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9·10 37

한 국전력기술 (KEPCO E&C)과 국가핵융합연구소 (NFRI) (이하 

한전기술컨소시엄)는 ITER 국제기구에서 발주한 중앙 연동 제

어 장치 (Central Interlock System)의 최종 설계 및 구매, 시운전, 유지 

보수 사업 (이하 CIS 턴키 사업)을 약 780만 유로에 수주하여 지난 9월 

25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수주는 국내외 원전 사업에서 개발 / 적용중인 제어 계통 설계 

기술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사업 수행 경험을 ITER 국제기구로부터 인

정받아 국제 공개 경쟁 입찰에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경쟁사를 물

리친 결과여서 더욱 의의가 있다.

미래 에너지의 꿈, 핵융합 발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전쟁이 점차 치열

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석유와 천연가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석유 소비 세계 7

위, 석유 정제 능력 세계 5위, 전력 소비 세계 12위의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다. 화석연료 가격 급등 문제와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의 중요

성은 날로 커지고 있어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

되는 핵융합 에너지가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핵융합은 초고온, 초고압 조건하에서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충돌 

및 융합하여 하나의 무거운 원자핵으로 융합하는 반응으로, 이는 태양

을 비롯한 모든 별에서의 에너지 근원이다. 태양 에너지는 플라즈마 상

태에서 수소끼리 결합하여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의 결과이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양전하를 띤 원자핵 간의 전기적 

반발력 (쿨롱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하며, 원자핵이 

부산수산대 기관공학과 졸업

신고리 3, 4호기 종합설계용역 
분야 책임자 ( ’01.10 ~ ’03.8)

SMART- P 플랜트 연구를 위한  
종합설계 용역 사업책임자

APR+개발타당성평가 연구용역 사업책임자

APR1400 핀란드내 건설 타당성연구용역 
사업책임자

UAE 원전 사업 책임자

원자력사업개발처장

벡텔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용역 사업책임자

원자력본부 본부장 ( ’12 ~ )

결실을 맺어가는 무한 미래 에너지 창조의 길, ITER 프로젝트

한국전력기술의 ITER 중앙연동제어장치 턴키 사업 수주 의의

윤 순 철
한국전력기술 (주) 원자력본부 본부장

지금 여기



38 2013 9·10

가진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로 가열해주

어야 한다. 태양에서는 약 30억 기압과 약 1600만도 조

건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약 1억도 이상의 온도

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구현 가능한 중수소

(Deutrium)와 삼중수소 (Tritium)의 핵융합 반응을 일

으키려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

어 1억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여야 하고, 이 고온

의 플라스마를 담기 위한 용기, 즉 토카막 (Tokamak) 

장치가 필요하다.

토카막은 Toroidal Chamber with Magnetic Coils라

는 뜻의 러시아어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1950년대 구

소련의 이고르 탐 (Igor Tamm 1895 - 1971)과 사하로프

(Andrei Sakharov 1921 - 1989)가 발명하고, 1968년 아

치모비치 (Lev Artsimovich 1909 - 1973)가 발표한 후 세

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재는 대부분의 핵융

합 연구가 이 토카막 장치에 집중 되고 있다. 

한편, 핵융합 에너지는 ① 연료가 거의 무한대로 존

재하며 (중수소 D는 바닷물에 사실상 무한대로 존재하

고, 삼중수소 (T, 트리튬) 또한 트리튬 증식 활용시 무

한하다), ②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가스 발생량

이 매우 적고, ③ 핵융합 반응은 원천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비상시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가 쉽고, 

④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만을 발생시키는 등의 뛰어난 

그 내재적 특성으로 인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단번

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 에너지로서 각광받

고 있다.

