    ․ 물리학과 : 메디슨 칭형 토러스(MST)장치 이용 연구  교육

    ․ 원자력공학과 : 소형 토카막 MEDUSA장치 보유

    ․ 물리공학과를 심으로 학제간 융․복합연구  교육

• 국 UKAEA Culham연구소

   - 학원생 상 Graduate Tranining Program 운

   - 국제여름학교 Culham Summer School 운

   - 타분야 공자 상 EFDA Goal Oriented Training Scheme 훈련과정

   - 고교생  일반인 상 핵융합 소개  장견학 로그램

• 일본 총합연구 학원 학 물리학부 핵융합과학과 설치

   - NIFS를 기반 연구소로 국공사립 학과 특별공동이용연구원제 시행 

   - 재학생 약25명, 학 취득자 매년 약5명 정도 배출

   - NIFS는 민간기업과의 탁연구원 계약을 통하여 실무훈련 실시

   - NIFS는 고교학생 상 연구소 견학  핵융합과학 소개 로그램

• 인도 라즈마연구소(IPR)은 3개 인력양성 로그램 운

   - 박사과정 :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 문인력양성

   - 여름학교 : 학원 학생 상 련분야 강좌, 로젝트참여 기회제공

   - 기술훈련 : 학 졸업생 상 연구소 필요 분야 단기(1년) 집 훈련

  제2절 국내 전문인력 양성 방안

  1. 전문인력 양성 필요분야 도출

  가. 개 요 

 핵융합기술 전문인력 현황 및 양성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전문인

력 양성방안과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설문지를 통한 핵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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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핵융합에너지 역할, 핵융합에너지 기술, 인력양성, 

인력통계 등 4개 분야에 걸쳐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12월 29일부

터 2009년 1월 7일까지 핵융합 전문가 4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에 응

답한 207명의 의견을 통계처리 하였다. 응답자 207명 대부분(약90%)이 연

구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고급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핵융합에너지개발 초기단계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므로 경력 10년 미만인 비교적 신진인력의 응답율이 약

75%로 (5년 이하는 47%)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설문은 핵융합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분석이 필

요하다고 예상되는 분야를 구분하고, 각 분야에 대해 설명력이 있고 대표성

이 있는 주요 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며 임의의 

한 변수가 설명하는 내용의 원인 또는 결과로 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일반

적으로 설문조사 결과 통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회귀분석, 인과분석, 경로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각 분야가 적절히 그룹핑 되었는지, 각 분야에 해당

하는 주요 문항이 해당 분야에 대해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의 정교성 보다는 설문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

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 분야 

선정과 주요 문항 구성은 적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전체 설계는 1)미래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핵융

합에너지 역할을 정의하고, 필요한 요소기술을 파악하여 해당 기술개발에 대

한 인력양성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한 다음, 인력양성 계획에서 

요구하는 적정 인력 규모를 예측하는 순서로 구성하였으며, 2) 기술자립 시

기 및 상용화 가능 시기를 파악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요소기술을 파악하고, 

요소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규모 예측시기를 현재, 기술자립 시기, 상용화 시

기로 구분하여 단계적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고, 3)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

한 인력양성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력양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술

을 선택하고, 현재까지 기술개발 부진 사유 및 각각의 해결책에 대해 분석함

으로써 인력양성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문항 분류 및 변수는 1) 미래 에너지산업의 주요 이슈를 통하여 핵

융합에너지의 역할을 정의하는 "핵융합에너지 역할" 분야, 2) 핵융합에너지 

역할을 고려 할 때 우선적으로 인력양성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정의하는 "

핵융합에너지 기술“ 분야, 3) 위에서 정의된 요소기술과 인력양성 계획 연관

성을 분석하고 현재까지 기술개발에서 어려움과 해결방안 및 향후 인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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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방안을 분석하는 "핵융합에너지 인력양성" 분야, 4) 현재까지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 미래 인력 규모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하여 인력 확보의 정량

적 목표를 제시하는 "인력통계" 분야로 분류하였다.

문항 분류 주요 변수

핵융합에 지 역할

1. 미래 에 지 산업 Issue

2. Issue와 련한 핵융합에 지 역할

3. 기술자립 시기

핵융합에 지 기술
4. 개발목표 범

5. 요소기술

핵융합에 지 인력양성

6. 인력양성의 요소기술로 향력

7. 인력양성 계획 범

8. 기술개발 지연 사유  사유별 해결책 

9. 인력확보 원동력

10~11. 인력양성이 시 한 분야 ( 재, 미래)

12. Core인력 그룹 선정

13. Core 인력그룹에 인력 집  타당성

14. 인력양성계획 실 의 애로사항

핵융합에 지 인력통계

15. 분야별 인력 구성 ( 재, 미래)

16. 진흥기본계획 인력 소요 측의 정성

17. 바람직한 학력구성

응답자 통계 18~20. 학 , 학과, 세부 공,경력, 소속, 업무

 표 16. 설문 문항의 주요 변수 설명.

  나. 설문조사 분석결과 

  (1) 핵융합에너지 역할

  1) 미래에너지 산업의 critical issue로는 ‘연료공급의 경제성 및 안정성’과 

‘친환경성’이 52.7%와 44.0%로 나타났으며, 이에 issue에 대한 핵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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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의 역할 또한 ‘연료공급의 경제성 및 안정성’과 ‘친환경성’ 의견이 

48.8%와 38.2%로 나타나 핵융합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연료공급

의 경제성 및 안정성’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2)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자립화 및 상용화 시기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자립화 시기로는 ‘30년 후’와 ‘20년 후’가 44.0%

와 39.1%로 나타났으며, 상용화 시기는 자립 후 ‘10년 후’와 ‘20년 후’가 

51.2%와 43.0%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학력이 높은 박사 층 및 핵융합에

너지 종사기간이 많은 전문가 층에서 기술자립화 시점을 30년 후, 상용화

시점을 기술자립화 10년 후로 판단하고 있어 핵융합에너지의 기술개발 자

립화 및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시기는 약 40년 후로 판단됨. 

  (2) 핵융합에너지 기술

  1) 핵융합에너지 개발 목표의 타당성

  핵융합에너지 개발 목표의 타당성은 ‘핵융합 상용 발전로 건설 및 사업화 

인력양성’이 6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국내기술자립화 및 DEMO실

현 기술개발 인력양성’ 26.6%, ‘KSTAR 및 ITER사업 인력양성’ 4.3%의 

순으로 나탄났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연구계와 산업계는 ‘핵융합 상용 발

전로 건설 및 사업화 인력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장기적 측면의 개발목

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학계는 ‘국내기술자립화 및 DEMO실현 기술

개발 인력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다 중단기적 개발 목표에 보다 비중

을 두고 있었다.

  2)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핵심요소

  가) 우선지원 기술분야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핵심요소 중 우선순위1인 지원기술 분야는 ‘핵융

합로 노심기술’이 41.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핵융합로 통합설계 

기술’ 23.7%, ‘핵융합로 부품소재 기술’ 15.5% 순이었다. 우선순위 1부터 

4까지를 종합한 결과는 ‘핵융합로 부품소재 기술’이 7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핵융합로 통합설계기술’이 76.3%, ‘핵융합로 노심기술’이 

73.9% 순이었으나 분야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우선지원기술분야 선택기준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핵심요소 중 우선지원기술 분야 선택기준으로는 



- 52 -

‘시급성’이 3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소요기간’ 19.8%, ‘파급효

과’ 18.8%, ‘기술 중요도’ 17.4%, ‘기술개발 필요도’ 11.6% 순이며, ‘특별

한 기준 없음(무응답)’ 0.5%로 나타났다.

  다만,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핵심요소 중 1순위 ‘핵융합로 통합설계기

술’, 2순위 ‘핵융합로 노심기술’을 지지하는 전문가의 경우에는 우선지원기

술 분야 선택기준으로는 ‘가술 중요도’가 38.5%로 가장 높았다. 

  (3) 인력양성

  1) 인력양성 부진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 받는 기술

  핵융합에너지 분야 인력양성 부진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 받는 기술로

는 ‘핵융합로 노심기술’이 2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핵융합로 통

합설계 기술’ 22.2%,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21.7%, ‘핵융합로 부품소

재 기술’ 18.8%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2) 현재 수립 중인 인력양성 계획 범위의 타당성

  현재 수립 중인 인력양성 계획 범위의 타당성으로는 ‘국내기술자립화 및 

DEMO실현 기술개발 인력양성’이 4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핵융

합 상용 발전로 건설 및 사업화 인력양성’ 42.0%, ‘KSTAR 및 ITER 사업

인력양성’ 8.7% 순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KSTAR 및 ITER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중심으로 기술자립 및 상용화 건

설･사업화 인력양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다소 의외

의 결과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의견이라고 보인다.  

  3) 분야별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활성방안

  현재까지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이 활발하지 못한 사유로는 ‘전문인력의 

부족’이 8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산업체 수요 부족’이 83.6%, 

‘국가 정책적․제도적 지원 부족’ 77.3%, ‘핵융합에너지 개발 참여에 따른 

장점 부족’ 54.6%의 순이었다. 따라서,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미활성 

사유로는 ‘전문 인력 부족 및 산업체 수요 부족’의 현상으로 볼 수 있어 

핵융합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의 수요 증대가 시급히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재원부족(지원부족)’의견이 2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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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에 따른 기술개발의 일관성 변화’, ‘과학 기술자 사회의 핵융합에

너지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국민들의 인식부족’, ‘대규모 투자 

요구’가 각각 9.5% 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 부족, 핵융합기술에 대한 확실한 기술적 가능성 제시 부

족, 연구개발 기획 담당자의 인식 부족, 정책 수립자의 핵융합 개발에 대

한 전반적인 지식 부족 등이 있었다. 

  가) 전문 인력 부족 대처방안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기존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증원’

이 5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육센터 신설 또는 양성기관 지정 

운영’ 21.8%, ‘대학 내 핵융합과 신설을 통한 커리큘럼’ 19.0%순이었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연구계와 산업계는 ‘기존 연구기관에 연구 인력 증원’

이 높지만, 학계는 ‘교육센터 신설 또는 양성기관 지정 운영’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구계, 산업계와 상대적으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기타의견으

로는 해외 전문가 유치, 대학 내 관련학과에서 전공필수 지정, 관련 연구

기관의 해당분야 참여 공개 등이 있다.  

  나) 핵융합에너지 개발 참여 장점 부족 대처방안

  핵융합에너지 개발 참여에 따른 장점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핵융합

에너지 분야 Vision 및 Job Security 확보’가 71.7%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는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 기회’ 21.2%, ‘학위과정 또는 장

학금 지원 혜택’ 3.5%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연구원 처우개선, 건설사

업 연구인력에게 순수 R&D 기회제공, 타분야 전공자 적극지원 등이 있었

다.

  다) 국가 정책적․제도적 지원 부족 대처방안

  국가 정책적․제도적 지원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관련  R&D 예산 

지원 확대’가 6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핵융합에너지 개발 정책 

및 정부 추진’ 18.8%, ‘연구 및 산업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10.6%순이었

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시행, 주관기관의 예산집행 

자율권 부여, 관련법규 제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었다.

  라) 산업체 수요 부족에 대한 인식

  산업체 수요 부족에 대한 동의정도는 ‘동의한다’가 53.6%, ‘매우 동의’가 

30.0%로 긍정적인 의견이 83.6%로 나타났다. 

  마)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기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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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인력의 양

성’과 ‘산업체 수요 증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 재정의 확보’, ‘국가 정책변

화에 따른 기술개발의 일관성 유지’등이 필요하다.

  바) 핵융합에너지 개발 인력확보의 main driving force

  핵융합에너지 개발 인력확보의 main driving force는 ‘핵융합에너지 분야 

Vision 및 Job security 확보’가 4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정부

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확대’ 33.8%,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선’ 13.5%, 

‘산업체 수요 가시화’ 7.2% 순이었다.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선 방안으로는 ‘산학연 공동협력’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양성 기관 지정 운영’ 35.7%, ‘교육프로그램 운

영’ 14.3%, ‘국제협력 촉진’ 7.1% 순이었다. 연구계와 학계는 ‘산학연 공

동협력’을, 산업계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선호하였다.

  사) 시점별 인력양성 계획분야의 시급성

  시점별 인력양성 계획분야의 시급성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현재시점과 기

술 자립화 시점, 상용화 시점 모두 ‘산업체 지원을 통한 제작 및 응용 기

술 인력 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시점에서 73.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현재시점, 기술 자립화 시점에서 ‘교육을 통한 기

초 연구 인력 양성’ 64.3%, 상용화 시점에서 ‘관련기관 확대를 통한 R&D 

Engineering 인력 양성’ 48.8%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현재에는 인력양

성이 기초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 핵융합에너지 개발 핵심 인력 그룹/기관

  핵융합에너지 개발 핵심 인력 그룹/기관으로는 ‘핵융합연구소’가 7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대학 또는 기타 핵융합 및 플라즈마 관련 연구

소’ 14.5%이었다. 학력별, 종사기간, 소속기관 모두 ‘핵융합연구소’가 핵융

합에너지 개발의 핵심인력 그룹/기관이라는 데 이의가 없었다.

  자) 핵심 인력 그룹/기관 인력 확보의 집중 여부

  핵심 인력 그룹/기관 인력 확보의 집중 여부로는 ‘그렇다’의 긍정적인 의

견이 73.4%이었다. 이는 핵융합에너지 인력양성계획이 핵심 인력 그룹/기

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

계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54.5%로 나타나 인력 양성이 학계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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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핵융합에너지 인력양성 계획 수립 및 실현시 문제점

  핵융합에너지 인력양성 계획 수립 및 실현 시 문제점으로는 ‘인력 양성 후 

활용 전략의 구체성 미흡’이 4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계획 수립 

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실천 의지 부족’ 31.9%, ‘핵융합 분야의 

Multi-Discipline 특성’ 21.7% 순이었다. 그러나 학사 및 석사 전문가의 

경우 ‘계획 수립 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실천 의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각각 46.9%, 45.9%로 나타나 정부의 핵융합기술개발 의지에 의문을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인력통계

   1) 시점별 인력양성 계획 분야별의 적절한 운영비중

 인력양성 계획 분야별 인력구성은 현재시점의 경우, ‘관련 연구소 연구 개

발 및 엔지니어 인력’이 4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관련 학과의 교

수 및 학생’ 30.7%이었다. 미래시점의 경우도 ‘관련 연구소 연구 개발 및 엔

지니어 인력’이 37.1%로 가장 높았다.

 시점별 인력양성 계획 분야별 인력구성의 변화를 보면, ‘관련 학과의 교수 

및 학생’과 ‘관련 연구소 연구 개발 및 Engineering 인력’이 현재에 비해 미

래에 각각 4.0%와  10.7% 감소한 반면 ‘산업체 제작 및 응용 기술 분야 종

사인력’은 14.7% 증가하여 미래에는 산업체 중심으로 응용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2) 연구개발 소요 인력 계획의 적절성

 연구개발 소요 인력 계획의 적절성으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79.2%로 높

게 나타났으며, ‘증가할 필요가 있다’의 의견은 19.3%로 전문가들 다수가 핵

융합에너지개발 연구인력 계획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연구개발 소요 인력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19.3%의 증가 필요 인력

을 보면 2009년 필요 인력은 계획 인력의 23.9%, 2010년 필요 인력은 계

획 인력의 29.2%, 2011년 필요 인력은 계획 인력의 34.3%로 증가하는 경

향이 있으나, 계획 대비 필요 인력은 50% 미만으로 계획인력의 수가 과다하

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3) 미래시점에서 국내 연구개발 인력의 필요 인력 수준

 기술자립시점에서의 국내 연구개발 필요 인력은 약 1,454명이라고 보았다. 



- 56 -

이는 ‘제1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종합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 계획인원

을 기준으로 연평균 연구개발 인력의 증가율을 5%로 가정하였을 경우의 기

술자립시점에서의 연구개발 필요 인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미래시점에서 국내 연구개발 인력의 필요 인력 수준으로는 ‘600명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전체 8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는 ‘300~599명’ 6.3%, ‘100~299명’ 2.4%의 순이었다. 이는 앞서 진흥종

합기본계획에서의 590여명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4)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학력구성 타당성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학력구성으로는 박사 4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석사 32.1%, 학사 이하 24.2% 순이었다. 이는 아직도 

핵융합관련 해결해야 할 기술들이 많이 남아 있어 고학력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5) 인력양성 전략 

 부록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여 설문조사결과를 

포함한 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하였다. 패널토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대

체로 설문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있다. 이들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네트워킹을 통하여 국내외 기관의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2) 내부인력을 국내외 파견･양성하여 실무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3) 핵융합인력은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핵심인력이 필요하다. 직업

의 안정성과 전망이 우수 인력 확보에 중요하다. 

