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



문-
줄

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자력국제협력 및 국가별 기술자립 분석”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뽀4년 3월

연구기관명 : 한국원자랙연구소

명

순

동

-
호
배

래

식

진

석

기

석

영

펼

기

맹

그
L
홍

연

똥

광

‘
서d
한

최

한

송

양

오

장

박

、
이
이

김

고

지

원

이
디

책

구

구
’

연

연

감수위원 : 직급 : 책임연구완

성명 : 엄 태 윤



요 약 문

1. 제 목

원자력 국제협력 및 국가별 기술자립 분석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 딸전단계는 ’60년대의 도입단계， ’80년대의 설용화

단계， ’90년대의 기술자립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논 ’95년에 원

자력 발전기술 자립도 9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원자력 핵심

기술자립 및 차세대 원자로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고 었다. 지금까지 우

리나라의 원자력 개발은 주로 원자력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

으며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각국의

기술자립 역사흘 원자력 선진국파 후발국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이플로 부터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원자력 기술자립 방안올 모색함으로써 기술자립 전략수

렵에 기여함올 목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핵

비확산 및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원자력계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국제 원자

력 기술협력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올 점검해 나가는 것은 우리나

라의 원자력 기술개발에 있써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션전국파 후발국으로 구분하여 기술자립 역사률 분

석하였으며， 특히 인도 파커스탄 브라질， 아르헨티냐의 기술자립 전략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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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구환경폼체룰 고려한 원자력 기술

개발올 전망하였으며， 핵비확산 측면에서의 국내외 환청을 분석하고 향후 방

향올 전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원자력기술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주시해

야 할 부분인 국제 원자력수출통체체제 및 국제환경 변화에 있어 중요환 요

소로 작용하고 있는 IAEA 안전조치도 논의하였다. 국제원자력 기술협력은

첫째， 원자력 판련 국제기구 및 국채협청， 둘째， 국가간의 협력， 셋째， 우리연

구소와 외국기관파의 기술협력 둥 크게 세부분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마

지막으로 이러한 분채흘올 극복하여 우리나라의 효윷적인 원자력 기술개발율

달성할 수 있는 거술자립전략올 도출하였다.

’’

N.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원자력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술개발올 분석한 결과 국가차원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올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만한 추진올 위하여 체계척인 재원조달 및 산업체와 정부의 역할훈담옳 수

청·보완하여 채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란되며 또환 이의 성실한 수행올 위

한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불확실한 국내외 환경 측면올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각국의 핵비확산체제

구축에 대한 국가별 원자력 정책용 주시할 필요가 었으며， 또한 국민에 대한

효율적 PA활동 강화와 원자력 후발국가와의 원자력 기술협력 강화논 원자력

의 기술자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올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타결된 우루과

이라운드CUR) 및 정부조달협정에 따콘 기술자렵의 저해요건올 분석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곧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련라운드(Green Roun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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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이들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한 대웅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 환경분석을 고려한 결과 원자력 기술자렵올 위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국제환경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는 첫째， 국제 핵비확산 정책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 핵비확산 체제

를 국축해야 하며， 툴째， 개도국의 원자력 기술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원

자력 수출통제제도를 시급하 구축해야 한다. 셋째 원자력기술협력 협청올 개

정 몇 보완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가 선진국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

구소와 아시아개도국의 연구소 또는 산업체간의 거술협력 협정체결을 통한

원자력기술 수출율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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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A Study on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and the Nuclear

Te다mology Self- Reliance Strategy for Nuclear Development in Other

Countrie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nuclear indusσy development in Korea can be divided

chronologically into three stages : a introductαy stage during the 1960’s,

a practical stage during the 1980's, and technology self-reliance stage

dwing the 1990's. It is VI앙y important for this counσy which is

standing at the 화nal stage of nuclear technology self-reliance to make a

systematic 때alysis of foreign effort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없d

technology self-reliance.