이러한 핵융합 에너지 연구는 미국에서는 프린스턴

대학을 중심으로, 구소련에서는 사하로프 박사의 주도

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토카막핵융합실험로

(TFTR), 유럽연합의 유럽공동연구토러스 ( JET), 일본

의 JT - 60U 등과 같은 토카막형 핵융합 실험 시설이 건

설되었고, 이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미래 에너지 기술 

선점을 위한 핵융합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2040 ~ 50년경 본격적인 핵융합 발전 구현을 목표로 하

ITER 건설 현장. ITER 사업은 열출력 500MW, 에너지 증폭률 (Q)이 10 이상인 국제핵융합실험로의 건설 / 운영을 통해서 핵융합 에너지
의 실용화를 위한 최종 공학적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ITER 건설 총사업비는 약 71억 Euro이며 유럽연합이 45.46%를 부담하고 6개 
참여국이 각각 9.09%씩 부담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의 ITER 중앙연동제어장치 턴키 사업 수주 의의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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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국가 핵융합 연

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

구원 부설기관으로 핵융합연구센터가 2005년 10월 창

설되어 국내 핵융합 연구를 주도하게 되었다. 

한국형 핵융합로를 건설하고 핵융합 에너지 상용

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가핵융

합연구소는 1995년 12월 초전도 토카막 연구 장치

(KSTAR,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개발 사업에 착수하여, 주장치를 2007년 9월 

완공하고 최초로 플라즈마를 실현하는 중요 성과를 이

루었다. 

이외에도 발광다이오드 (LED) 소재 제조에 적용한 핵

심 원천 기술 연구, 브라운 가스 발생 장치 개발과 인

프라 구축, 수중 플라즈마 방전을 이용한 수처리 시스

템 개발 등의 다양한 핵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무한 미래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ITER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구상은 1985년 제네바에서 개

최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구소련 서기장 

간 미 - 소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을 통해 시작되었

다. 그 후 유럽과 일본이 참가한 4자에 의해 개념 설계

가 이루어졌고, 이후 미국, 유럽, 일본 3국을 중심으로 

2001년까지 공학 설계를 완료하였다.

공학 설계 결과에 기초하여 ITER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제적인 틀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가 유럽, 캐나

다, 러시아, 일본 등 4자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최종적

으로는 한국, 중국, 인도가 참여하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 유럽,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의 7자 회원

국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넘는 인구를 가진 국가들이 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

ITER 토카막 장치. ITER 사업에 대한 한전기술의 참여 목적은 첫째, ITER 국제기구에서 발주하는 국제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용역
을 수주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전기술의 우수 경험 인력을 ITER 국제기구에 파견하여 국제 핵융합 공동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또한 국내에서 부족한 일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한국전력기술의 ITER 중앙연동제어장치 턴키 사업 수주 의의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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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카다라쉬, 스페인의 반데요스(Vandellllos), 

캐나다의 클라링턴 (Clarington), 일본의 로카쇼뮤라

(Rokkashomura)가 경합하였던 ITER 사이트는 캐나다

의 탈락 /  탈퇴, 유럽의 후보지 일원화를 거쳐 최종적으

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에 위치한 카다라쉬로 2005년 

6월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ITER 기구 사무총

장 (Director General) 추천권, 이사회 개최 등의 ITER

의 핵심 기능 참여 등 준 (準)호스트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외교력을 보였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향후 

국제기구 활동에서 참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ITER 사업은 열출력 500MW, 에너지 증폭률 (Q)이 

10 이상인 국제핵융합실험로의 건설 / 운영을 통해서 

핵융합 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한 최종 공학적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ITER 건설 총사업비는 약 71억 Euro 이며 유럽연합이 

45.46 %를 부담하고 6개 참여국이 각각 9.09 %씩 부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약 9000여억 원의 비용

을 부담하고 있다. 참여국으로부터 참여국에 할당된 

조달 품목들을 제작 / 납품받아 ITER 국제기구가 주도

적으로 현장 조립 완성하는 방식으로 ITER 실험장치를 

건설중이다.