  4) 풍부한 대학인력을 클러스터화하고 대학에서는 근본적인 것을 담당하

고, 산연 협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토론, 계획이 단계별로 필요하다.

  6) KSTAR나 ITER는 노심인력이 중요하다. ITER에서 DEMO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심뿐만 아니라 열과 중성자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도 

만들어야 한다. 

  7) 전공별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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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핵융합도 초창기에는 박사급이 많이 필요하나 상용화 시점에서는 운전

요원의 학력이 높지 않아도 될 것이다.

  9) 분업화가 진행되면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인력양

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이나 특별양성기관 등을 마련하기 보다는 지금 

보다 조금만 강화하면 될 것으로 본다.

 10) 중이온가속기 설계･제작･운영 인력도 필요하면 핵융합 쪽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핵융합 전문인력 양성 방안

  가. 핵융합 기술의 특성과 전문인력 활용 분야

 우리나라의 핵융합에너지개발은 거대장치를 이용한 정부주도 연구개발 프

로그램으로서 정부의 주관 하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림 22

와 같은 정부 주도 개발체계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 체계

기초기술
연구회

핵융합에너지 
연구협의회

국가핵융합위원회

정부출연 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협력연구/국제공동개발

국제협력/공동연구

ITER 공동개발

그림 22. 국가 핵융합 에너지 개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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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에너지개발에 소요되는 인적자원의 대부분이 연구개발 관련 고급전

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원과정 교육뿐만 아니라 실험장치와 

관련한 현장 훈련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력양성의 특징이다. 

 또한 핵융합기술개발은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핵융합 관련분야의 인력 대부분은 국립연구기관과 국제협력연구 및 국제공

동개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고, 핵융합관련 산업분야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

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인력수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기술 분야에 비

하여 핵융합기술 분야는 인력양성 및 수급의 탄력성이 대단히 작다. 따라서 

핵융합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과 활용에 있어서도 정부

의 정책적 지원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핵융합에너지기술 개발은 정부 주도 하에 앞으로 약30년 이상 집중적인 연

구개발 활동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과 전문인력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핵

융합기술개발 세부분야별 인력수급과 인력양성에 대한 5년~10년 단위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력현황 파악은 국제협력

사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중장기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협력사업 참여인력이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한 후의 활용계획을 효과적

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핵융합에너지기술 전문인력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로는 핵융합 

기초기반기술개발을 비롯하여 KSTAR장치 운영과 핵융합에너지개발에 필요

한 핵심원천기술개발, 핵융합로 선행기술개발, ITER와 DEMO 참여를 통한 

국제공동개발 및 IFMIF 국제협력연구사업 등이 있다. 핵융합기술은 미개척

분야에 대한 혁신기술로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응용기술 중 플라즈마 관련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로는 플라즈마처리 공학, 우주 플라즈마물리, 플라

즈마 전자공학, 가속기 및 입자빔 물리학 등이 있고,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

한 인력들은 나노공학, 재료공학, 생명공학, 환경공학, 금융공학, 우주항공공

학 및 우주정보통신 등 다양한 기술과 창의력 및 계산능력이 요구되는 여타 

공학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핵융합 분야 

인력수급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가 연구개발 다양성에 있어서 국제경쟁력

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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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에 지개발은 거 장치를 이용한 정부주도 연구개발 로그램

   - 라즈마연소  공학기술 분야에 한 규모 첨단 과학실험연구

   - 라즈마 기 과학과 공학기술이 목되는 학제간 복합연구 분야

   - 소요 인 자원의 부분이 연구개발 련 고 문인력으로 구성

   - 문인력 부분은 (정부출연)연구기 과 국제 력연구에서 활용

   - 인력양성과 수  탄력성이 타 분야와 비교하여 단히 작음

• 핵융합에 지개발 문인력 활용분야

   - 핵융합에 지 기 기반기술 개발

   - KSTAR장치 운   핵융합에 지장치 핵심원천기술개발

   - 핵융합로 선행기술개발

   - 국제 력연구  공동개발 사업

   - 핵융합 생 응용기술개발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활용 기술분야

KSTAR장치 운영
핵심원천기술개발

핵융합 기초과학
기반연구개발

핵융합파생
응용기술 연구개발

핵융합로 공학
선행기술 연구개발

DEMO 국제공동
연구개발 참여

IFMIF 국제협력
연구개발 참여

ITER 국제공동
연구개발 참여

핵융합발전로
연구개발 인력

그림 23.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활용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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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문인력 양성 방안

 핵융합에너지 개발은 이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지식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적･인적자원 확보는 성공의 열쇠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학 등 학계는 지난 40~50년에 걸쳐 핵융합개발에서 

축적된 과학기술 분야 지식을 체계화하여 학문의 한 분야를 이루어 왔으며, 

정부출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실험장치 개발과 운영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수

행하여 왔다. 핵융합에너지개발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플라즈마연소와 관련하

여 학제간 융합과학과 복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30년 이상 광범위하게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장기간의 연구개발로 확보

한 인류의 지식자원에 더하여 앞으로 있을 미개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일정 수

준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경부터 소형토카막장치  SNUT-79, KT-1, KAIST-T

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국내에서 개발한 초전도 토카막장치 KSTAR를 

2007년 완공하여 2008년 최초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하였다. 또한 국제협력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ITER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20~30년에 걸쳐 플

라즈마연소 과학기술과 핵융합 재료 및 고속중성자 등 핵융합로 공학기술의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력 확보와 대규모 핵융합 시뮬레이션 연구를 기

본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핵융합기술개발은 KSTAR 건설을 중심으로 정부출연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ITER 건설이 시작되면서 조달품목납품과 관련하여 산업계

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산업계의 참여폭은 그림 24에서 보여주는 바

와 같이 점차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DEMO건설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여 핵융합에너지개발 프로그램은 산업기술개발에 주력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핵융합기술개발에 투입되는 인력도 연구개발

에서 산업기술개발로 확대될 것이고, 이러한 진화단계에서 산업계가 조기에 

참여하여 핵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핵융합 연구개발 성과를 이어 받아 효

과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핵융합에너지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조

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핵융합에너지기술 자립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협동하여 신규인력을 육성하

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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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산･학･연별 핵융합 인력수요 비중 전망 

  1) 학제간 융합교육훈련

     대학은 기초과학의 학문적 기반 위에서 플라즈마 과학기술 관련 교과

과정을 구축하여 교육시키는 동시에 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연구 지도를 통

하여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대학에서는 

토카막 플라즈마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기술 분야에 중점적인 교육을 실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핵융합에너지개발에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한 학제간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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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간 융․복합분야 연계 학과

  - 라즈마물리학, 물리공학

  - 물리학 기타, 수학, 화학

  - 기- 자공학, 컴퓨터공학, 계측제어공학

  - 원자력공학, 기계공학, 재료  속공학, 화학공학

  표 17. 핵융합 플라즈마 관련 학제간 융․복합 분야 연계 학과. 

플라즈마 과학기술 응용분야

플라즈마 물리학
물리학 기타
수학, 화학

원자력공학
전기 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 금속공학

화학공학
전자계산공학

플라즈마 밀폐 진공용기
초전도 자석

전원공급 계통
Divertor & Blanket
냉각 및 열교환 계통

중성자조사 및 재료공학
삼중수소 증식 및 관리

Ionization, 방전
플라즈마 Sheaths

플라즈마 진단
플라즈마 가열

플라즈마 전류구동
MHD, Particle 모델링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폐기물 플라즈마처리
반도체 처리공정
Plasma Display

대용량 전자파공학
Welding, Torches

초전도체 응용
고밀도 중성자속 응용

연소플라즈마         
기술공학       

       핵융합파생
     응용플라즈마

플라즈마
기초과학

그림 25. 플라즈마 과학기술 응용 분야 

 핵융합 플라즈마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과학기술과 응용분야는 표 17 및 

표 18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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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라즈마기술 응용분야

라즈마 기 과학

 - Ionization, Discharge, 라즈마 Sheaths

 - 라즈마 진단, 가열, 류구동

 - 라즈마 모델링  산모사

연소 라즈마기술 공학

 - 진공용기  고진공기술

 - Divertor, Blanket

 - 도 자석  용량 원공  기술

 - 성자조사재료  고열부하 재료 기술

 - 장치 냉각, 열교환  열수력 기술

핵융합 생 라즈마응용

 - 폐기물 라즈마처리 기술

 - 라즈마 반도체공학, 라즈마 디스 이

 - 라즈마 가공, 이온주입 기술

 - 용량 자 공학  입자빔 기술

 - 고 도 성자속 응용기술

 - 도체 응용기술

  표 18. 핵융합 플라즈마기술의 응용분야. 

 핵융합에너지개발에는 플라즈마연소에 대한 대규모 과학실험연구가 필요하

고, 실험장치 제작･건설에는 공학기술 분야의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분야가 

많이 있어 학제간 융․복합과학기술이 중요하다. 따라서 플라즈마 기초과학뿐

만 아니라 플라즈마 대면 부위, 고중성자 및 고열부하 환경에서의 재료과학 

등과 같이 재료과학, 원자력공학, 물리학 등 여러 학문이 겹치는 학제간 복

합연구 분야에서 차세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담당할 우수한 학생을 유

치하여 교육시키며, 연구와 교육 활동을 통하여 핵융합 연구의 다양성을 확

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핵융합 프로

그램뿐만 아니라 원자물리학, 광학 등 다른 과학기술분야와 대용량 전자파공

학, 초전도 전자석 응용, 플라즈마처리 등 산업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향

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체계적인 핵융합분야 신규인력양성을 위한 유인정책으로서 대학생들의 인

턴연구원 참여 등을 통하여 대학원 진학률을 제고하고, 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장학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활성

화하여 박사후 연구원들이 연구와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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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 문인력 양성기  지정  운

   - 핵융합교육 거 학      : 학제간 융･복합 교육, 기 과학 교육

   - 학부설 특화연구센터    : 학원 교육  기 연구

   - 문연구소 특화연구센터  : 문연구  고 문인력 실무훈련

핵융합 대학-대학원 교육

핵융합
연구소

응용
연구소

대학원교육

네트워킹

핵융합특화 
연구센터

핵융합특화 
연구센터

핵융합특화 
연구센터

공급     

핵융합
산업

응용
산업

대학교육

클러스링

핵융합교육 
거점대학

핵융합교육 
거점대학

핵융합교육 
거점대학

공급     

국제 협력연구
국제 공동개발

그림 26. 핵융합 대학(대학원) 교육. 

 거점연구센터의 개념에서 핵융합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부설로 특화연구

센터를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이 향후 5년 내지 10년의 핵융합연구에서 학연

간의 역할분담과 인력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거점연구센터의 주관기관은 

달라질 수 있으나 특화연구센터 간의 연구 클러스트링과 인적자원 네트워킹

을 통하여 학-학, 학-연, 연-연 협력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표19과 같으며 성격상 대규모/장기적/장치기반적인 연구개발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수행하고, 거점 대학부설 특화연구센터에서는 

기초 및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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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연구센터 주요 연구 분야

핵융합노심

연구센터

 - 라즈마 노심 연구

 - 라즈마 첨단 진단  제어 기술연구

핵융합로공학

연구센터

 - 핵융합로 시스템공학기술 연구

 - 토카막장치 기반기술 연구

핵융합로 감 벽

연구센터

 - 경계 라즈마 상 연구

 - 디버터 재료  고열부하 특성 연구

핵융합 시뮬 이션

 연구센터

 - 라즈마 이론과 산모사 실험

 - 재료  냉각계통 열수력 산해석

핵융합로 가열  

류구동 연구센터

 - 가열  류구동 장치 개발

 - 라즈마 가열  류구동 효율증진 기 연구

  표 19. 거점 대학-연구기관별 특화연구센터 및 주요 연구 분야. 

핵융합 노심 연구센터
  - 플라즈마 노심 연구
  - 첨단 진단 및 제어 기술연구

핵융합로 감금벽 연구센터
  - 경계플라즈마 현상 연구
  - 디버터 재료 및 고열부하 특성 연구

핵융합로공학 연구센터
  - 핵융합로 시스템공학 연구
  - 토카막장치 기반기술 연구

핵융합 시뮬레이션 연구센터
  - 플라즈마이론, 전산모사 실험
  - 재료 및 냉각계통 열수력 전산해석

거점 대학-연구기관 특화연구센터 주요 연구분야

핵융합로 가열 및 전류구동  연구센터
   - 가열 및 전류구동 장치 개발
   - 플라즈마 가열 및 전류구동 효율증진 기초연구

그림 27. 거점 대학-연구기관 부설 특화연구센터 주요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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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에 지 개발에 있어서 산학연 동 인력양성의 요성

   - 첨단과학 연구개발 분야로서 세 간 지식･경험･ 문성 수가 필수

   - 지 ･인 자원 확보  유지는 핵융합개발 로그램 성공의 열쇠

   - 연･연 력을 통한 핵융합기술개발 문성  인력 교류 활성화

   - 과학연구(학연), 산업기술(연산), 응용기술(산학) 개발의 연계성 강화

   - 연구개발과 산업기술개발에 요구되는 분야별 산･학･연 역할 분담

   - 산학연별 연구･기술 분류  문인력 양성  활용 계획수립

• 학･연 동을 통한 과학연구개발 실무지향 인 력 증진

   - 연구계는 핵융합에 지개발에 필요한 형 실험장치 개발 운

   - 연구계는 핵융합에 지장치 핵심원천기술 장기 연구개발 수행

   - 학계는 핵융합 로그램에 필요한 창의  기 과학 연구 수행

   - 학계는 연구계의 실험에 참여하여 첨단 과학기술 상 탐구

   - 학계는 핵융합 로그램에 필요한 학제간 융･복합분야 연구 수행

   - 학･연 간 교류 력을 통한 실무지향  핵융합 인력양성

• 연･산 연계를 통한 산업기술개발 지향 인 력 강화

   - 핵융합기술 연구개발에 산업계의 조기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진

   - 연구계  학계가 개발한 기술을 산업계로 효율 인 이  가능

   - 핵융합 련 조달품목에 한 납품 완성도  품질 향상 방안 력

   - 핵융합 시스템통합기술에 한 종합엔지니어링 기업 설립방안 력

   -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에 있어서 연･산간 역할 분담

   - 연･산 력을 통한 핵융합 련 산업분야 신규 인력수요 창출

• 산･학 교류를 통한 응용기술개발 지향 인 력 증진

   - 학계의 창의  연구성과에 한 산업기술화 진

   - 학제간 융․복합 교육 강화를 통한 유능한 산업인력 공

   - 학･ 학원 학생들에 한 산업체 장 실무훈련 기회

   - 산･학 교류 력을 통한 응용기술 산업분야 신규 인력수요 창출

• 문인력양성을 한 산･학･연 공동 력 방안

   - 산･학･연 동 핵융합에 지 개발계획  상세 기술분류표 작성

  2)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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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기술수요에 따른 분야별 문인력 육성

   - 연구개발 단계부터 산･학･연 동 실험･실무 심 교육훈련 실시

   - 연･산 종사자의 학 과정 이수를 한 다양한 근 경로 제공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학연 협동
인력양성

거점대학
연구센터

국제협력
연구기관

산업계
참여기업

산학연 협동 인력양성 체제

정부
정책지원

산학연
협의체

그림 28. 산･학･연 협동 인력양성 체제 

 앞으로 핵융합에너지개발에 요구되는 모든 연구개발은 연소플라즈마 분야

에서 발생하는 주요 과학기술에 대한 문제점들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명확히 

구별하여 해결되어야 하고 연구개발 성과는 산업계로 효과적으로 이전되어 

기업이 관련 산업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형성

되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학･연간 실질

적인 협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산업기술개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우수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그림 28).