In adc뻐on， as the issues of non-proliferation 때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of great cone많n internationally these days, it is 외so

necessary to draw up a policy adjustable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atmosphere.

The purpose of 뼈s study is to suggest the most efficient 이rection

for nuclear technology self-reliance in Korea by analy강ng the episodes of

nuclear technology self-reliance for two groups of countries : the nuclear

advanced countries and the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It is also h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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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nn

electric system expanSIOn plan.

TIl.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the expenences of nuclear technology self-reliance for

both nuclear advanced COUll띠es and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are

analyzed. Those of India, Pakistan, Brazil, and Argentian are discussed

with special emphasis on their strategies of technology self-reliance.

The effect of global environmental Issues on the direction of world

nuclear technology is analyzed and international and domestic changes in

the nuclear atmosphere wIth res야ct to NPT are also 때alyzed.

Additionally, in this study efforts were made to draw up a policy to

successfully carry out nuclear technology self-reliance against the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 and IAEA safeguards.

International nuclear technology cooperation is discussed in the

following 삼rree aspec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agreement, counσy

level efforts, and KAERI' s c∞pe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the strategy to achieve nuclear technology

self-reliance effectIvely.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it was found very

_important to caπy out long term nuclear research develpment programs at

the national level. Nevertheless, the role between government and indus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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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revised toward the activation of R&D projec~， and stable and

continuous funding should be secured for the effe다ive perfonnance of the

programs.

Considering the int앙national nuclear atmosphe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pay attention to other countries ’ nuclear policies cone하ning

NPT. Reinforcement of the efforts for public acceptan않 and technology

cooPeration especi떠ly with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will greatly

conσibute to nuclear technology self-reliance.

In addition, the obstacles against te더mology s밍f-reliance， stemming

from the final agreements concluded in the Uruguay Round and the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should be analyzed pro)겠·ly and

then, efforts should be made to overcome a new international movαnent，

the New Rules of the Game, including Green Round to be played out

shortly.

Fin와ly， 당l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v많Y important to create an

int앙na피onal environment beneficial to the country. To do so, the issues

to be solved are as follows: First, a finn national policy for NP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a national policy for the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 should 려so 야 established to build a basis for nuclear

expor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ird, the 앉isting agreement on

nuclear technology coo많ration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reflect more

of the COW1try' s own benefit Fourth, efforts should be made to e뼈ort

nuclear 않chnology 당lrough agreement betwee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nd KAERI in order to achieve the 파때 goal of becoming a nuclear

advanced country.

8



목 차

제 1 장 서 론 · ‘ ·····13

제 2 장 본 론 ······15

채 l 철 각국의 가술자립 역사 .....··········..············.... ·· .. ··············..········15

1. 원차력 선진국의 기술자립 ‘ ..···15

가. 미국 ············· ..·············..············18

나. 일본 . ········19

다. 프랑스 ····..·22

랴. 영국 24

2. 원자력 후발국가의 기술자립 ‘ .. ····· ..·28

가. 인도 … ···28

나. 파키스탄 ‘ ·33

다. 브라질 …… 38

라. 아르헨타나 …… 42

제 2 절 원자력의 국내외 환경분석 ·· ....·.. ······ .. ·········.. ···· .. ·........ ·············46

g



1. 세 계의 원자력 기술 개발 전망 ···46

가. 핵융합원자로 기술개발 ·······46

나. 미 래 형경수로 기술개발 .. " 때

다. 고속증식로 기술개발 ···········48

라. 신형원자로 기술채 발 때

2. 에너 지와 지구환경 ·· ·.. ·· ·.. ·· ·.. ·· · ··· 56

가. 지구의 환경문제 I •••••••••••••••“…….“……….“……….“…….“……..………..………..………..……….“………..……..……..……..…..….“…….“…..……..………..………..……..…..….