ITER 사업 참여국들은 ITER 사업에 관련된 연구 개발 

기술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시설 건설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관련 기술 및 지적 재산권을 공유하게 되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ITER Tokamak 실험장치

ITER 의 토카막 구조를 살펴보면, 토카막 내부에 연

료가 고온의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여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열과 중성자를 방출한다. 그 주위에 블랑켓이라

는 장치가 플라즈마를 감싸듯이 설치되어 핵융합 반응

에 의한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전달하고 중성자를 이용

하여 삼중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블랑켓은 플라즈마와 맞닿는 쪽의 1차벽과 중성자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뒤쪽의 차폐벽 사이에 

삼중수소 증식 부분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냉각부로 구

성되어 있다. 블랑켓은 도넛 모양의 진공 용기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 진공 용기의 벽은 플라즈마와 외부와의 

경계 면의 역할을 한다. 

진공 용기 바깥쪽에는 플로이달 코일과 트로이달 코

일이라는 초전도 자석이 설치되어 플라즈마를 유지하

고 제어하는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다. 

번호 ITER 프로젝트 내용 수주 수행기간 비고

1 전기 기기 설치 설계 지원 용역 2008 3년

2 타입 B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장 시스템 최적화 용역 2008 7개월

3 설계 및 기술 지원 (ETS)용역 2009 8년

4 방사성폐기물 처리 / 저장 시스템 설계 최적화 및 분석 용역 2009 5개월

5 ITER 상세 수행 절차 개발 용역 2010 2년

6 케이블 엔지니어링 지원 용역 (CESS) 2012 5년

7 CODAC 네트워크 설비 상세 설계 용역 2012 1년

8 형상 관리 (CM) 프로그램 개선 지원 용역 2013 9개월

9 중앙 연동 제어 장치 (CIS) 턴키 사업 2013 약 8년 컨소시엄

<표 1> 한전기술 수주 ITER 사업 리스트

한국전력기술의 ITER 중앙연동제어장치 턴키 사업 수주 의의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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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 Control System

이러한 ITER 토카막에 사용될 계측 제어 (I&C) 계통

은 ITER 실험장치를 적절히 제어하고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체를 포함하며, 이는 

외형적으로는 중앙 계측 제어 (Central I&C) 계통과 플

랜트 계측 제어 (Plant I&C) 계통으로 구분된다. 

중앙 계측 제어 계통은 다시 제어·데이터 접

근 및 통신 (CODAC, Control, Data Access and 

Communication), 중앙 연동 제어 계통 (CIS, Central 

Interlock System) 및 중앙 안전 계통 (CSS, Central 

Safety System)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중앙 계측 제

어 계통은 ITER 국제기구에서 국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중앙 연동 제어 계통은 플랜트 계통의 운영 실

패 또는 부적절한 장치 운영으로 인해 ITER 실험 장치

에 위험한 상태가 감지되었을 때 여러 플랜트 계통 간

의 제어 반응을 조정하는 계통이며, ITER 장치의 제어 

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ITER 실험장치의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제어 계통 중의 하

나이다. 

또한 플랜트 계통들이 위험 상태 조건에 이르지 못하

도록 방지함과 동시에 안전 기능이나 보호 작동의 수

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중앙 연동 제어 

계통은 플랜트 계통 I&C 및 CODAC, 플라즈마 제어 

계통의 보호망 (Security net) 이라고 할 수 있다.

ITER 사업에서의 한기의 활약

한전기술은 에너지 분야 공기업으로서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미래 에너지 기술 획득 및 핵융합 관련 사업 경

험 축적을 위해 NFRI 및 ITER 한국사업단과 다양한 분

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왔다.

ITER 사업에서 한전기술의 참여는 크게 2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첫째는 ITER 국제기구에서 발주하는 국

제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용역을 수주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전기술의 우수 경험 

인력을 ITER 국제기구에 파견하여 국제 핵융합 공동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 기술의 우수

성을 전파하고 또한 국내에서 부족한 일부 기술을 습

득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한전기술은 ITER 국제기구의 국제 공개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2008년 10월 ‘전기 기기 설치 설계 지

원 용역(Engineering support for electrical installation)’

을 처음으로 수주하였다. 