 이러한 산･학･연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부출연 연구소, 국내 대학과 대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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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구센터, 산업계가 협력하여 핵융합발전로 건설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육성된 인적자원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거대 

실험장치인 KSTAR를 운영하고, 대외적으로는 ITER와 DEMO와 같은 대규

모 국제협력연구와 국제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실험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이론과 계산능력, 실험방법을 개발하면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는 동

시에 연구개발 단계부터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산업화 기술개발 

단계에 필요한 인력확보와 양성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핵융합 플라즈마물리 기술은 토카막장치를 보유한 연구소에서 플

라즈마 자기장밀폐, 가열, 진단, 운전 등 플라즈마 노심과 관련한 연구를 중

심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플라즈마 연소와 관련한 핵융합로공학 기술연구는 

중성자조사, 전력공급, 초전도 전자석, 재료분야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의 적

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재료분야 연구에 있어서 플라즈마가 재료에 

미치는 영향은 KSTAR를 비롯하여 ITER의 1단계 플라즈마 운전에서 집중

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나, 연소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열과 중성자에 따른 

핵융합 재료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ITER의 2단계 플라즈마 운전이 시작되기 

이전 까지는 토카막장치와 별도로 IFMIF와 같은 대규모 실험장치를 사용하

여 장기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플라즈마물리와 핵융합로공학 기술

개발에 있어서 연･연간 전문기술과 연구인력을 상호 교류하여 핵융합로개발

에 협력하고, 대규모 실험에 대학원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을 참여시켜 현장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핵융합에너지개발 관련 실험 대부분은 대학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규모 이상

의 대형장치를 요구하고 있고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정부출연 연구소

나 국제협력연구를 통한 학･연 협동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핵융합장치 재료

분야의 중성자조사 특성과 관련한 연구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기초과학적인 

측면이 크고, 연구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실험과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분야

이므로 학계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과 연구소 사이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규모 

실험에서는 교수, 박사후 연구원과 대학원 학생 및 대학의 기술인력 등 대학

이 보유한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계측과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대형시설에 

파견된 대학소속 연구원과 학생을 통하여 현장실무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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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술

핵융합 라즈마물리 기술연구

 - 라즈마 자기장 폐  연속운  기술

 - 라즈마 진단  제어 기술

 - 라즈마 류구동  가열 기술

 - 용량 원공  기술

핵융합로공학 기술연구

 - 진공용기  고진공 기술

 - 도 자석 기술

 - 블랭킷  삼 수소 증식- 리 기술

 - 고 성자, 고열부하 환경 재료개발 기술

 - 핵융합로 냉각  열수력 기술

핵융합 시뮬 이션 연구

 - 연소 라즈마 산모사

 - 핵융합로 구조체 열응력 산해석

 - 핵융합로 냉각계통 열수력 산해석

핵융합 기 기반연구

 - 라즈마 기 과학기술

 - 핵융합로 선행공학기술

 - 핵융합 생 응용기술

  표 20. 핵융합로 기술 연구개발 분야.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양방향 협력관계는 앞으로 ITER 파견인력과 국

내 연구진과의 역할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적기에 적재적소

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KSTAR

를 포함한 거대 핵융합 프로젝트에는 연구기관 연구원들과 여러 대학의 교

수,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원,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연간 상호 협력할 기회

가 많이 주어져야 된다.

 핵융합로기술 연구개발 분야 별 기술은 표 20 및 그림 2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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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과학 기반구축
 - 선행 공학기술
 - 전문인력양성
 - 국제교류협력

전산모사 및 계산과학
    - 플라즈마 물리
    - 핵융합로 공학
    - 재료 및 열수력

연소
플라즈마

노심
핵융합로 공학

기술연구
  - 초전도 전자석
  - 진공용기
  - 블랭킷
  - 삼중수소 증식
  - 고온 재료
  - 중성자조사재료
  - 냉각, 열수력학

핵융합 기초연구
기반조성

핵융합
시뮬레이션 연구

핵융합
플라즈마물리

기술연구

 플라즈마 노심기술
  - 연속운전
  - 진단, 제어
  - 플라즈마 밀폐
  - 가열, 전류구동 가열 블랭킷

진단

운전

초전도
자석

냉각

재료

핵융합로기술 연구개발

그림 29. 핵융합로기술 연구개발. 

 핵융합이 갖는 잠재력으로부터 대규모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핵융합

로를 현실화 시키는 데 있어서 산업계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경조

성을 위하여 KSTAR건설에 있어서 연･산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현재 프랑스 Cadarache에 건설되고 있는 핵융합로급 장치인 ITER

의 조달품 국제입찰에 산업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앞

으로 KSTAR와 ITER는 우리나라 첨단기술기업과 엔지니어링회사에 중요한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고 핵융합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핵융합장

치 건설은 토목건축에서 시작하여 기계, 전기 등 기존산업 분야와 기술자문, 

공정관리, 계측, 고급 재료 및 정밀 엔지니어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속중성자와 고열 부하 환경 아래에서 작

동하는 부속품의 소재를 개발하여 제작하는 분야와 고출력 전자파공학,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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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계통, 원격제어, 수 메가와트 입자 빔 및 RF 가열계통, 레이저와 광학

적 진단, 계측제어, 컴퓨터, 자료수집 및 제어계통 등은 ITER와 밀접한 관련

을 갖는 첨단산업분야이다. 핵융합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극한기술에 대한 연

구개발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연･산간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업은 이윤을 창

출하면서 효과적으로 신산업에 투자 할 수 있다.

핵융합기술개발 연산협력 체계

시스템통합

핵융합
장치정부출연

연구소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

상용
핵융합발전

회사

소재
산업

부품
제작

소재
산업

부품
제작

하부시스템
제작품질 검사

하부시스템
운전성능 시험

그림 30. 핵융합 기술개발 연･산 협력 체계. 

 KSTAR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관연구기관이 발주한 초고진공용기를 비

롯하여 초전도 전자석, 극저온용기, 가열 등에 관련한 장치제작과 이러한 장

치에 필요한 진공계통, 전원공급계통, 부대설비 설치, 각종 계측장비 납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산업체가 KSTAR 건설과 운영에 참여해 이룬 여러 성과 

중 하나는 납품일정과 품질관리와 관련된 경험축적이고 이러한 성과는 ITER

사업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밀과학실험 시설인 핵융합장치

는 매우 엄격한 제작 사양과 납품일정 및 품질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각 

참여 기업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적합한 절차와 조직을 갖추게 되

었다. 이러한 기업의 변혁을 통하여 생산관리가 개선되어 세계시장에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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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명 련 기술

부품제작  재료 산업
 - 정 가공, 진공펌 , 극 온 냉동

 - 특수 속, 고열부하 재료

기- 자 산업
 - 기- 자 부품, 반도체  검출기

 - 도 자석, 용량 자  가열, 원공

계측  제어 산업  - 진단제어, 계측제어, 원겨제어  로

소 트웨어  안 리
 - 소 트웨어, 가상 실, IT 정보

 - 안   방호

  표 21. 핵융합 사업과 관련 기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비록 일부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기업에서는 제작과 성능시험 및 분석에 참여한 경험으로

부터 여러 가지 하부시스템을 통합하여 최종 핵융합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고

급 엔지니어링기술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통합기술을 

중심으로 핵융합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의 출현은 부품소재 산업과 더불어 핵

융합로 상용화 과정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핵융합로 공학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고급재료에 대한 소재산업, 블랭킷 개

발, 삼중수소 취급기술, 핵융합로 설계･해석 기술 등 연구개발 과정에 기업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체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표 21). 

이와 관련한 차세대 핵융합실험 연구는 응용연구, 기술개발 및 산업경영 분

야 과학기술인들에게 좋은 교육훈련 기회와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최고의 정밀성과 품질 조건은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요구하

고, 이러한 환경은 과학기술인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

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ITER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될 장비나 기술은 여

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행을 촉진할 수 있

다. 비록 기초과학연구 성과로부터 실용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경제성이나 실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신산업이 예상치 않게 파생되어 

참여 기업이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산･
연 협력을 통하여 산업화가 가능한 파생기술을 조기에 파악하여 선택하고 

기업에서는 이윤이 보장되는 분야에 자본투자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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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학･연은 단계별 역할분

담을 명확히 하고,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인적･물

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특히 인력양성 면에서 볼 때 핵융합

에너지는 기존 산업에 비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특별히 길기 때문에 

지금 양성된 인적자원은 핵융합기술의 상용화 단계 이전에 은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상용화 단계까지 인력수급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적자원에 대한 수급변동성을 관리하면서 기술개

발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내외 연구개발동향을 

예측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육성하여 공급하여야 한

다(그림 31). 따라서 핵융합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먼저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계획과 기술 분류표를 함께 

작성하고 단계별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전문가 자문그룹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핵융합장치의 특성상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산･학･연이 협동하여 학위과

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 경로를 제공하고, 실험과 실무 중심 교육훈련을 실시

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연구와 기술개발 능력

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핵융합기술 개발초기에는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이 주도하는 학･연 

협력 체제를 통하여 연구개발 위주의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계는 일

부 참여를 통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ER 개발완료 후에는 DEMO 실증로 공학설계 준비작업이 시작되는 단계

에서 연･산 협력을 통하여 공학설계와 시스템 운영･보수 전문인력 중심으로 

양성하여 산업계가 독자적인 시스템 설계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핵융합발전로 건설에 즈음하여서는 종합 핵융합엔지니어링 회사가 설립되

어 독자적인 시스템 설계와 공정관리를 수행하고, 발전회사는 시스템 운영과 

보수를 담당하는 형태로 산업계는 분화해 갈 것이다. 이러한 분화과정에서 

고급전문인력들이 연구개발한 성과를 표준화하면서 산업기술로 정착시키면 

핵융합에너지 산업은 기존의 원자력산업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핵융합 인력의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로서 산업기술관련 전문인력이 피

라미드의 하단 부를 차지하고 중앙부에 연구개발 관련 고급전문인력, 상단 

부는 대학교수로 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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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 문인력 양성기  지정  운

    - 연구기  연합 핵융합교육훈련센터 :

       학･연 고 문인력 실무훈련

       연･산 기술 문인력 교육훈련

       산･학･연 동 문인력 장실습 교육

• 국제학술회의/워크샵/계 학교 국내개최  해외 발표 참가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산학연 협동 인력양성 및 공급

단기 인력양성 계획

산학연 협동
인력양성

KSTAR
ITER

IFMIF/CTF
기업연구소

DEMO 개발
핵융합로 개발
핵융합발전로

기업체

공급 공급

그림 31. 산･학･연 협동 인력양성 및 공급. 

 연구기관 연합 핵융합교육훈련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석･박사 과정의 대학

원생과 연구계와 산업계의 고급 전문 실무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적응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3) 국제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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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융합 인력양성을 한 국제교류 력회의 국내 개최

   - 핵융합 국제워크샵 참석  국내 개최를 한 경비지원

   - 핵융합 국제계 학교 참가  국내 개설을 한 재정지원

• 핵융합 국제역할 분담에 따른 강 분야별 개방형 국제교육훈련 강화

   - KSTAR 운 /유지보수에 한 개방형 실무 국제교육훈련 기회 제공

   - KoHLT 장비를 이용한 개방형 국제훈련 로그램

   -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국제 성자실험 로그램 제공

   - 해외 핵융합 강  연구소와 교육훈련 로그램 교환 활성화

• 신진/박사후 연구원 국제교류를 통한 연구  연수기회 제공

   - 해외 신진 연구자에 한 KSTAR 이용 핵융합 연구기회 제공

   - 해외 신진 연구자에 한 국내 학  연구센터 방문연구 재정지원

   - 국내 신진 연구자의 ITER/IFMIF 국제 력연구 훈련기회 제공

   - 국내 신진 연구자의 해외 학  연구센터 방문연구 경비지원

• 산업기술인력 국제교류를 통한 교육훈련  연수 과정 개설

   - 해외 문가  은퇴 과학기술자 활용을 통한 산업기술 교육훈련

   - 국내 산업기술인력의 해외연수를 통한 교육훈련 기회 부여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핵융합 프로그램

이 견고하게 추진되어야 할 뿐 아니라 ITER와 같은 국제협력연구 프로그램

의 활용도 중요하다. 특히 자기장 밀폐 핵융합에 있어서 각국은 자국의 약한 

연구 분야에 대한 기술을 보완하고 연구효율을 배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협력과 국제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제토

카막물리활동(ITPA)을 통하여 분과별로 주요 연구 활동과 시설이용을 조정

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협회(IEA)-토카막 협정에 따라 ITPA가 선정한 주요 

분야의 인력･장비교류와 협력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외 각국은 양자간 

협력약정을 통한 교류와 IAEA 주관 워크숍과 교류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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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국제협력

핵융합
인력양성
국제협력

IFMIF/
EVEDA
프로그램

ITER/
ITPA

프로젝트

한-EU, 미, 일 등
양국간 협력

다자간 협력
IAEA/IEA, 한-중-일 등

그림 32. 국제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인력양성 국제협력 프로그램

핵융합
국제 여름학교
국제 학술회의 
국제 Workshop

국내
연구소
대학

국내
연구소
기업

해외
연구소
기업

해외
연구소
대학

핵융합
신진 연구원 국제 교류

박사후 연구원 국제 교환

핵융합
연구개발인력 방문연구
산업기술인력 연수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교환교수 프로그램

해외 참가, 발표      국내 유치, 개최

파견    파입
외국
대학

대학원

국내
대학

대학원

그림 33. 인력양성 국제협력 

프로그램

 따라서 양국간 협력, 다자간 협력 등의 국제협력협정, IFMIF 등의 국제협력

연구, ITER 등의 국제공동개발에의 국내 전문인력 참여를 활발히 추진하여 

전문인력의 수준을 제고시키고, 신진/박사후 연구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실무 연수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그림 32).

 또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학술회의, 국제워크숍, 국제여름학교 등의 국

제프로그램에 전문인력과 학생들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경험과 정보의 교류

를 활성화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의 국내개최를 유치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기술인력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산업체 기술

인력도 전문화해야 한다(그림 33). 이러한 국제교류에 있어서 국내외 핵융합

기술 분야 은퇴 과학기술인을 활용하여 그들이 체득한 경험과 기술이 새로

운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세대간 접촉 기회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 

 아울러 KSTAR장치, KoHLT,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등 국내 시설을 이용

한 개방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국 전문인력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방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해외 핵융합 강점 연구소

와 교환하여 국제교류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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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 소양교육, 기본교육 로그램

   - 핵융합에 지 소양교육

   - 핵융합 종사자 기본교육

• 핵융합 기 과학 교육 로그램

   - 라즈마물리 교육

   - 학제간 라즈마 융․복합 물리공학 교육

   - 계산과학  산시뮬 이션 교육

• 핵융합 노심기술 교육 로그램

   - 토카막 장치기술 교육

   - 노심 라즈마기술 교육

   - 핵융합 노심 산시뮬 이션 교육

• 핵융합로 공학기술 교육 로그램

   - 핵융합로 공학기술 교육

   - 핵융합로 공학 산시뮬 이션 교육

• 핵융합 장치산업기술 교육 로그램

   - 산업기술 교육

   - 장치  설비 제작기술 교육

• 핵융합 생 응용기술 교육 로그램

   - 라즈마 코 , 박막처리 기술

   - 폐기물 라즈마 처리, 독성 감소  오염물질 제거

   - 라즈마 반도체, 라즈마 디스 이

   - 반도체, 회로 라즈마 처리

   - 신소재 개발, 재료 특성 강화

   - 용량 자  공학

   - 도 MRI 단층촬 , 생체의학 분야 응용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핵융합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그림 34에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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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명 교육･훈련 명 교육내용

핵융합 

소양･기본

교육 로그램

 핵융합에 지 

소양교육

핵융합 소개, 에 지산업 소개 (원자력, 수력, 화력, 신

재생에 지 등), 장 견학  체험 교육

핵융합종사자 

기본교육

방사선  산업안  교육, 산･학･연 간 상호 이해, 의

사소통 교육, 다문화, 다국  언어 환경 응 교육

핵융합 

기 과학

교육 로그램

라즈마물리 교육
라즈마 이론, 실험  응용

핵융합 라즈마 (자기장 폐, 성, 기타)

학제간

라즈마 융․복합 

물리공학 교육

원자  분자, 라즈마 분 학  공학

라즈마 물성  고체물리, 라즈마가공, 재료, 속 

 기계공학, 기  자공학, 라즈마 자공학, 원

자력  양자공학, 계측  원격제어공학

계산과학 다  CPU기반 병렬컴퓨 , 라즈마 산시뮬 이션, 

  표 22. 핵융합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내용.