나. 발전원별 환경영향 · ·· · ····..· ·..· · ·· · 61

3. 핵비확산 측면 : ································71

가. 개요 ···..··..· ·· ·..·..·71

나. 핵비확산조약 I 'I" •••••••••••••••••••••••••••••••••••••••••••••••••••••••••••••• I' 'I" ••••채

다. 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 ·······81

라. IAEA 안전조치 ·84

4. 기술협 력 측면 f51

가. 원자력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협정 f57

나. 국가간의 협 력 'I"‘ .. • .. • •• .. •••• .. • • •••• • • 100

다. 한국원자력 연구소와 외국기관파의 기술협 력 ..· · · ··109

라. 원자력 기술협 력 분석 ’ • 126

제 3 절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자립 전략 ··· · 129

1. 원자력 연구개 발 중장기 계획 · · · 129

10



가. 연구개발 장기발전 방향 ’····················..······129

냐. 분야별 연구개발 계획 … …131

2. 환경보존 및 PIA 측면 ··138

가. 환경 푼제를 풀러 싼 우리나라의 상황 ····· ···..·..··········138

냐. 원자력 발전의 환경 영향 … ‘ …… …… …‘·… …… 140

다. 이선화탄소 배출규제에 대한 원자력산업의 대웅방안 ·· ....·145

라. 국민이 해 측연 ·············149

3. 핵 비확산의 국제환겸조성 측면 …… …·.. ··161

가. 국가 원자력 정책 및 핵비확산 정책 확립·공포 ············.. ·· .. 161

나. 국제 핵비확산체 제 대웅 ·······························..·.. ··161

4. 기술협 력 측면 ··..····· .. ·· ·169

가. 국제 원자력관련기구 풍을 통한 기술협력 방안 ···....· ·····169

나. 국가간의 기술협 력 방안 … …..·.. ···· ·..·· ·..·.. 172

다.KAERI의 완자력 기술협 력 방안 ·· ·······.· ..·175

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178

참고문헌 ~ " … … … …-… … …

11



표목차

표 2.1.1. 인도의 원자력 개발사 ·······30

표 2.1.2. 브라질의 원자력 개발 현황 잃

표 2.1.3. 아르헨티 나의 원자력 이용 재발 현황 · ·..··· 43

표 2.2.1.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 .. ······················ ..···ffi

표 2.2.2. 전력공급원별 보건영향 비교 …..· ·..· ·.. ··.. 64

표 2.2.3. 전력공급에 따른 주요 환경 영향 ···· ··· · · ·..·68

표 2.2.4. 우리나라와 파EA간의 협정체결 현황 · ·· ·..·90

표 2.2.5. RCA 년도별 예산내 역 ·········99

표 2.2.6. 국가간 협정현황 서 ..··100

표 2.2.7. 협 력 범위와 협 력 방법‘ ‘ · ·..· ·102

표 2.2.8. 국가간 원자력관련 공동(상설)위원회 현황 ························108
표 2.2.9. 한국원자력 연구소와 외국기 관과의 약정 현황 ·110

표 2.2.10. 약정 주요내용 및 협 력방법 , .•.••....•..… ··· ·..·113

표 2.2.11.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미국간의 기술정보교환 프로그램 ·116

표 2.2.12. 한국원자력연구소와 AECL간의 기술협력 약정 · 118

표 2.2.13.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러시아칸의 기술협력 약정 ..·· ·.. 120

표 2.2.14. 한국원자력연구소와 eEA간의 원자력기술협력 ··121

표 2.2.15. 일본(JAERI)파의 원자력 기술협 력 ..·..· ·· ·· 124

표 2.3.1. 분야별 기술의 단계 별 추진목표 ·......··..· · ·.. ·..·..· 130

표 2.3.2. 서울의 대기오염 현황 ···· ..·· .... ··· ··..··.. ·· ·.. ·..·..·············..····139

표 2.3.3. 부분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 ·..·..··· ·..· · ··140
표 2.3.4. 주요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 … 141