그 당시 이케다 (IKEDA) ITER 국제기구 초대 사무총

장은 한전기술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으

며, ITER 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기여를 요청하는 

등 한국의 원전 기술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곧이어 한전기술은 ‘ 타입 B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

장 시스템 최적화 용역 ’, 2009년에는 ‘설계 및 기술 지

원 용역(ETS) 용역 ’, 2010년에는 ‘ ITER 상세 수행 절

차 개발 용역’, 2012년에는 ‘ CODAC 네트워크 설비 상

세 설계 (Detailed Design of CODAC, CIS and CSS 

Network Infrastructure) 용역 ’을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이다. 

특히 작년 4월에는 알스톰(ALSTOM), 세젤렉

(CEGELEC), EA(Empresario Agrupados) / 타타 (TATA) 

컨소시엄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을 제치고 원자력발전소 

4기 규모의 케이블 설계 및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

는 ‘ 케이블 엔지니어링 지원 용역 (CESS)’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CIS 턴키 사업의 의의

이번 ITER CIS 턴키 사업 수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첫째, 작년 10월의 CODAC 네트워크 설비 상세 설계 

용역 수주에 이어 관련 ITER 계측 제어 분야의 대형 사

업을 연달아 수주함으로써 ITER 제측 제어 분야에서 

한전기술의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

미가 있다. 

이는 2012년 4월 ITER 국제기구에서 발주한 원자력

발전소 4기 규모의 케이블 설계 및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 케이블 엔지니어링 지원 용역 (CESS)’ 국제 

경쟁 입찰에서 세계 유수 기업들을 물리치고 용역을 

수주한 것과 더불어 ITER 국제기구 내에서 한전기술

한국전력기술의 ITER 중앙연동제어장치 턴키 사업 수주 의의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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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ITER 국

제기구로부터의 누적 수주액도 500억을 초과하게 되

어 ITER 국제기구는 한전기술의 주요 사업주 (Major 

Client)로 부상하게 되었다. 

둘째,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의 핵융합 연구를 이끄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한 첫 

번째 해외 협력 사업이다. 그 동안 양 기관은 국가핵융

합연구소가 신설된 이래 꾸준히 국가 미래 에너지 기

술 확보를 위해 기초 연구, KSTAR 건설 사업 관리, 인

력 교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펼쳐 왔으며, 마

침내 국제 용역 공동 수행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었

다. 또한 이번 응찰 및 입찰제의서 평가 과정에서 국제

적 위상이 높은 국가핵융합연구소와의 컨소시엄이 경

쟁국과의 기술 우위 및 차별화를 가능케 하였다. 

셋째, 한전기술은 공기업으로서 항상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번

에도 제어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중소기

업, ㈜ 모비스 (Mobiis)를 신규 발굴하여 사업 개발 논

의와 제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 

진정한 의미의 상생 협력을 실현하였다는 점도 이번 

사업이 가진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향후 계획

한전기술은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 중

성자 영향 분석 지원 (Neutronics Analysis Support) 용

역 ’, ‘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 ’, ‘ 현장 관리 정책 및 절차

서 개발 용역 ’ 등에 새로운 입찰 제의서를 제출하여 평

가 단계에 있으며, 신규로 발주되는 시스템 엔지니어

링 지원 용역 2단계 등에 적극 참여하여 ITER 사업의 

전 분야에서 최신 설계 및 시공, 사업 관리를 수행함으

로써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한

국형 핵융합실증로 (K - Demo)의 종합 설계 기술 기반

을 구축하고자 부단히 노력함은 물론 국가핵융합연구

소 및 ITER 한국사업단 (KODA)과 긴밀히 협력하여 무

한 미래 에너지 창조를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오른쪽 가운데)이 10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를 방문한 오사무 모토지마 ITER 기구 사무총장 (왼쪽 가운
데)과 면담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에너지 분야 공기업으로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기술 획득 및 핵융합 관련 사업 경
험 축적을 위해 NFRI 및 ITER 한국사업단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왔다.

지금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