바와 같이 핵융합 소양･기본 교육, 핵융합 기초과학, 핵융합 노심기술, 핵융

합로 공학기술, 핵융합 장치산업기술, 핵융합파생 응용기술 등을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교육 내용은 표 22와 그림 34∼40에 

표시한 바와 같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핵융합파생
응용기술교육

핵융합
장치산업기술

교육

핵융합로
공학기술교육

토카막장치
플라즈마 기술교육

핵융합 기초과학 교육

핵융합 소양교육, 기본교육

그림 34. 핵융합 교육･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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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뮬 이션

교육
기상  유체역학 산모사, 복잡계 산시뮬 이션

핵융합 

노심기술

교육 로그램

토카막 장치

기술교육

고 성자  고열부하 라즈마 면부 재료,

진공용기  진공계통, 디버터 장치  운 ,

라즈마 류구동  가열장치,

도 자석  원공  계통

노심 라즈마

기술 교육

라즈마 운   제어, 라즈마 류구동  가열

라즈마 진단  계측제어, 라즈마-용기벽 상호작용,

라즈마 불순물  연소재 제거

핵융합 노심

산시뮬 이션 교육
토카막 장치설계, 노심 라즈마 산해석

핵융합로

공학기술 

교육 로그램

핵융합로 

공학기술 교육

고 성자조사재 핵자료, 삼 수소 리  증식블랭킷, 

고 성자  고열부하 블랭킷 재료, 블랭킷 냉각  열

수력 계통, 핵융합로 에 지회수 계통

핵융합로 공학

산시뮬 이션 교육

핵자료  증식블랭킷 핵설계, 블랭킷 설계  고열부

하 산해석, 블랭킷 냉각  열수력 산해석

핵융합

장치산업기술

교육 로그램

산업기술 교육

설계  해석 기술, 제작  시공 기술, 단 검사  

시험 기술, 품질 리  보증 기술, 하부시스템 조립 

 시험 기술, 시스템 통합  공정 리 기술

시스템 인수검사  시운  기술, 시스템 운   유지

보수 기술

장치  설비

제작기술 교육

진공용기  진공설비, 디버터 장치, 도 자석  

원공  설비, 극 온용기  재활용 설비

진단장치  진단제어 설비, 가열장치  류구동 설

비, 계측장치  운 제어 설비, 용량 원장치  

원공  설비, 기타 부  장치, 안   방호 설비

핵융합 생

응용기술

교육 로그램

 - 라즈마 코 , 박막처리 기술

 - 폐기물 라즈마 처리, 독성 감소  오염물질 제거

 - 라즈마 반도체, 라즈마 디스 이

 - 반도체, 회로 라즈마 처리

 - 신소재 개발, 재료 특성 강화

 - 용량 자  공학

 - 도 MRI 단층촬 , 생체의학 분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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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소양교육, 기본교육 프로그램

핵융합에너지 소양교육

핵융합 소개
에너지산업 소개

현장 견학 및 체험교육

핵융합 종사자 기본교육

방사선 및 산업안전 교육
산학연 상호 이해 소통

다국적 문화/언어 환경 적응

교사
초중고 학생
일반 대학생

일반시민

신규
핵융합
종사자

그림 35. 핵융합 소양교육 및 기본교육 프로그램. 

핵융합 기초과학 교육프로그램

플라즈마물리 교육

플라즈마 기초이론
플라즈마 실험 및 응용

핵융합 플라즈마

학제간 플라즈마 융복합 교육

원자 및 분자물리, 플라즈마 분광학
플라즈마 물성, 고체물리

플라즈마 가공, 재료, 금속, 기계공학
전기, 전자공학, 플라즈마 전자공학

원자력 및 양자공학
계측제어, 원격제어공학

우주정보통신, 우주항공공학

계산과학 및 전산모사 교육

다중 CPU기반 병렬컴퓨팅
플라즈마 전산시뮬레이션
기상, 유체역학 전산모사
복잡계 전산시뮬레이션

그림 36. 핵융합 기초과학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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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노심기술 교육프로그램

토카막 장치기술

진공용기 및 진공계통
디버터 장치 및 운전

플라즈마 전류구동 및 가열장치
초전도 전자석 및 전원공급계통

플라즈마 대면부 재료개발

노심플라즈마 기술

플라즈마 운전 및 제어
플라즈마 전류구동 및 가열

플라즈마 진단제어 및 계측제어
플라즈마-용기벽 상호작용

플라즈마 불순물 및 연소재 제거

핵융합 노심 전산시뮬레이션

토카막 장치설계
노심플라즈마 전산해석

그림 37. 핵융합 노심기술 교육 프로그램. 

플라즈마 코팅, 박막처리 기술
플라즈마 반도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반도체, 회로 플라즈마 처리
신소재 개발, 재료 특성 강화

대용량 전자파공학
폐기물 플라즈마 처리, 독성감소 및 오염물질 제거

초전도 MRI 단층촬영, 생체의학 분야 응용
고중성자속 원자력산업 이용 및 고준위폐기물 처리

핵융합파생 응용기술 교육프로그램

그림 38. 핵융합파생 응용기술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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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로 공학기술 교육프로그램

핵융합로 공학기술

고속중성자조사재 핵자료
삼중수소 관리 및 증식블랑켓

고중성자 및 고열부하 블랑켓 재료
블랑켓 냉각 및 열수력 계통
핵융합로 에너지회수 계통

핵융합로 공학 전산시뮬레이션

핵자료 및 증식블랑켓 핵설계
블랑켓 설계 및 고열부하 전산해석
블랑켓 냉각 및 열수력 전산해석

그림 39. 핵융합로 공학기술 교육 프로그램. 

핵융합 장치산업기술 교육프로그램

산업기술 교육

설계 및 해석 기술
제작 및 시공 기술

단위검사 및 시험 기술
품질관리 및 보증 기술

하부시스템 결합 및 시험 기술
시스템 통합 및 공정관리 기술

시스템 인수검사 및 시운전 기술
시스템 운전 및 유지보수 기술

장치 및 설비 제작기술 교육

진공용기 및 진공설비
디버터 장치제작

초전도 자석 및 전원공급 설비
극저온 용기 및 용매 재활용설비

진단장치 및 진단제어 설비
가열장치 및 전류구동 설비
계측장치 및 운전제어 설비

대용량 전원장치 및 전원공급 설비
기타 부대장치, 안전, 방호 설비

그림 40. 핵융합 장치산업기술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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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핵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

지만 인력양성 후의 인력관리, 핵융합 관련 연구･기술개발 등 다방면에 걸친 

정부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지

원이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우수인

력의 확보다. 따라서 인턴, 장학 지원 등을 통한 이공계 우수인력 유인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핵융합에너지분야의 vision 및 job security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가 필요하다.

  3) 핵융합에너지개발은 거대장치를 이용한 정부주도 연구개발 프로그램으

로서 플라즈마연소에 대한 대규모 과학실험연구가 필요하고, 실험장치 

제작･건설에는 공학기술 분야의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분야가 많이 있

어 학제간 융․복합과학기술이 중요하다. 따라서 핵융합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학제간 융․복합과학기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

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에서는 기초과

학과 공학기술 분야의 학제간 융합연구센터 육성정책과 연구소에서는 

관련기술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4) 최근 핵융합 선진국들의 인력양성 특징 중 하나는 국제교류협력을 통

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 환경 아래서 ITER나 DEMO와 같은 

국제협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

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이 참가하

여 협력할 수 있는 국제교육협력 프로그램과 신진 연구자를 위한 국제

교류프로그램에 파견지원 및 여름학교, 국제학술회의 개최비용 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

  5) 인력양성과 이의 수급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핵융합파생 응용기술 

분야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전문인력의 대학, 기업, 연구소 국내외 

취업 기회를 확충하여 인력양성체제를 통하여 육성된 신진연구자들이 

새로운 기초기반연구 분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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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에 지개발 문인력 양성에 정부차원의 정책 인 지원 강화

   - 문인력 황조사  수 망 D/B 구축을 통한 효율  인력양성

   - 인턴, 장학 지원 등을 통한 이공계 우수인력 유인체제 구축

   - 핵융합 특화 교육기  지정  교육 장비  로그램 구축 지원

   - 핵융합 공학기술과 기 연구 분야 교수요원의 정책  확충

   - 기 과학과 공학기술 분야의 학제간 융합연구센터 육성정책

   - 국제교류 력을 통한 다국  언어, 다문화 환경에서 연구역량 강화

   - 신규 문인력의 학, 기업, 연구소 국내외 취업 기회 확충

   - 핵융합 생 응용기술 분야 육성을 통한 인력양성, 수  탄력성 제고

다. 

  6) 대학을 통한 인력 양성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 

외에 연구와 산업 활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실무적이며, 전

문적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연구기관 연합 핵융합교육훈련센터 설

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의 지정･설치･운영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

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연 고급전문인력 실무훈련, 

연･산 기술전문인력 교육훈련, 산･학･연 협동 전문인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7) 단계별 기술개발에 근거한 분야별 적정규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매년 

필요인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효율

적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수급전망 D/B 구축을 통한 

인력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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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 련 문학회  의체를 통한 국내외 연구개발동향 분석

• 문인력 D/B 구축을 통한 황조사  5~10년 단  수 계획 수립 

제5장  결론 및 건의사항

  1. 전문인력 수급 관리

 우리나라에서의 핵융합연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상당히 늦었으나 

최근에 초전도 코일로 제작된 KSTAR를 건설하여 최초 플라즈마 발생에 성

공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또한 ITER 한국사업단을 발족

하여 활발하게 국제핵융합장치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

러한 대형 국가사업을 통하여 약 10여 년간 관련인력들이 꾸준히 양성되어 

왔으나, 수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인력수요로 인하여 수적인 면뿐만 아니

라 다양한 전공에 맞는 적절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구

나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20년 이상 꾸준한 투자와 인력투입이 필요한 장

기적인 사업이며, 또한 사업성과에 따라 관련 인력의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

어날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융합 관련 연구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요구에 맞는 전문인력을 적절

하게 양성하는 프로그램 수립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가로 고려해 반영하

여야 한다.

1.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는 단순히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한다고  

          그에 비례하여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2. 다른 에너지개발 분야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인력양성을 상호 보완  

          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인력구축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3. 국가간 협력이 잘 확보될 수 있는 몇 안되는 연구분야이므로 국제  

         협력 방안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4. 실용화 일정을 단순화하지 않고 다양하게 설정하여 인력양성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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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에 지개발 문인력 양성에 정부차원의 체계 인 지원 강화

• 핵융합에 지개발 문인력 활용에 정부차원의 체계 인 지원 강화

• 산학연 동을 통한 장경험과 실무 주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

 설문조사를 통해 중장기계획에서 제시한 인력 수급전망을 분석한 결과 계

획상의 인력수요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적 인력 수요 및 전

망은 상기 계획상의 자료를 토대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핵융합 관련 전문학회 및 협의체를 통한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분석 

및 전문인력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5~10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시

행할 것을 건의한다.

  2. 전문인력 양성 방안

 전문인력은 대학교육, 연구참여, 산업체에서의 실무경험 축적 등을 통해 양

성할 수 있다.

  1) 대학에서의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핵융합 기술이 융･복합 기술인 점을 

감안하여 학제간 핵융합 융･복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대학을 

설치･운영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 기반 연구를 담당할  대학부

설 핵융합 특화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학

의 기초･기반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2) 연구계에서는 연구참여를 통한 인력양성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 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다. 또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핵융합 연구기관 연합훈련센터

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연구

원, 산업계 종사자들의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산･학･연 협

력 인력양성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3) 산업계에서는 국제공동개발 및 국내 핵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첨단의 선진기술 확보로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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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전문인력 양성기관

핵융합교육 거점대학

학제간 융복합 교육

핵융합 특화연구센터

고급전문인력 교육

핵융합 연구기관
연합 교육훈련센터

학-연 현장실습훈련

연-산 기술교육훈련

산학연 협동 
전문인력 현장실습 교육기초과학 교육

소양교육, 기본교육

그림 41. 핵융합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안) 

  4) 국내에서의 인력양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국제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의 부족한 전문분야 기술

과 경험을 습득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인적･지적 교류를 촉

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 협정 체결 및 국제협력 참

여자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

  5) 핵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이들에게 연구개발 활동에의 참여 기

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전문성을 사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

니라 우수인력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핵융합기술 활용분야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이 강화 되어야 한다(그림 42).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핵융합 관련 전문가 의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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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현재 작성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방향

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융합 전문인력 양성 프

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단계별

로 종합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에너지 해결을 위한 비젼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현 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정확하게 반영한 

포괄적인 계획을 반영하면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위

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세부계획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대학 연구소

출연 연구소

가업 연구소

연수 기회확충 취업 기회확충

인적자원 DB 구축

우수인력 유인체제

국제협력연구

산업계 기업

핵융합에너지기술 인력양성 및 활용 방안

대학생 인턴 제도
대학원 장학지원

해외연수 기회제공

핵융합연구센터 육성

전문교육기관 지정

학제간 융복합연구
교수요원 확충
연구장비 확충

학제간 융복합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장비 지원

국제공동개발

신진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창의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그림 42. 핵융합에너지기술 인력양성 및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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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학) 교육  연구 역량 강화 정책

   - 거 학 지정: 학 교수/연구원 확충, 실험교육 장비 구축,

                   연구기 / 학/학과 간의 인 자원 네트워크 구축, 

• 학-연 력연구체제 강화 정책

   - 부설 특화연구센터 지정: 연구장비 구축, 연-학 클러스터링 구축

• 연구기  심 실무교육훈련 강화 정책

   - 문인력양성기  지정: 소양교육, 실무교육/ 장훈련 로그램 구축

   - 문석․박사 학 과정 개설: 기존인력 환교육/연구역량 제고

• 인력양성과 연계한 국제교류 력 강화 정책

   - 문인력양성을 한 국제계 학교  국제학술회의 개최/참가 지원

   -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 학 과정 장․단기 견/ 입 로그램 지원

   - 다국  문화, 언어 환경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한 국제캠  개설

실천 우선 순 지원 내용

학원( 학) 

교육  연구 

역량 강화

- 거 학 지정: 

  학 교수/연구원 확충, 실험교육장비 구축 지원

  연구기 / 학/학과 간의 인 자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연-학 력

연구체제 강화

- 연구기 - 학 부설 특화연구센터 지정: 

  연구장비 구축, 연-학 클러스터링 구축 지원

연구기  심 

실무교육훈련 

강화

- 문인력양성기  지정:

  소양교육, 실무교육훈련, 장훈련 로그램 구축 지원

- 문석․박사 학 과정 개설:

  기존인력 환교육, 연구역량 제고 로그램 구축 지원

인력양성과 

연계한 

국제교류 력 

강화

- 국제계 학교, 국제학술회의 해외참가  국내개최 지원

- 해외 학 과정 장․단기 견, 국내 유치 로그램 지원

- 다국  문화, 언어 환경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한 국제

  교류캠  개설 지원

  3. 건의사항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 23. 인력양성 방안 실천 우선순위 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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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EX : Axially Symmetric Divertor EXperiment (IPP, Germany)

ASIPP : Institute of Plasma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BA : Broader Approach

CAD : CEA/Cadarache Site (France)

CEA :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France)

CERN :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COMPASS : COMPact ASSembly tokamak (IPP, Czech Republic)

CRPP : Centre de Recherches en Physique des Plasmas (Swiss)

CUL : UKAEA Culham Site (JET, MAST)

DB : Database

DEMO : DEMOnstration Power Plant

EAST : 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 (ASIPP)

EFDA : European Fusion Development Agreement

EFR : Efremov Research Institute of Electrophysical Apparatus

ENEA : Ente per le Nuove tecnologie, l'Energia e l'Ambiente (Italy)

EU : Europeam Union

EURATOM :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FESAC : Fusion Energy Sciences Advisory Committee (USA)

FRAS : ENEA Frascati Site (ENEA, Italy)

FUSENET : Fusion Education Network (CSA, EU)

GA : General Atomics (USA)

GAR : ASDEX Garching Site (IPP, Germany)

GAT : Fusion Division (DIII-D) at GA (USA)

IAEA : International Atomci Energy Agency

ICF : Inertial Confinement Fusion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FMIF : International Fusion Material Irradiation Facility

IOFFE : Ioffe Physico-Technical Inst. of RAS (Russia)