표 2.3.5. 완전 환경 감시 내용 ·..· · ·.. ·..· ·..· · 144

표 2.3.6. 기간별 젤비용량 및 발전량 증가분의 구성비 ..·..·....· 148

12



채 I 장 서 론

우리나라눈 에너지 부존자원이 배우 열악한 나라로서 에너지의 거의 대부

분올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논 1970년 '47.5%에서 1993년

도에는 94.6%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두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

으로 부터 경험했던 바와 같이， 어느 특정 에너지원에 지나쳐게 의존활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올 초래활 수 았으므로 에너지원 다변확 쟁책에 따

라 원자력발전이 추진되었다. 최근애 들어서는 지구환겸의 보존이라는 환경

문체가 국제척 관샘사가 됨에 따라， 그린라운드(Green Hound)에서 이산화탄

소 퉁 Greenhouse 가스의 국체척 규제가 구체화될 것 (l 로 예상되어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톡히 원자력발전은 기술집약적인 발전기술로서， 거술자립이 환성될 경우

우라늄원광의 수입파 농축기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산화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를 국산에너지로 간주할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감 ]0% oj상 낮출 수

있으므로 에너지자립이 철설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원자팩발전 기술의 자립은

휠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수춘， 경제수준， 국제

사회내에서의 우리의 위치 둥 우리가 처한 여러가지 상황울 고려하여 가장

효옳적으로 기술자립 전략올 수립하여야만 한다. 원자렉기술자립 전략올 구

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우선 훤자력분야에서 지금

까지의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 현황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툴째， 핵

무기비확산， 완자력수출통제체제， 왼자력 PA, 지구환경문제 둥 현재 원자력

분야의 활성화 및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여꺼기·지 문제들올 정확

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올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용방안의 모씩에는 세계 각국의 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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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술자립 경험들， 즉 원자펙 선진국의 경우와 우려나라와 바슷한 수준의

후발국틀의 경험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올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원자력기술자립 전략의 수립파 이의 지속적 추진올 용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이루어절 여렉나라와의 협정에

서 유리환 와치롤 확보하여 원자력겨술자립올 조기에 닿성하고 나아가 훤자

력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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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 선진국의 기술지·랩

기술과이의선후 on 도성꼼한 lJ 1 국권핵무기제조에제.2차 세계대전중

제정소유할 것을 목적으파 한 원자 i계법을 1946댄에생산시셜을 독점적으로

핵무가뿐만 아니따 농축 우라늄피가슛정보골자쓴 관련하였다. 여 법의

생산시셜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자재 수출올 염격하새 통·제하한 것이었다. 그

쇼.련에서단 최초의 원자폭탄 설험이 있었고， 1953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에

수소폭탄 설험에도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과 소련은 핵분열반웅년 8월에는

전둥에뚫려터빈발선기흘다옴 :1. 것으.보만든수증기를열로생기논에서

위기숲 독점을웬자력이르게 되였다. 이 겸과 띠국의지까

은

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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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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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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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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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전략에서우! ~I' 력기슛의의미가 상설되었으며. oJ국은

핵무기 경쟁의 가속으로 인한 인류의 파국상태촬 막기 워해 소련파의 대화를

이 에 따퍼. 1953년 12월통한 상호 공존을 위한 전략으로 t상향을 전환하였디

8일 아이젠하워 마국 내통령윤 제 8회

제안하면서

유엔총회에서 1 원자팍의 평화적 이용-을

셀치하유엔산하에 새표.분- 웬사력기까를목적으로，이를 촉진할

의회는 동사에 각국이 우라늄 기타의 혜분열생물젤괄 관리하게 하고， 미국

똑석에 이용할 수 있는 분

규모의 ;죠사를 행하깐 동서애，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로 하여금 핵분열물질을 가징- 효윌·적으로 평화의

해야에 대하여 세계적

옮갈 것에 대한 계획무기의 잠재적 파괴력을 축소할 수 있는 조치할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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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54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척 이용을 위한 국

제협력에 관한 결의안 즉， 국제원자려기구(IAEA)의 설치와 원자력의 명화적

야용을 위한 국제회 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의 개최가 결의되었다. 이렇게 해서 IAEA는 1956년 9월 유엔산하기

관으로 미국 뉴욕에서 발족되었고 현재 오:깐.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해 었다.