IPP : Max Planck Institute of Plasma Physics (Germany)

IPP-Hefei : Institute of Plasma Physics-Hefei (China)

IPR : Institute of Plasma Research (India)

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PA : International Tokamak Physics Activity

부록 1.  축약 용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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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A : Japan Atomic Energy Agency 

JET : Joint European Torus (Culham, UK)

JT-60U : JAEA Naka Site Tokamak (Japan)

KAERI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IST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s and Technology

KEPRI :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KERI :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oHLT : Korea Heat Load Test Facility

KSTAR :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KUR : Kurchatov Institute (Russia)

LLNL :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USA)

MAST : Mega Ampere Spherical Tokamak (Culham, UK)

MCF : Magnetic Confinement Fusion

MEDUSA : Madison EDUcational Small-Aspect-ratio tokamak (USA)

MIT : Massachussets Institute of Technology (USA)

MST : Madison Symmetrical Torus (Madison, USA)

MW : Mega Watts

NFRI : National Fusion Research Institute (Korea)

NIF : National Ignition Facility (USA)

NIFS : National Institute for Fusion Science (Japan)

NSTX : National Spherical Torus Experiment (PPPL, USA)

OJT : On the Job Training

PPPL : Princeton Plasam Physics Laboratory (USA)

PPST : Program in Plasma Science and Technology (MIT, USA)

PROTO : PROTOtype Fusion Reactor

PSFC : Plasma Science and Fusion Center (MIT, USA)

Q : Ratio of Fusion Output Power to Input Power 

SSC : Superconducting Super Collider (USA)

SST-1 : Steady-State Superconducting Tokamak (India)

SWIP : Southwest Institute of Physics (China)

TCV : Tokamak à configuration variable (CRPP, Swiss)

TFTR : Thermonuclear Fusion Test Reactor (PPPL, USA)

UKAEA : United Kingdom Atomic Energy Agency (UK)

UW :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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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문가 Workshop개최 프로그램

 □ 일 시: 2008년 11월 27일(목) 14:00 ~ 

 □ 장 소: 유성 리베라호텔 1층 토치홀

 □ 목 적: 핵융합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개발 방안 수립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등   록

14:30 ~

14:35

 인사말씀

  - 유국희(교육과학기술부 핵융합연구과 과장)
5분

14:35 ~

14:45

 핵융합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 기획 연구과제 개요

  - 민병주(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장)
10분

초 청 강 연

14:45 ~

 15:25

 - 연 사: 최연석(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 원장)

 - 주 제: 한국항공우주개발 인력양성 사례(안)

yschae

@kari.re.kr

15:25 ~

 16:05

 - 연 사: 조무현(포항공대 교수,한국과학재단 핵융합단 단장)

 - 주 제: 핵융합인력현황 및 미래 인력양성 육성방향(국․내외)(안) 

mhcho

@kosef@re.kr

16:05 ~

 16:45

 - 연 사: 권 면(국가핵융합연구소 선임단장)

 - 주 제: 핵융합에너지기술 현황 및 전망(국․내외)(안)

kwonm

@nfri.re.kr

16:45 ~

 17:25

 - 연 사: 장종화(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 제: 원자력기술 인력 활용 방안(안)

ihchang

@kaeri.re.kr

17:25 ~

 17:35
휴          식

패널 및 토론

17:35 ~ 

18:35

 - 좌      장: 조무현(포항공대 교수,한국과학재단 핵융합단 단장)

 - 패널리스트: 권 면(국가핵융합연구소 선임단장)

               정규선(한양대학교 교수)

               황용석(서울대학교 교수)

kschung

@hanyang.ac.kr

yhwang

@snu.ac.kr

18:35 ~

19:20
만  찬

19:20 ~

20:20
과제책임자 및 참여자 회의

핵융합 전문인력 양성/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1차 WORKSHOP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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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2009년 1월 15일(목) 14:30 ~ 

 □ 장 소: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홀

 □ 목 적: 핵융합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개발 방안 수립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30~  등   록

15:00 ~

15:05

 인사말씀

  - 유국희(교육과학기술부 핵융합연구과 과장)
5분

15:05 ~

15:15

 핵융합 전문인력 양성 / 개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

  - 민병주(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장)
10분

15:15 ~

15:30
                    Coffee break

초 청 강 연

15:30 ~

 15:50

 - 연 사: 최원호(KAIST 물리학과 교수)

 - 주 제: 핵융합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국․내)(안)  

15:50 ~

 16:10

 - 연 사: 이종삼(현대중공업(주) 전무이사)

 - 주 제: 산업체에서 보는 핵융합 인력양성 사업(안)

16:10 ~

 16:30

 - 연 사: 이현곤(국가핵융합연구소 ITER사업단 시스템기술부장)

 - 주 제: ITER 사업에서의 핵융합인력양성(안)

16:30 ~

 16:50

 - 연 사: 이영백(한양대 물리학과 교수)

 - 주 제: 핵융합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 과학 및 인력의 역할(안)

16:50 ~

 17:00
휴          식

패널 및 토론

17:00 ~ 

18:00

 - 좌      장: 이영백(한양대 물리학과 교수)

 - 패널리스트: 이희철(나노종합 팹 센터 소장)

               최원호(KAIST 물리학과 교수)

               노승정(단국대 응용물리학과 교수)

               홍봉근(한국원자력연구원 핵융합공학기술개발부장)

18:00 ~

19:00
만  찬

핵융합 전문인력 양성/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2차 WORKSHOP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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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설문조사서

핵융합에 지 문인력양성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핵융합에

지 문인력양성 추진방안 기획연구” 과제를 수행 에 있습니

다. 이와 련하여 핵융합기술 문인력 황  양성방안 조사를 

해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희 KDN가 의 과제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시하

고 있으며, 귀하가 응답해주신 결과는 문인력양성 방안과 교육훈

련 로그램 개발 등에 소 하게 활용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 이 보장되며, 

오직 통계  수치로만 집계되어 본 연구 목 에만 활용됨을 약속

드립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가해주시면 단히 고맙겠습

니다.

 2008년 12월

조사기  : KDN 표이사

KDN가 본 과제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수행함을 확인합니다.

과제책임자 : 민 병 주 (한국원자력연구원)



- 98 -

□ 핵융합에 지 역할

1. 미래 에 지 산업에서 Critical Issue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연료공 의 경제성  안정성

② 친환경성 (폐기물 감, CO2 감축 등)

③ 고부가가치 첨단 신산업 창출

④ 고유 안 성

2. 핵융합에 지가 미래 에 지 산업의 Critical Issue  어느 것과 련하여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① 연료공 의 경제성  안정성

② 친환경성 (폐기물 감, CO2 감축 등)

③ 고부가가치 첨단 신산업 창출

④ 고유 안 성

3. 핵융합에 지 기술개발 자립화  상용화가 본격 으로 실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기술자립화 상용화

① 20년 후 ① 기술자립 후 10년 후

② 30년 후 ② 기술자립 후 20년 후

③ 40년 후 ③ 기술자립 후 30년 후

④ 50년 후 ④ 기술자립 후 40년 후

□ 핵융합에 지 기술

4. 핵융합에 지 개발의 목표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KSTAR  ITER 사업을 한 인력양성

② 국내기술자립화  Demo 실 을 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③ 핵융합 상용 발 로 건설  사업화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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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5번과 6번 문항 응답에 필요한 핵융합에 지 기술개발을 한 핵

심요소기술입니다.   

① 핵융합로 노심기술

② 핵융합로 통합설계기술

③ 동력변환 계통기술

④ 핵융합로 부품소재기술

⑤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⑥ 연료주기 기술

⑦ 안 성 평가기술

⑧ 운   유지·보수기술

⑨ 환경기술  폐기물 리기술

⑩ 기타 핵융합 (응용기술 포함)

5. 에 정의 된 핵심요소기술 에서 우선 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네 가지 기술의 번호를 어 주시고 선택 기 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1 순  : 

2 순  : 

3 순  : 

4 순  : 

선택기  (例 시 성, 소요기간, 효과 등                     )

□ 인력양성

6. 에 정의 된 핵심요소기술 에서 재 핵융합에 지개발 분야 인력양성 

부진으로 인해 가장 크게 향을 받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번호

로 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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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 수립 인 인력양성 계획의 범 는 어디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KSTAR  ITER 사업을 한 인력양성

② 국내기술자립화  Demo 실 을 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③ 핵융합 상용 발 로 건설  사업화 인력양성 

8. 지 까지 핵융합에 지 기술개발이 활발하지 못했던 사유로 다음 사항에 

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 하지 

않는다.

② 동의 

하지 

않는다.

③ 동의 

한다.

④ 매우 

동의 한다.

가. 문 인력 부족  

나. 핵융합에 지 개발 참여

에 따른 장  부족  
다. 국가 정책  ․ 제도  

지원 부족

라. 산업체 수요 부족

마. 기타 (사유 :                                              )

[8-1] 8번에서 “가. 문 인력 부족” 에 해 “③ 동의한다 는 ④ 매우 동

의한다”로 응답한 경우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학 내 핵융합학과 신설을 통한 커리큘럼 마련

② 교육센터 신설 는 양성기  지정 운

③ 기존 연구기 에 연구 인력 증원

④기타 (해결책 :                                        )

[8-2] 8번에서 “나. 핵융합에 지 개발 참여에 따른 장  부족”에 해 “③ 

동의한다 는 ④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한 경우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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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융합에 지 분야 Vision  Job Security 확보

② 국제 력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 기회 제공

③ 학 과정 는 장학  지원 혜택

④ 기타 (해결책 :                                        )

[8-3] 8번에서 “다. 국가 정책 ․제도  지원 부족”에 해 “③ 동의한다 

는 ④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한 경우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핵융합에 지 개발 정책  정부의 추진 의지 홍보

② 련 R&D 산지원 확

③ 연구  산업체 인력 양성 로그램 마련

④ 기타 (해결책 :                                        )

9. 앞으로 핵융합에 지 개발 인력확보의 Main Driving Force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인력양성 로그램 개선  → [9-1] 문항

② 핵융합에 지 분야 Vision  Job Security 확보

③ 정부의 정책 ․제도  지원 확

④ 산업체 수요 가시화

[9-1] 9번에서 “① 인력양성 로그램 개선”이라고 응답한 경우 어느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산학연 공동 력

② 교육 로그램 운

③ 문양성기  지정 운

④ 국제 력 진

10. 재 수립 인 인력양성 계획의 분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때 재시

에서 시 한 분야의 우선순 를 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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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을 통한 기  연구 인력 양성

② 련기  확 를 통한 R&D  Engineering 인력 양성

③ 산업체 지원을 통한 제작  응용 기술 인력 양성

11. 재 수립 인 인력양성 계획의 분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때 3번에서 

응답하신 미래시 에서 시 한 분야의 우선순 를 어 주십시오.

기술 자립화

시

상용화 

시

① 교육을 통한 기  연구 인력 양성

② 련기  확 를 통한 R&D  

Engineering 인력 양성

③ 산업체 지원을 통한 제작  응용 기술 

인력 양성

12. 재 핵융합에 지 개발의 Core 인력 그룹/기 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

까?

① 핵융합연구소

② 학(학과  연구센터) 는 기타 핵융합  라즈마 련 연구소

③ 산업체 

④ 재는 없음. 향후 지정․육성 필요

13. 핵융합에 지 인력양성계획이 12번에서 응답한 Core 인력 그룹/기  인

력 확보에 집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사유:                                          )

14. 핵융합에 지 인력양성 계획 수립  실 의 가장 어려운 은 무엇이라

고 보십니까?



- 103 -

① 핵융합 분야의 Multi-Discipline 특성

② 계획 수립 후 정부  련 기 의 실천 의지 부족

③ 인력 양성 후 활용 략의 구체성 미흡

④ 기타 (사유 :                                         )

□ 인력통계

15. 인력양성 계획의 분야별 인력 구성이 재시 과  3번에서 응답하신 미

래시 에서  어떤 비 으로 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재

시

[%]

미래

시

[%]

① 련 학과의 교수  학생 인력

② 련 연구소 연구 개발  Engineering 인력 

③ 산업체 제작  응용 기술 분야 종사 인력 

합 100 100

16. 다음과 같이 제시된 「제1차(2007-2011) 핵융합에 지개발 진흥기본계획

(안), 2007」의 연구개발 소요 인력 계획이 하다고 보십니까? 

2009년 : 455명,      2010년 : 538명,        2011년 : 566명

① 하다.

② 증가 할 필요가 있다. 

(2009년 :    명 수 ,   2010년 :    명 수 ,    2011년 :    명 수 )

③ 미래시  (4번에서 응답한 기술자립 시기 :     명 수 )

17. 핵융합에 지 기술개발을 한 인력의 학력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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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h.D :     %

② 석사 :     %

③ 학부 이하 :     %

□ 응답자 통계

18. 최종 학

① Ph.D     ② 석사     ③ 학사     ④ 기타

19. 최종 학  후 핵융합에 지 분야 종사 기간

① 5년 미만   ② 5-10년    ③ 10-15년    ④ 15년 이상

20. 재 소속 기

① 학계    ② 연구계    ③ 산업계    ④기타

 ◉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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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조사 보고서

2009. 1

(주)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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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목적

  핵융합기술 전문인력 현황 및 양성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전문인력양성 방안과 교육훈

련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음.

2. 조사 진행

업무 단계별 내용 진행일정

설문지 수정  - 설문 안에 해서 본 조사목 에 합하도록 내용을 수정 12.19 ~ 12.22

조사 실시  - 핵융합 문가 조사 실시 12.29 ~ 1.7

Data 확인  - 207명에 한 최종 Data 작업 1.7 ~ 1.9

최종 결과물 

제출
 - 최종 Data와 조사보고서 제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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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 내용

    용역은 크게 4가지 분야로 이루어짐. 핵융합에너지 역할 및 기술, 인력양성 및 통계 분야임.

구분 조사내용

핵융합에 지 역할
 - 미래에 지 산업의 Critical Issue

 - 핵융합에 지 기술개발 자립화  상용화 실 시기

핵융합에 지 기술
 - 핵융합에 지 개발 목표

 - 핵심요소기술의 우선지원 기술분야  선택기

인력양성

 - 인력양성 계획 범 의 타당성

 - 핵융합에 지 기술개발 미활성 사유 동의정도

 - 핵융합에 지 개발 인력확보의 Main Diriving Force

 - 시 별 인력양성 계획분야의 시 성

 - 핵융합에 지 개발 Core 인력 그룹/기

 - 핵융합에지 인력양성 계획 수립  실 시 문제

인력통계

 - 시 별 인력양성 계획 분야별 한 운 비

 - 연구개발 소요 인력 계획 성  필요 인력 수

 - 핵융합에 지 기술개발인력의 학력구성



- 17 -

4. 조사 방법

 총 408명 중 유효샘플은 207명임.

 

구 분 내 용

 1) 조사 상  핵융합에 지 문가

 2)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팩스  이메일조사

 3) Sample Size  총 408명 조사  유효샘  207명 (회수율 : 50.7%)

 4) 조사 실시기간  2008년 12월 29일 ~ 2009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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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융합에너지 역할

  1) 미래에너지 산업의 Critical Issue 

    미래에너지 산업의 Ctitical Issue로는 ‘연료공급의 경제성 및 안정성’이 52.7%가 가장 높음. 

미래에너지 산업의 Critical Issue중 핵융합에너지의 역할 또한 ‘연료공급의 경제성 및 안정성’

의 의견이 48.8%로 가장 높아 미래에너지 산업 중 핵융합에너지는 ‘연료공급의 경제성 및 안

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Issue로 판단됨

    반면, 핵융합에너지 분야의 종사기간이 10~15년인 전문가는 미래에너지 산업의 Critical 

Issue로 ‘친환경성’의 의견이 54.5%로 높지만, 미래에너지 산업에서 핵융합 에너지의 역할로는 

‘연료공급의 경제성 및 안전성’의 의견이 45.5%로 높아 다소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 미래

의 핵융합에 에너지는 친환경성보다는 연료공급의 경제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Issue가 되고 

있음. 

<표 1> 미래에너지 산업의 Critical Issue 및 역할
                                                                                (N=207, 단위:개,%)

구분 빈도수

미래 에너지 산업의 Critical Issue 미래 에너지 산업 중 핵융합 에너지의 역할

연료공급의 

경제성/

안정성

친환경성

고부가가치 

첨단신산업 

창출

고유 

안전성

연료공급의 

경제성/

안정성

친환경성

고부가가치 

첨단신산업 

창출

고유 

안전성

전체 (207) 52.7
(109)

44.0
(91)

2.9
(6)

0.5
(1)

48.8
(101)

38.2
(79)

11.1
(23)

1.9
(4)

학력

박사 (137) 53.3 43.8 2.2 0.7 44.5 45.3 8.8 1.5

석사 (37) 54.1 40.5 5.4 0.0 56.8 27.0 13.5 2.7

학사 (32) 46.9 50.0 3.1 0.0 56.3 21.9 18.8 3.1

기타 (1) 100.0 0.0 0.0 0.0 100.0 0.0 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56.1 41.8 2.0 0.0 45.9 37.8 13.3 3.1

5~10년 (59) 54.2 40.7 3.4 1.7 59.3 30.5 10.2 0.0

10~15년 (22) 36.4 54.5 9.1 0.0 45.5 40.9 13.6 0.0

15년 이상 (28) 50.0 50.0 0.0 0.0 39.3 53.6 3.6 3.6

소속

기관

학계 (22) 59.1 40.9 0.0 0.0 50.0 50.0 0.0 0.0

연구계 (166) 51.8 44.0 3.6 0.6 48.2 37.3 12.0 2.4

산업계 (19) 52.6 47.4 0.0 0.0 52.6 31.6 15.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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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자립화 및 상용화 시기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자립화 시기로는 30년 후가 44.0%로 가장 높음. 상용화 시기는 자립 

후 10년 후가 51.2%로 가장 높음. 특히, 학력이 높은 박사층 및 핵융합에너지 종사기간이 많

은 전문가 층에서도 기술자립화 시점을 30년 후, 상용화시점을 기술자립화 10년 후로 판단하

고 있어 핵융합에너지의 기술개발 자립화 및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시기는 약 40년 

후로 판단됨. 

    핵융합 에너지 기술개발의 기술자립화 시점은 대체적으로 30년 후의 의견이 높은 반면, 학력

이 석사인 전문가는 기술자립화 시기를 20년 후로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다소 높으며, 종사기

간이 10~15년인 전문가도 또한 기술자립화 시기를 20년 후로 판단하고 있음.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기술개발의 상용화 시기는 대체적으로 기술자립화 10년 후의 의견이 

다소 높은 반면, 종사기간 다소 적은 5년 미만의 전문가는 기술개발의 상용화 시점을 기술자

립화 20년 후로 판단하고 있음.

<표 2>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자립화 및 상용화 시기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기술자립화 상용화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자립 후 

10년 후

자립 후 

20년 후

자립 후 

30년 후

자립 후 

40년 후

전체 (207) 39.1
(81)

44.0
(91)

9.7
(20)

7.2
(15)

51.2
(106)

43.0
(89)

2.9
(6)

2.9
(6)

학력

박사 (137) 37.2 44.5 8.8 9.5 48.2 46.7 2.2 2.9

석사 (37) 45.9 43.2 8.1 2.7 56.8 37.8 2.7 2.7

학사 (32) 40.6 40.6 15.6 3.1 56.3 34.4 6.3 3.1

기타 (1) 0.0 100.0 0.0 0.0 100.0 0.0 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39.8 39.8 10.2 10.2 44.9 51.0 2.0 2.0

5~10년 (59) 39.0 45.8 13.6 1.7 59.3 35.6 3.4 1.7

10~15년 (22) 50.0 40.9 4.5 4.5 59.1 36.4 4.5 0.0

15년 이상 (28) 28.6 57.1 3.6 10.7 50.0 35.7 3.6 10.7

소속

기관

학계 (22) 31.8 59.1 9.1 0.0 45.5 50.0 4.5 0.0

연구계 (166) 41.0 41.0 9.0 9.0 52.4 41.6 2.4 3.6

산업계 (19) 31.6 52.6 15.8 0.0 47.4 47.4 5.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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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융합에너지 기술

  1) 핵융합에너지 개발 목표의 타당성

    핵융합에너지 개발 목표의 타당성은 ‘핵융합 상용 발전로 건설 및 사업화 인력양성’이 69.1%

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국내기술자립화 및 DEMO실현 기술개발 인력양성’ 26.6%, 

‘KSTAR 및 ITER사업 인력양성’ 4.3%의 순임. 소속기관별로 보면, 연구계와 산업계는 ‘핵융합 

상용 발전로 건설 및 사업화 인력양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계는 ‘국내기술자립화 및 DEMO

실현 기술개발 인력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속기관별로 다소 상이한 의견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핵융합에너지 개발 목표의 타당성
                                             (단위 :%)

KSTAR/ITER

사업

인력양성,

4.3%

핵융합 상용

발전로 건설 및

사업화 인력

양성, 69.1%

국내기술자립

화/DEMO실현

기술개발 인력

양성  26.6%

<표 3> 핵융합에너지 개발 목표의 타당성
(N=207, 단위:%)

구분 응답수
KSTAR 및 ITER 사업

인력양성

국내기술자립화 및

DEMO실현 기술개발 인력양성

핵융합 상용 발전로 건설 및 

사업화 인력양성

전체 (207) 4.3
(9)

26.6
(55)

69.1
(143)

학력

박사 (137) 5.1 30.7 64.2

석사 (37) 5.4 21.6 73.0

학사 (32) 0.0 15.6 84.4

기타 (1) 0.0 0.0 10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3.1 27.6 69.4

5~10년 (59) 5.1 22.0 72.9

10~15년 (22) 0.0 22.7 77.3

15년 이상 (28) 10.7 35.7 53.6

소속

기관

학계 (22) 13.6 45.5 40.9

연구계 (166) 3.6 25.3 71.1

산업계 (19) 0.0 15.8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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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핵심요소

   (1) 우선지원 기술분야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핵심요소 중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술분야는 ‘핵융합로 노심

기술’이 41.5%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핵융합로 통합설계 기술’ 23.7%, ‘핵융합로 부품소재 

기술’ 15.5% 순임. 학력별로 보면, 박사는 ‘핵융합로 노심기술’이 48.2%로  가장 높으며, 석사

는 ‘핵융합로 통합설계기술’ 40.5%, 학사는 ‘핵융합로 부품소재 기술’ 28.1%로 높은 의견을 

보이고 있어, 학력간의 다소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1+2+3+4순위에서는 ‘핵융합로 부품소재 기술’이 79.7%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핵

융합로 통합설계기술’이 76.3%, ‘핵융합로 노심기술’이 73.9% 순임.

<그림 2> 우선지원 기술분야
                                                                                              (단위 :%)

41.5

23.7

0.5

15.5 14.5

0.5
5.8

32.4

4.8
1.9 3.4

12.1

72.0

7.7
1.9

73.9 76.3

22.7

79.7
73.4

22.7

13.0

24.6

4.3
1.01.41.4 1.91.4

49.3
45.4

53.6

2.93.9

13.5

58.561.4
66.2

9.2

핵융합로 

노심기술

핵유합로 

통합설계

기술

동력변환 

계통기술

핵융합로 

부품소재

기술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연료주기 

기술

안전성 

평가기술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

환경기술및 

폐기물

관리 기술

기타 

핵융합

1순위 1+2순위 1+2+3순위 1+2+3+4순위

<표 4> 우선지원 기술분야-1순위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핵융합로 

노심기술

핵융합로

통합설계

기술

동력변환 

계통기술

핵융합로 

부품소재

기술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연료주기 

기술

안전성 

평가기술

운영 및 

유지/보

수 기술

환경기술

/ 폐기물

관리기술

기타 

핵융합

전체 (207) 41.5
(86)

23.7
(49)

0.5
(1)

15.5
(32)

14.5
(30)

0.5
(1)

1.4
(3)

1.4
(3) - 1.0

(2)

학력

박사 (137) 48.2 19.7 0.0 14.6 14.6 0.7 0.7 0.0 - 1.5

석사 (37) 32.4 40.5 0.0 8.1 10.8 0.0 0.0 8.1 - 0.0

학사 (32) 21.9 21.9 3.1 28.1 18.8 0.0 6.3 0.0 - 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34.7 27.6 1.0 18.4 15.3 0.0 2.0 1.0 - 0.0

5~10년 (59) 47.5 16.9 0.0 18.6 13.6 0.0 1.7 1.7 - 0.0

10~15년 (22) 27.3 22.7 0.0 13.6 27.3 0.0 0.0 4.5 - 4.5

15년 이상 (28) 64.3 25.0 0.0 0.0 3.6 3.6 0.0 0.0 - 3.6

소속

기관

학계 (22) 54.5 27.3 0.0 13.6 0.0 0.0 0.0 0.0 - 4.5

연구계 (166) 41.6 22.9 0.6 15.1 16.3 0.6 1.2 1.2 - 0.6

산업계 (19) 26.3 26.3 0.0 21.1 15.8 0.0 5.3 5.3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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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선지원기술분야 선택기준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핵심요소 중 우선지원기술분야 선택기준으로는 ‘시급성’이 38.6%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소요기간’ 19.8%, ‘파급효과’ 18.8%, ‘기술 중요도’ 17.4%, ‘기술개발 

필요도’ 11.6% 순이며, ‘특별한 기준 없음(무응답)’ 0.5%로 나타남.

<그림 3> 우선지원 기술분야 선택기준
                                                                                      (N=206, 단위 :%)

1.9

11.6

0.5 0.5 1.0

9.2

0.5

17.4

1.0 1.0

8.2

19.8

38.6

18.8

0.5

기술개발

난이도

기술 개발 

필요도

기술 

경쟁력

기술 

성숙도

기술 

실현성

기술 

자립성

기술 

접근성

기술 

중요도

기술 

타당성

기술 risk 상용화 소요기간 시급성 파급효과 특별한

기준없음



- 24 -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핵심요소 중 1순위 ‘핵융합로 노심기술’, 2순위 ‘핵융합로 통합설계

기술’의 우선지원기술분야 선택기준으로 시급성이 33.3%로 가장 높음. 

        그리고, 1순위 ‘핵융합로 노심기술’, 2순위 ‘동력변환 계통기술’의 선택기준으로도 시급성이 

66.7%로 가장 높음. 마찬가지로 1순위 ‘핵융합로 노심기술’, 2순위 ‘핵융합로 부품소재기술’의 

선택기준도 시급성 41.9%로 가장 높아 전반적으로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핵심요소 기준으로

는 ‘시급성’이 가장 높음. 

        하지만,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핵심요소 중 1순위 ‘핵융합로 통합설계기술’, 2순위 ‘핵융합

로 노심기술’의 우선지원기술분야 선택기준으로는 ‘가술 중요도’가 38.5%로 가장 높음. 

<표 5> 우선지원기술분야 선택기준
(단위:개,%)

우선지원 기술분야 순위
응답수

기술

개발

난이도

기술

개발 

필요도

기술 

경쟁력

기술 

성숙도

기술 

실현성

기술 

자립성

기술 

접근성

기술

중요도

기술 

타당성

기술 

Risk
상용화

소요

기간
시급성

파급

효과

특별한

기준 

없음1순위 2순위

핵융합로 노심기술

핵융합로 통합설계기술 30 - 10.0 - - 3.3 3.3 - 30.0 - 3.3 6.7 10.0 33.3 16.7 -

동력변환 계통기술 3 - 33.3 - - - - - 33.3 - - - 33.3 66.7 -

핵융합로 부품소재기술 31 - 12.9 - - - 6.5 - 12.9 6.5 - 9.7 25.8 41.9 12.9 -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15 6.7 6.7 6.7 - - 6.7 - 26.7 - - - 20.0 33.3 20.0 -

연료주기 기술 5 20.0 - - 20.0 - - - 20.0 - - 20.0 - 40.0 - -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 2 - - - - - - - - - - - - 100.0 - -

핵융합로 

통합설계기술

핵융합로 노심기술 13 - 7.7 - - - 15.4 - 38.5 - - - 23.1 30.8 15.4 7.7

동력변환 계통기술 4 - 25.0 - - - - - 25.0 - - 50.0 - 25.0 - -

핵융합로 부품소재기술 19 - - - - - 5.3 - 5.3 - - 15.8 36.8 57.9 21.1 -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10 - - - - 10.0 30.0 - - - - 20.0 20.0 40.0 40.0 -

안전성 평가기술 1 - - - - - - - - - - - 100.0 - - -

기타 핵융합 1 - - - - - 100.0 - - - 100.0 - - - - -

동력변환 계통기술 핵융합로 통합설계기술 1 - 100.0 - - - - - - - - - - - - -

핵융합로 

부품소재기술

핵융합로 노심기술 8 - 25.0 - - - 12.5 - 12.5 - - - 25.0 25.0 25.0 -

핵융합로 통합설계기술 7 - 14.3 - - - 28.6 - 14.3 - - - 14.3 28.6 14.3 -

동력변환 계통기술 4 - 50.0 - - - - - - - - - - - 50.0 -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11 - 9.1 - - - - 9.1 - - - 9.1 45.5 54.5 36.4 -

연료주기 기술 2 - - - - - - - 50.0 - - - 50.0 - - -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핵융합로 노심기술 3 66.7 - - - - - - 66.7 - - - - 33.3 - -

핵융합로 통합설계기술 6 - 16.7 - - - 16.7 - 33.3 - - - 16.7 33.3 - -

핵융합로 부품소재기술 17 - 17.6 - - - 11.8 - 5.9 - - 5.9 17.6 47.1 29.4 -

연료주기 기술 1 - 100.0 - - - - - - - - - - - - -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 2 - 50.0 - - - - - - - - - - 50.0 50.0 -

기타 핵융합 1 - - - - - 100.0 - - - - - - - - -

연료주기 기술
환경기술 및 

폐기물관리기술
1 - - - - - - - - - - - - 100.0 - -

안전성 평가기술

연료주기 기술 1 - - - - - - - - - - - - 100.0 100.0 -

환경기술 및 

폐기물관리기술
2 - - - - - 50.0 - - - - - - - 50.0 -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

핵융합로 노심기술 1 - - - - - - - 100.0 - - - - - - -

핵융합로 부품소재기술 1 - - - - - - - - - - - - 100.0 - -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1 - - - - - - - - - - - - 100.0 - -

기타 핵융합 핵융합로 부품소재기술 2 - - - - - - - 50.0 - - 50.0 - - - -

주1. 응답수 적은 표본에 대해서는 해석상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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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양성

  1) 인력양성 부진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 받는 기술

    핵융합에너지 분야 인력양성 부진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 받는 기술로는 ‘핵융합로 노심기

술’이 26.6%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핵융합로 통합설계 기술’ 22.2%,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21.7%, ‘핵융합로 부품소재 기술’ 18.8%의 순임. 소속기관별로 보면, 연구계는 인력양성 

부진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술로 ‘핵융합로 노심기술’이 27.1% 높지만, 학계와 산업계는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구계와 다소 상이한 의견으로 보이고 있음.