한변， 미국의회는 1954년 8월 원자랙법을 개정하였다. 가밀누설을 예방

하자는 방어적인 정신이 담겨있는 초기의 법조항을 고쳐 밴긴·기업에도 원자

력사업에의 참여를 허락하고， 나아가 우방국달에도 원자력기술을 공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는 것이 개정법의 정신이였다.

원자력법의 개정으로 말마암아 원자로뉴 바다속에서 지싱·에 상륙하게

되었다. 즉， 그때까지 참수함 추진용·으로 개발펴고 었던 원자훌촬 땅위로 끌

어올려 발전용 및 통력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압경수형 완자로

인 핵잠수합 개발에 참가하였던 Westmghause사를 비횟한 며국회사뜰은 가

압경수형 원자로의 상용화에 참여하였고， 한편 General Electric사는 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시험가동중인 EBWR(Experimental Bailin당 Water

Reactor}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수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구소련은 중국과 동구권의 바르샤바 동맹국달올 한데 묶어 미국에 대향

하기 위한 체제률 구축하였다. 그러나 영국파 프랑스는 달랐다. 제2차 세계대

전올 계기로 하여 비록 군사， 경제 및 외교적으로는 미국에게 주도권을 빼앗

겼으나 훤자력 이용분야에서 마저 뒤쳐죄 수쉰 없었다. 그리하여 개발한 것

이 탄산가스를 냉각재로 하고 천연우과늄쓸 핵연료갚 쓰찬 가스냉각형원자로

이다. 야것은 건셜비가 많이 드논 단점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농축우라늄

을 구입하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하였다. 영국은 가깃냉각로의 상용화에 성공

하여 자기 나라는 물론 이탈리아와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건

설비가 싼 개량형 가스냉각로(AGH， Advanced Gas-Cooled Reactor)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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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세계 시장 체패에판 섣돼하고 딴았 l::l. ::1 서윤 맴-에서 :<j 켜-댐-고 었

던 프랑스는 가스냉각로룹 포기하고 £1 1 국 기숲-월 5~ 우l 히띠 가암경수행원자로

개발을 추진하였다.

한편 세계 제2차 대전증; 전화콸 피해 카 1 t다포 도퍼히였던 Dr Wilford

Bennett Lewis흘 버롯한 수 많은 영국 원자력희자들윤-， 전후에도 키니다에서

원자력연구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뜰 역시 핵무기개발체제로 되어 있던 산업

구조를 평화구조로 개편하여 원지력번전의 선 :IL자역올 낚딩키 위해 놓축우라

늄에 의존하지 않고 풍부한 에너져 사원을 이용하는 중수-형원자쿄개발에 전

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1960년대는 원자팩발천의 성용-회·에 돌입한 시젤이었

다. 이들 선진국들의 원자력개발체제늪 I 개부처에서 ~l 우l화하여 윈자략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나략와 2개부처 이싱-에 걸치 그 기능이 아원적으로 분장되

어 있는 나라로 대별된다. 단일화꾀어 있깐 니라쿄시단 표량스， 키나다 둥을

들 수 있고 2원적으로 분장51 어 있는 나라쿄시판 띠국， 익본 둥을 똘 수 있

다

프랑스의 원자력개발체제의 특성은 첫째， 윈자렉개발이용과 안전규제라

는 서로 상충될 수 있고 견제되어야 할 두가지 기쉰·을 단연부치에서 똥합관

리하고 있는 점 물째， 원자력발전회사(전펴회사)， 해연료:주삭회사， 우1 전기자재

제조회사 그리고 원자력관련 사업수행기관플 단얼부처애서 일원적으쿄 관장

하고 있는 점 셋째，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상용화 꽁장에 이르기까지 일관하‘