<그림 4> 인력양성 부진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 받는 기술
                                                                                              (단위 :%)

26.6

22.2

2.4

18.8
21.7

1.4 2.4 1.4 1.0 1.9

핵융합로 

노심기술

핵융합로

통합설계

기술

동력변환 

계통기술

핵융합로 

부품소재

기술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연료주기 

기술

안전성 

평가기술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

환경기술 및 

폐기물

관리기술

기타 

핵융합

<표 6> 인력양성 부진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 받는 기술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핵융합로 

노심기술

핵융합로

통합설계

기술

동력변환 

계통기술

핵융합로 

부품소재

기술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연료주기 

기술

안전성 

평가기술

운영 및 

유지/보

수 기술

환경기술 

및 

폐기물

관리기술

기타 

핵융합

전체 (207) 26.6
(55)

22.2
(46)

2.4
(5)

18.8
(39)

21.7
(45)

1.4
(3)

2.4
(5)

1.4
(3)

1.0
(2)

1.9
(4)

학력

박사 (137) 29.2 25.5 1.5 20.4 19.0 1.5 0.7 0.0 0.7 1.5

석사 (37) 24.3 18.9 8.1 8.1 32.4 0.0 5.4 2.7 0.0 0.0

학사 (32) 15.6 12.5 0.0 25.0 21.9 3.1 6.3 6.3 3.1 6.3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21.4 21.4 4.1 24.5 20.4 0.0 3.1 2.0 1.0 2.0

5~10년 (59) 30.5 27.1 0.0 8.5 23.7 1.7 3.4 1.7 1.7 1.7

10~15년 (22) 45.5 18.2 0.0 18.2 18.2 0.0 0.0 0.0 0.0 0.0

15년 이상 (28) 21.4 17.9 3.6 21.4 25.0 7.1 0.0 0.0 0.0 3.6

소속

기관

학계 (22) 22.7 18.2 0.0 22.7 31.8 0.0 0.0 0.0 0.0 4.5

연구계 (166) 27.1 22.3 3.0 20.5 18.7 1.8 1.8 1.8 1.2 1.8

산업계 (19) 26.3 26.3 0.0 0.0 36.8 0.0 10.5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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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재 수립 중인 인력양성 계획 범위의 타당성

    현재 수립 중인 인력양성 계획 범위의 타당성으로는 ‘국내기술자립화 및 DEMO실현 기술개발 

인력양성’이 49.3%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핵융합 상용 발전로 건설 및 사업화 인력양성’ 

42.0%, ‘KSTAR 및 ITER 사업인력양성’ 8.7% 순임. 학력별로 보면, 석․박사는 ‘국내기술자립

화 및 DEMO실현 기술개발 인력양성’이 학사보다는 높지만, 학사는 ‘핵융합 상용 발전로 건설 

및 사업화 인력양성’이 56.3%로 석․박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이고 있어, 학력간의 

다소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핵융합에너지 개발목표와 핵융합에너지 인력양성 계획 범위의 타당성을 비교해보면, ‘핵융합 

상용 발전로 건설 및 사업화 인력양성’의 개발목표 타당성의 의견은 69.1%이고, 인력양성 계

획 범위 타당성은 42.0%로 약 27.1%p의 차이가 있어 ‘핵융합 상용 발전로 건설 및 인력양성’

의 개발목표와 인력양성 계획 범위의 타당성 전문가 의견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그림 5> 핵융합에너지 개발 목표 및 현재 수립 중인 인력양성 계획 범위의 타당성
                                                                                         (단위 :%) 

4.3

26.6

69.1

8.7

49.3
42.0

KSTAR 및 ITER 사업

인력양성

국내기술자립화 및

DEMO실현 기술개발 인력양성

핵융합 상용 발전로 건설 및 

사업화 인력양성

개발목표 인력양성 계획 범위

<표 7> 현재 수립 중인 인력양성 계획 범위의 타당성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KSTAR 및 ITER 사업

인력양성

국내기술자립화 및

DEMO실현 기술개발 인력양성

핵융합 상용 발전로 건설 및 

사업화 인력양성

전체 (207) 8.7
(18)

49.3
(102)

42.0
(87)

학력

박사 (137) 10.9 49.6 39.4

석사 (37) 8.1 51.4 40.5

학사 (32) 0.0 43.8 56.3

기타 (1) 0.0 10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7.1 44.9 48.0

5~10년 (59) 8.5 47.5 44.1

10~15년 (22) 9.1 50.0 40.9

15년 이상 (28) 14.3 67.9 17.9

소속

기관

학계 (22) 18.2 54.5 27.3

연구계 (166) 8.4 47.6 44.0

산업계 (19) 0.0 57.9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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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야별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활성방안

    현재까지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이 활발하지 못한 사유로는 ‘전문인력의 부족’이 86.5%로 가

장 높음. 다음으로는 ‘산업체 수요 부족’이 83.6%, ‘국가 정책적․제도적 지원 부족’ 77.3%, ‘핵

융합에너지 개발 참여에 따른 장점 부족’ 54.6%의 순임. 따라서,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미

활성 사유로는 ‘전문 인력 부족 및 산업체 수요 부족’의 현상으로 볼 수 있어 핵융합에너지 관

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의 수요 증대가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핵융합에너지 미활성 사유에 대해서 사유별로 세부현황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6>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이 활발하지 못한 사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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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부족

핵융합에너지 

개발 참여에 따른 

장점 부족

국가 정책적/

제도적 지원 부족

산업체 

수요 부족
  

   (1) 전문 인력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미활성 사유로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동의정도는 ‘동의한다’ 

58.5%, ‘매우 동의’ 28.0%로 긍정적인 의견은 86.5%임.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13.5%로 긍정

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미활성 사유로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활성방안으로는 ‘기존 연구기

관에 연구 인력증원’이 50.8%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교육센터 신설 또는 양성기관 지정 운

영’ 21.8%, ‘대학 내 핵융합과 신설을 통한 커리큘럼’ 19.0%순임. 소속기관별로 보면, 연구계

와 산업계는 ‘기존 연구기관에 연구 인력 증원’이 높지만, 학계는 ‘교육센터 신설 또는 양성기

관 지정 운영’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구계, 산업계와 상대적으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음. 기

타의견으로는 해외 전문가 유치, 대학 내 관련학과에서 전공필수 지정, 관련 연구기관의 해당

분야 참여 공개 등이 있음.  



- 28 -

<표 8> 전문 인력 부족 동의정도 및 해결책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활성의 동의정도

응답수

활성방안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동의
매우 
동의

대학 내 
핵융합학과 

신설을 
통한 

커리큘럼

교육센터 
신설 또는 
양성기관 
지정 운영

기존 
연구기관에 
연구 인력 

증원

기타

전체 (207) 1.9
(4)

11.6
(24)

58.5
(121)

28.0
(58) (179) 19.0

(34)
21.8
(39)

50.8
(91)

8.9 
(15)

학력

박사 (137) 2.2 13.9 52.6 31.4 (115) 20.9 22.6 47.0 10.4 

석사 (37) 0.0 8.1 67.6 24.3 (34) 8.8 20.6 61.8 8.8 

학사 (32) 3.1 6.3 71.9 18.8 (29) 24.1 20.7 51.7 3.4 

기타 (1) 0.0 0.0 100.0 0.0 (1) 0.0 0.0 10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2.0 13.3 62.2 22.4 (83) 14.5 18.1 62.7 6.0 

5~10년 (59) 1.7 8.5 50.8 39.0 (53) 18.9 22.6 45.3 13.2 

10~15년 (22) 4.5 9.1 68.2 18.2 (19) 26.3 21.1 42.1 10.5 

15년 이상 (28) 0.0 14.3 53.6 32.1 (24) 29.2 33.3 29.2 8.3 

소속

기관

학계 (22) 0.0 9.1 54.5 36.4 (20) 25.0 45.0 30.0 0.0 

연구계 (166) 1.8 12.0 57.8 28.3 (143) 17.5 18.9 53.8 10.5 

산업계 (19) 5.3 10.5 68.4 15.8 (16) 25.0 18.8 50.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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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융합에너지 개발 참여 혜택분야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미활성 사유로 핵융합에너지 개발 참여에 따른 장점 부족에 대한 동

의정도는 ‘동의한다’ 43.0%, ‘매우 동의’가 11.6%로 긍정적인 의견은 54.6%임. 반면, 부정적

인 의견이 45.4%로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남.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미활성 사유로 핵융합에너지 개발 참여에 따른 장점 부족에 대한 활

성방안으로는 ‘핵융합에너지 분야 Vision 및 Job Security 확보’가 71.7%로 가장 높음. 다음

으로는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 기회’ 21.2%, ‘학위과정 또는 장학금 지원 혜택’ 3.5%

순임. 학력별, 종사기간별, 소속기관별 모두 ‘핵융합에너지 분야 Vision 및 Job Security 확보’

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이고 있음. 기타의견으로는 연구원 처우개선 필요. 건설사업 연

구인력에게 순수 R&D 기회제공, 타분야 전공자 적극지원 등이 있음.

<표 9> 핵융합에너지 개발 참여 혜택분야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핵융합에너지 개발 참여에 따른 

장점 부족으로 인한 미활성 

동의정도

응답수

활성방안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동의
매우 
동의

핵융합에너
지 분야 
Vision 및 

Job 
Security
확보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 기회

학위과정 
또는 장학금 
지원 혜택

기타

전체 (207) 13.5
(28)

31.9
(66)

43.0
(89)

11.6
(24) (113) 71.7

(81)
21.2
(24)

3.5
(4)

4.4 
(4)

학력

박사 (137) 15.3 33.6 40.9 10.2 (70) 72.9 20.0 2.9 4.3 

석사 (37) 10.8 24.3 48.6 16.2 (24) 62.5 25.0 8.3 8.3 

학사 (32) 9.4 34.4 46.9 9.4 (18) 77.8 22.2 0.0 0.0 

기타 (1) 0.0 0.0 0.0 100.0 (1) 100.0 0.0 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11.2 33.7 45.9 9.2 (54) 74.1 24.1 1.9 0.0 

5~10년 (59) 18.6 30.5 37.3 13.6 (30) 70.0 23.3 3.3 3.3 

10~15년 (22) 13.6 31.8 40.9 13.6 (12) 58.3 25.0 0.0 16.7 

15년 이상 (28) 10.7 28.6 46.4 14.3 (17) 76.5 5.9 11.8 11.8 

소속

기관

학계 (22) 13.6 18.2 50.0 18.2 (15) 73.3 13.3 13.3 0.0 

연구계 (166) 14.5 35.5 41.0 9.0 (83) 67.5 25.3 2.4 6.0 

산업계 (19) 5.3 15.8 52.6 26.3 (15) 93.3 6.7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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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 정책적․제도적 지원 분야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미활성 사유로 국가 정책적․제도적 지원 부족에 대한 동의정도는 ‘동

의한다’ 48.8%, ‘매우 동의’ 28.5%로 긍정적인 의견은 77.3%로 나타남. 반면, 부정적인 의견

이 22.7%로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미활성 사유로 국가 정책적․제도적 지원 부족에 대한 활성방안으로

는 ‘관련  R&D 예산 지원 확대’가 67.5%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핵융합에너지 개발 정책 

및 정부 추진’ 18.8%, ‘연구 및 산업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10.6%순임. 학력별, 종사기간별, 

소속기관별 모두 ‘관련  R&D 예산 지원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이고 있음. 기타의

견으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시행, 주관기관의 예산집행 자율권 부여, 관련법규 제정, 통

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표 10> 국가 정책적․제도적 지원 분야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국가 정책적 •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미활성의 동의정도

응답수

활성방안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동의
매우 
동의

핵융합
에너지 
개발 

정책/정부 
추진

관련 R&D 
예산 지원 

확대

연구 및 
산업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타

전체 (207) 1.0
(2)

21.7
(45)

48.8
(101)

28.5
(59) (160) 18.8

(30)
67.5
(108)

10.6
(17)

4.4 
(5)

학력

박사 (137) 1.5 25.5 48.2 24.8 (100) 16.0 70.0 11.0 5.0 

석사 (37) 0.0 13.5 54.1 32.4 (32) 21.9 65.6 6.3 6.3 

학사 (32) 0.0 15.6 43.8 40.6 (27) 25.9 59.3 14.8 0.0 

기타 (1) 0.0 0.0 100.0 0.0 (1) 0.0 100.0 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1.0 24.5 52.0 22.4 (73) 21.9 65.8 8.2 6.8 

5~10년 (59) 0.0 22.0 42.4 35.6 (46) 19.6 67.4 10.9 2.2 

10~15년 (22) 4.5 9.1 45.5 40.9 (19) 15.8 63.2 21.1 0.0 

15년 이상 (28) 0.0 21.4 53.6 25.0 (22) 9.1 77.3 9.1 4.5 

소속

기관

학계 (22) 0.0 18.2 36.4 45.5 (18) 16.7 77.8 5.6 0.0 

연구계 (166) 1.2 22.3 49.4 27.1 (127) 20.5 66.9 9.4 4.7 

산업계 (19) 0.0 21.1 57.9 21.1 (15) 6.7 60.0 26.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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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체 수요 분야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의 미활성 사유로 산업체 수요 부족에 대한 동의정도는 ‘동의한다’가 

53.6%, ‘매우 동의’가 30.0%로 긍정적인 의견이 83.6%로 나타남. 반면, ‘동의하지 않음’이 

14.0%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 2.4%로 부정적인 의견이 16.4%로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 산업체 수요 분야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않음 동의 매우 동의

전체 (207) 2.4
(5)

14.0
(29)

53.6
(111)

30.0
(62)

학력

박사 (137) 2.9 13.1 52.6 31.4

석사 (37) 2.7 16.2 62.2 18.9

학사 (32) 0.0 15.6 46.9 37.5

기타 (1) 0.0 0.0 10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3.1 11.2 55.1 30.6

5~10년 (59) 3.4 16.9 54.2 25.4

10~15년 (22) 0.0 18.2 40.9 40.9

15년 이상 (28) 0.0 14.3 57.1 28.6

소속

기관

학계 (22) 0.0 18.2 59.1 22.7

연구계 (166) 3.0 13.3 56.0 27.7

산업계 (19) 0.0 15.8 26.3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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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기타활성방안

    전반적으로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이 활성화하지 못한 사유로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산업체 

수요 부족’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기타사유로는 ‘재원

부족(지원부족)’의견이 23.8%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기술개발의 일

관성 변화’, ‘과학 기술자 사회의 핵융합에너지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국민들의 인

식부족’, ‘대규모 투자 요구’가 각각 9.5% 순임. 기타의견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 필요성에 대

한 교육 홍보 부족, 핵융합기술에 대한 확실한 기술적 가능성 제시 부족, 연구개발 기획 담당

자의 인식 부족, 정책 수립자의 핵융합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부족 등이 있음. 

        따라서,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

체 수요 증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 재정의 확보’, ‘국가 정책변화에 따른 기술개발의 일관성 

유지’등이 필요함.

<표 12>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이 활성화하지 못한 기타 사유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재원부족

(지원부족)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기술개발의 

일관성 변화

과학 기술자 

사회의 

핵융합에너지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대부분의 

국민들의 인식 

부족

대규모 투자 

요구
기타

전체 (21) 23.8
(5)

9.5
(2)

9.5
(2)

9.5
(2)

9.5
(2)

61.9 
(8)

학력

박사 (16) 25.0 6.3 12.5 6.3 12.5 56.3 

석사 (3) 0.0 0.0 0.0 0.0 0.0 133.3 

학사 (1) 100.0 100.0 0.0 0.0 0.0 0.0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6) 16.7 0.0 0.0 16.7 33.3 66.7 

5~10년 (7) 28.6 28.6 14.3 0.0 0.0 42.9 

10~15년 (3) 33.3 0.0 33.3 33.3 0.0 33.3 

15년 이상 (5) 20.0 0.0 0.0 0.0 0.0 100.0 

소속

기관

학계 (2) 50.0 0.0 0.0 0.0 0.0 100.0 

연구계 (16) 18.8 6.3 12.5 6.3 12.5 56.3 

산업계 (3) 33.3 33.3 0.0 33.3 0.0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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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핵융합에너지 개발 인력확보의 Main Driving Force
  
     핵융합에너지 개발 인력확보의 Main Driving Force는 ‘핵융합에너지 분야 Vision 및 Job  

security 확보’가 45.4%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확대’ 33.8%,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선’ 13.5%, ‘산업체 수요 가시화’ 7.2% 순임.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선 방안의 타당성으로는 ‘산학연 공동협력’이 42.9%로 가장 높음. 다음

으로는 ‘전문양성 기관 지정 운영’ 35.7%, ‘교육프로그램 운영’ 14.3%, ‘국제협력 촉진’ 

7.1% 순임. 소속기관별로 보면, 연구계는 ‘산학연 공동협력’이 모두 타당하다고 나타났으며, 

산업계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42.1%, 학계에서는 ‘산학연 공동협력’이 47.1%로 소속기관

별로 상대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표 13>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선 방안의 타당성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선

핵융합

에너지 분야 

Vision/Job 

Security

확보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확대

산업체 

수요 

가시화
산학연 

공동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양성

기관 지정 

운영

국제협력 

촉진

전체 (207) 13.5
(28)

42.9
(12)

14.3
(4)

35.7
(10)

7.1
(2)

45.4
(94)

33.8
(70)

7.2
(15)

학력

박사 (137) 12.4 41.2 11.8 41.2 5.9 51.1 31.4 5.1

석사 (37) 10.8 75.0 0.0 25.0 0.0 45.9 35.1 8.1

학사 (32) 21.9 28.6 28.6 28.6 14.3 21.9 40.6 15.6

기타 (1) 0.0 66.7 13.3 13.3 6.7 0.0 10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15.3 0.0 25.0 75.0 0.0 45.9 31.6 7.1