여 정부주도로 국영화하여 원자력개발사엠을 추진하고 있쓴 점블 뜰 수 있

다. 이와 같은 프랑스형 원자핵개발체제뉴 카니-디에서도 찾이· 팔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일본형 원자력개발체제의 꽉성은 첫째 원자력개발이용과

안전규제기능을 분리 또는 여중점겹쳐l를 취하여 규채 기능:플 독렵 λl 캔 점 둘

째， 연구개발단계는 정부주도로 상용화는 민견주도로 추진하고 있뜨며， 이 경

우 전자는 과학기술청이 후자는 똥선성이 수Jj1-펀칭이 51 어 있깐 섬‘원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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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용 원자력개발체제의 형성은 군소전력회사의 난립 (uJ 국의 경우

600여개 전력회사)， 강력한 지방자치제에 띠·흔 권한판랩， 원.자력에 대한 피해

의식(일본의 경우)， 그려고 강력한 국민 원자팩산엠기반 뚱 각 나라마다의 사

회적， 경제적인 배경야 다르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쿄 보’까야 할 젓이다.

가.미국

1992년말 현재 109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총 발전량의 22%콜 원자혁발

전에 의종하고 있는 미국온 원자력의 기초척인 연구개발괴 우라늄 농축사업

온 DOE(Departnlent of Energy) 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규제 분야논

NRC(National Regulatory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다. DOE의 원자력 연

구개발 기능은 평화이용， 우라늄 농축， 핵무기 생산 풍 광범위하며 주로 그

운영은 대학과 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NRC는 원자력받젠소의 언허가 문재를

다루고 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률 위하여 건설허가와 운전허가의 분

리허가가 아닌 하나의 종합적인 인허가 발행의 추새로 나아가고 있다 이틀

두기관은 미국 원자력 기술개발의 줌추적 역활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완

자력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한 1954년의 원자력볍 까II 정이후 DOE와 그 전신

이 AEC(Atomic Energy Commission)는 상용화룰 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상용화의 살헌윷 워하여 민간기엠의 참여를 유도하였

요며， 민간기업들 포한 원자력이 투자에 대하며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는 매

력적인 사업으로 평가하였으나 민간기영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실제적인 상용화논 민찬기업의 범주에 속하지만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을 먼간기업이 답당하기에는 어려웠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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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간의 협력이 필요하였으며 상용화를 위한 연꾸개발은 정부에 의하

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률 위해 공동투자 연구계획， 자금대출 및 보증， 생산불 구배협약퉁을

정부， 기업간에 결재하는 방식을 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청올 통하여 개벌된 기술은 민간기엽에 이양되어 가합경수로

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기슛을 보유하고 프랑스 둥 f않윤 외국에 기술을 수

출하여 왔다. 현재 미국은 기존의 가압 경수로룹 개량한 차세대 경수·로의 상

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그 밖에 액체콰속파， 흩'I융함로둥의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핵연료주기에 있어서 우라늄은 채굉， 정런 및 변환올 포함해 전량

민간기업이 공급하고 었다. };I l 록 DOE가 국방-용 재처따공장 5개소릎 소유하

고 있지만， 상업용공장은 존재하지 않요uf. 미국의 핵연화주71 정책은

Once-through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고준위 l상사성폐기물 처분장은

1989년 NRC가 제1처분장의 건셜허가를 결정하였으며 제2처분장은 1992년 1

월에 결정하였다. 농축사설은 DOE에서 관장하I에 농축방법은 기체확산법을

기본으로 채택하였다.