5~10년 (59) 6.8 50.0 0.0 50.0 0.0 55.9 30.5 6.8

10~15년 (22) 9.1 14.3 14.3 57.1 14.3 27.3 54.5 9.1

15년 이상 (28) 25.0 0.0 28.6 57.1 14.3 35.7 32.1 7.1

소속

기관

학계 (22) 31.8 47.1 11.8 35.3 5.9 31.8 31.8 4.5

연구계 (166) 10.2 100.0 0.0 0.0 0.0 47.6 36.1 6.0

산업계 (19) 21.1 21.1 42.1 15.8 21.1 42.1 15.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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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점별 인력양성 계획분야의 시급성
 
     시점별 인력양성 계획분야의 시급성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현재시점과 기술 자립화 시점, 상

용화 시점 모두 ‘산업체 지원을 통한 제작 및 응용 기술 인력 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남. 특히, 현재시점에서 73.4%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현재시점, 기술 자립화 시점에서 

‘교육을 통한 기추 연구 인력 양성’ 64.3%, 상용화 시점에서 ‘관련기관 확대를 통한 R&D 

Engineering 인력 양성’ 48.8%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보면, 박사학력 전문가는 현재시점, 기술 자립화 시점, 상용화 시점에서 ‘산업체 지

원을 통한 제작 및 응용 기술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석사학력 전문가는 

현재시점, 기술 자립화 시점에서는 ‘교육을 통한 기초 연구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상용화 

시점에서는 ‘산업체 지원을 통한 제작 및 응용 기술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재에는 인력양성이 기초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림 7> 시점별 인력양성 계획분야의 시급성                                                                                               (단위:%) 

64.3 64.3

43.045.4
40.6

48.8

73.4 70.0
65.2

현재시점 기술 자립화 시점 상용화 시점

교육을 통한 기초 연구 인력 양성 관련기관 확대를 통한 R&D/ Engineering 인력 양성 산업체 지원을 통한 제작 및 응용 기술 인력 양성

<표 14> 시점별 인력양성 계획분야의 시급성 - 1순위기준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현재시점 기술 자립화 시점 상용화 시점

교육을 
통한 기초 
연구 인력 

양성

관련기관 
확대를 

통한 R&D/ 
Engineering 
인력 양성

산업체 
지원을 

통한 제작 
/응용 기술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기초 
연구 인력 

양성

관련기관 
확대를 

통한 R&D/ 
Engineering 
인력 양성

산업체 
지원을 

통한 제작 
/응용 기술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기초 
연구 인력 

양성

관련기관 
확대를 

통한 R&D/ 
Engineering 
인력 양성

산업체 
지원을 

통한 제작 
/응용 기술 
인력 양성

전체 (207) 64.3 45.4 73.4 64.3 40.6 70.0 43.0 48.8 65.2

학력

박사 (137) 63.5 48.9 83.2 66.4 45.3 78.8 42.3 50.4 68.6

석사 (37) 73.0 40.5 56.8 73.0 40.5 59.5 40.5 43.2 70.3

학사 (32) 59.4 37.5 53.1 46.9 21.9 46.9 50.0 50.0 46.9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68.4 48.0 71.4 64.3 38.8 66.3 42.9 50.0 64.3

5~10년 (59) 69.5 50.8 74.6 67.8 47.5 76.3 39.0 40.7 59.3

10~15년 (22) 63.6 45.5 68.2 68.2 45.5 68.2 45.5 50.0 72.7

15년 이상 (28) 39.3 25.0 82.1 53.6 28.6 71.4 50.0 60.7 75.0

소속

기관

학계 (22) 36.4 36.4 100.0 31.8 27.3 95.5 31.8 45.5 50.0

연구계 (166) 69.9 50.0 75.9 71.7 46.4 71.1 42.8 48.2 66.9

산업계 (19) 47.4 15.8 21.1 36.8 5.3 31.6 57.9 57.9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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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핵융합에너지 개발 Core 인력 그룹/기관

    핵융합에너지 개발 Core 인력 그룹/기관으로는 ‘핵융합연구소’가 79.7%로 가장 높음. 다음으

로는 ‘대학 또는 기타 핵융합 및 플라즈마 관련 연구소’ 14.5%, 현재는 없지만 ‘지정․육성 필

요’ 5.3%, ‘산업체’ 0.5% 순임. 학력별, 종사기간, 소속기관 모두 ‘핵융합연구소’가 핵융합에너

지 개발의 Core인력 그룹/기관이라고 높은 의견을 보이고 있음.

<표 15> 핵융합에너지 개발 Core 인력 그룹/기관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핵융합연구소

대학 또는 기타 

핵융합 및 플라즈마 

관련 연구소

산업체 현재는 없음

전체 (207) 79.7
(165)

14.5
(30)

0.5
(1)

5.3
(11)

학력

박사 (137) 78.8 15.3 0.0 5.8

석사 (37) 83.8 10.8 0.0 5.4

학사 (32) 78.1 15.6 3.1 3.1

기타 (1) 100.0 0.0 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81.6 11.2 0.0 7.1

5~10년 (59) 81.4 11.9 0.0 6.8

10~15년 (22) 72.7 27.3 0.0 0.0

15년 이상 (28) 75.0 21.4 3.6 0.0

소속

기관

학계 (22) 63.6 31.8 0.0 4.5

연구계 (166) 81.3 12.7 0.0 6.0

산업계 (19) 84.2 10.5 5.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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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Core 인력 그룹/기관 인력 확보의 집중 여부

     Core 인력 그룹/기관 인력 확보의 집중 여부로는 ‘그렇다’의 긍정적인 의견이 73.4%임. 이는 

핵융합에너지 인력양성계획의 Core 인력 그룹/기관 인력 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

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소속기관별로 보면, 연구계와 산업계에서는 ‘그렇다’의 긍정적

인 의견이 높은 반면, 학계에서는 ‘아니다’의 부정적인 의견이 54.5%로 소속기관별로 상대적

인 의견이 보이고 있음.

<그림 8> Core 인력 그룹/기관 인력 확보 집중 여부
                                                   (단위 :%)

아니다,

26.6%

그렇다,

73.4%

<표 16> Core 인력 그룹/기관 인력 확보 집중 여부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207) 73.4
(152)

26.6
(55)

학력

박사 (137) 65.0 35.0

석사 (37) 83.8 16.2

학사 (32) 96.9 3.1

기타 (1) 10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76.5 23.5

5~10년 (59) 78.0 22.0

10~15년 (22) 86.4 13.6

15년 이상 (28) 42.9 57.1

소속

기관

학계 (22) 45.5 54.5

연구계 (166) 74.7 25.3

산업계 (19) 94.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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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핵융합에너지 인력양성 계획 수립 및 실현시 문제점

    핵융합에너지 인력양성 계획 수립 및 실현시 문제점으로는 ‘인력 양성 후 활용 전략의 구체성 

미흡’이 42.0%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계획 수립 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실천 의지 부족’ 

31.9%, ‘핵융합 분야의 Multi-Discipline 특성’ 21.7% 순임. 학력별로 보면, 박사 전문가는 

‘인력 양성 후 활용 전략의 구체성 미흡’하다는 의견이 44.5%이지만,  학사 및 석사 전문가는 

‘계획 수립 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실천 의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각각 46.9%, 45.9%로 학

력간의 다소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7> 핵융합에너지 인력양성 계획 수립 및 실현시 문제점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핵융합 분야의 

Multi-Discipline

특성

계획 수립 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실천 

의지 부족

인력 양성 후 활용 

전략의 구체성 미흡
기타

전체 (207) 21.7
(45)

31.9
(66)

42.0
(87)

4.3 
(9)

학력

박사 (137) 26.3 24.1 44.5 5.1 

석사 (37) 16.2 45.9 35.1 2.7 

학사 (32) 9.4 46.9 40.6 3.1 

기타 (1) 0.0 100.0 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22.4 32.7 39.8 5.1 

5~10년 (59) 23.7 33.9 39.0 3.4 

10~15년 (22) 9.1 27.3 63.6 0.0 

15년 이상 (28) 25.0 28.6 39.3 7.1 

소속

기관

학계 (22) 40.9 27.3 27.3 4.5 

연구계 (166) 19.3 31.9 44.6 4.2 

산업계 (19) 21.1 36.8 36.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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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통계

  1) 시점별 인력양성 계획 분야별의 적절한 운영비중
    인력양성 계획 분야별 인력구성은 현재시점의 경우, ‘관련 연구소 연구 개발 및 엔지니어 인

력’이 47.8%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관련 학과의 교수 및 학생’ 30.7%임. 미래시점의 경우

도 ‘관련 연구소 연구 개발 및 엔지니어 인력’이 37.1%로 가장 높음.

    시점별 인력양성 계획 분야별 인력구성의 변화를 보면, ‘관련 학과의 교수 및 학생’은 현재에 

비해 미래 4.0%p, ‘관련 연구소 연구 개발 및 Engineering 인력’ 10.7%p 감소하였으나, ‘산업

체 제작 및 응용 기술 분야 종사인력’은 14.7%p 증가하여 미래에는 산업체 중심의 응용 인력 

양성이 예상됨.

<그림 9> 시점별 인력양성 계획 분야별의 적절한 운영비중의 변화  (N=207, 단위:개,%)

                                                                         

30.7 26.7

47.8
37.1

21.5
36.2

현재 미래

관련 학과

교수/학생

연구소 연구 개발/
Engineering

산업체 제작/
응용 기술 분야

<표 18> 시점별 인력양성 계획 분야별의 적절한 운영비중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인력양성 계획 분야

관련 학과의 교수 및 학생 관련 연구소 연구 개발 및 
Engineering 인력

산업체 제작 및 응용 기술 분야 
종사 인력

현재 미래 증감정도 현재 미래 증감정도 현재 미래 증감정도

전체 (207) 30.7 26.7 ▼ 4.0 47.8 37.1 ▼10.7 21.5 36.2 ▲14.7

학력

박사 (137) 32.0 25.5 ▼ 6.5 48.6 37.8 ▼10.8 19.4 36.7 ▲17.3

석사 (37) 30.3 28.6 ▼ 1.7 46.6 36.8 ▼ 9.8 23.1 34.6 ▲11.5

학사 (32) 25.9 28.8 ▲ 2.9 46.6 34.7 ▼11.9 27.5 36.6 ▲ 9.1

기타 (1) 25.0 50.0 ▲25.0 25.0 25.0 - 50.0 25.0 ▼25.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29.9 26.5 ▼ 3.4 47.8 36.2 ▼11.6 22.2 37.3 ▲15.1

5~10년 (59) 30.6 26.6 ▼ 4.0 47.9 38.0 ▼ 9.9 21.5 35.4 ▲13.9

10~15년 (22) 29.8 26.8 ▼ 3.0 49.5 40.2 ▼ 9.3 20.7 33.0 ▲12.3

15년 이상 (28) 34.3 27.7 ▼ 6.6 46.3 35.7 ▼10.6 19.5 36.6 ▲17.1

소속

기관

학계 (22) 42.5 28.4 ▼14.1 37.7 33.2 ▼ 4.5 19.8 38.4 ▲18.6

연구계 (166) 29.9 26.2 ▼ 3.7 49.6 38.1 ▼11.5 20.5 35.7 ▲15.2

산업계 (19) 24.2 28.9 ▲ 4.7 43.9 32.9 ▼11.0 31.8 38.2 ▲ 6.4



- 39 -

  2) 연구개발 소요 인력 계획의 적절성

    연구개발 소요 인력 계획의 적절성으로는 ‘적절하다’의 의견이 79.2%로 높게 나타났으며, ‘증

가 할 필요가 있다’의 의견은 19.3%로 핵융합에너지개발 연구인력 계획이 적절하다의 의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학력별, 종사기간, 소속기관 모두 연구개발 소요 인력 계획의 ‘적절하

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구개발 소요 인력의 증가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19.3%의 증가 필요 인력을 보면, 

2009년에는 109명, 2010년 157명, 2011년 194명으로 연구개발 인력이 점점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2009년 필요 인력은 계획 인력의 23.9%, 2010년 필요 인력은 계획 인력

의 29.2%, 2011년 필요 인력은 계획 인력의 34.3%로 계획 인력 대비 필요 인력의 비중은 시

간이 지날수록 증가함.

<표 19> 연구개발 소요 인력 계획의 적절성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적절 증가 필요 무응답

전체 (207) 79.2
(164)

19.3
(40)

1.4
(3)

학력

박사 (137) 81.0 17.5 1.5

석사 (37) 70.3 27.0 2.7

학사 (32) 81.3 18.8 0.0

기타 (1) 100.0 0.0 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76.5 22.4 1.0

5~10년 (59) 72.9 27.1 0.0

10~15년 (22) 95.5 4.5 0.0

15년 이상 (28) 89.3 3.6 7.1

소속

기관

학계 (22) 81.8 18.2 0.0

연구계 (166) 78.3 19.9 1.8

산업계 (19) 84.2 15.8 0.0

<그림 10> 연구개발 소요 인력의 적정인원  (단위:명)
                           

455 538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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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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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인 력

연 구 개 발  증 감  인 력

연 구 개 발  인 력

계획대비

23.9%

계획대비

34.3%
계획대비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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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래시점에서 국내 연구개발인력의 필요 인력 수준

    기술자립시점에서의 국내 연구개발 필요 인력은 약 1,454명임. 이는 ‘제1차 핵융합에너지 개

발 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9년 계획인원을 기준으로 기술자립시점을 25년 후로 예상하

고, 연평균 연구개발인력의 증가율을 5%로 가정하였을 경우의 인력이 1,541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자립시점에서의 연구개발 필요 인력을 1,454명을 목표로 한 경우에는 연평균 5%

의 연구인력 성장이 필요함. 

     미래시점에서 국내 연구개발인력의 필요 인력 수준으로는 ‘600명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

답한 의견이 전체 84.5%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300~599명’ 6.3%, ‘100~299명’ 2.4%의 

순임. 국내 연구개발인력 필요 수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의 의견도 6.8%로 나타남. 학력별, 

종사기간, 소속기관 모두 미래시점 국내 연구개발인력 필요 수준으로 ‘600명 이상’이 적정하

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0> 미래시점에서 국내 연구개발인력의 필요 인력 수준
(N=207, 단위:개,%,명)

구분 응답수 100~299명 300~599명 600명 이상 무응답/모름 평균

전체 (207) 2.4
(5)

6.3
(13)

84.5
(175)

6.8
(14) 1,454

학력

박사 (137) 3.6 4.4 86.1 5.8 1,431

석사 (37) 0.0 8.1 78.4 13.5 1,418

학사 (32) 0.0 12.5 84.4 3.1 1,611

기타 (1) 0.0 0.0 100.0 0.0 7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2.0 7.1 86.7 4.1 1,393

5~10년 (59) 1.7 3.4 88.1 6.8 1,583

10~15년 (22) 4.5 9.1 81.8 4.5 1,329

15년 이상 (28) 3.6 7.1 71.4 17.9 1,513

소속

기관

학계 (22) 4.5 4.5 72.7 18.2 1,536

연구계 (166) 2.4 6.6 84.9 6.0 1,418

산업계 (19) 0.0 5.3 94.7 0.0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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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학력구성 타당성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학력구성으로는 박사 43.7%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석

사 32.1%, 학사이하 24.2% 순임. 소속기관별로 보면, 연구계와 산업계는 박사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계는 석사가 37.0%로 상대적으로 높아 연구계, 산업계와 다소 상

이한 의견으로 보이고 있음.

<그림 11>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학력구성 타당성
                                                  (단위 :%)

박사, 43.7%

석사, 32.1%

학사이하,
24.2%

<표 21>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학력구성 타당성
(N=207, 단위:개,%)

구분 응답수 박사 석사 학사이하

전체 (207) 43.7 32.1 24.2

학력

박사 (137) 43.9 33.2 23.0

석사 (37) 47.6 31.5 20.9

학사 (32) 38.6 27.7 33.8

기타 (1) 50.0 40.0 10.0

종사

기간

5년 미만 (98) 44.1 31.5 24.3

5~10년 (59) 44.0 32.8 23.3

10~15년 (22) 47.0 28.4 24.5

15년 이상 (28) 39.1 35.4 25.6

소속

기관

학계 (22) 36.8 37.0 26.1

연구계 (166) 45.5 31.3 23.2

산업계 (19) 36.1 32.9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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