냐.일본

1992년말 현채 44기의 원지펴발걷，1소에서 총 발첸랭-의 28%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논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국언 웬본에서도 2치-대전 종료

전에는 원자력연구가 핵분열의 군사적 이용을 충섬으로 수행되었다. 1930년

대에 대북제대， 대판제대와 이화학연구소에 크로프트 완튼 가속기기· 셜치되

고 사이콜로트론을 완성하였으며 고속중성자에 의한 우과늄막 핵분열현상에

대한 연구가 해군용 중심으로 비꽁개리에 진행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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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점령군사령부한 1945년 9원 원폭관련 보.도률 제한하고 HI분리

및 핵분열성물질의 대량 분리를 위한 연구를 금지시켰으며 원폭피해 조사도

허가를 얻도록 하고 이화학연구소， 오오사카제국대학 동에 있던 사여콜로트

론올 파과하여 원자력연구는 양혹기에 뜰어갔으나 알부- 과학자나 정치인은

평，화척이용올 위한 원자력연구의 필요성올 역셀하였다.

이 시기에는 미소 냉전의 영향으로 띠국파 일본이 우호국이 되어 원자력

개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학계와 정치계의 노램으로 완자력연구 금

지의 명문화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학술회의흘 중심으펴 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정계가 오히려 학계흘 선도하여 원자력연구개발 거반정비에 우선적으로

노력하였다.

1953년 3월 2일 얼본의 보수 3당온 2억 5천민· 엔의 원자력예산을· 통파시

켰다. 개진당의 나카소너l가 그 주역여었단데 학계로서눈· 커다란 충격이었다.

학계에서는 처읍 이 예산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후에 오히려 「원자력 3

원칙」을 낳는 자금이 되었다. 그리하여 1954년 4월 학술회의논 원자력개발에

공개·자주·민주의 평화적이용 3원칙을 천명하였다.

초당파적으로 구성된 왼자력합동위원회가 <원자력기본법> <원자력위왼

회셜치법>.<총리부셜치법 일부 개정>을 기초로 검토하고， 이들 법안은 1뾰5

년 12월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야들 법에서 원자력 평화이용 3원칙이 재천명

되고 원자력위원회는 영·미식와 행정위원회가 아니과 지-괜기구로 하였고， 그

결정은 내각총리대신이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 원자력 이용개발을

위한 기본체제률 갖추었다.

1950-1960년대에는 동력로의 수입올 우선 추진하고 1956년 최초의 장기

계획에서 유망 완자로로 고속증식로룹 개발하기로 하였다. 우라늄자원 이용

률 제고라는 같은 맥락에서 1962년에는 연료전환비가 높은 신형전환로 개념

이 주목되었는데 그후 r동력로개발긴·담회」에 논의활 집중하여 고속증식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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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전환로의 병행개발 빛 특수볍언을 셀립하여 정·싼·학·연의 ?l 팩과 자금을

투입하였다.

1967년 동력로 핵연료개발사염단이 설립씌었으 I객， 1977년 4월 고속증식

로 실험로 「상양」이 그 원형로인「몬쥬」한 19써년 초반에 임계 또딸 예정에

있으며 ， EE. 1978년 3월 신형전환로 원형로 r후겐」이 완성되었다. 채처려에 관

하여는 1960년에 정책을 결정하여 1977'년 9월 동해재처 ill 꼼장의 운전을 개시

하였다. 농축사업은 1959년 핵연료전문부회에 놓축소위윈화가 셜치되고， 원자

연료공사에서 15-20년내 농축 국산화 방칩을 결정하였다. 원섬분리기술 개발

올 시작으로 1960년대 경수로 노형이 주력화됨에 따라 이화학연구소와 원자

력연구소가 가스확산법 연구룰 수행하였고 1972션 8월 완자력위원회는 동력

로 핵연료개발사업단을 중섬으로 웬심분리 1쉽에 의한 농측올 국가적 프로젝트

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1982년 3월 시험꽁장 운전에 틀어갔으며 1992년 3월

27일 본격 조업에 틀어가 일본의 핵연료주기는 말단 원성되었다.

일본의 원자력 개발체제는 원자력개발이용과 인전규제룰 이원화하여 추

진하였으며， 연구개발단계는 정부주도하애 그단l 고 상용화한 민간주도하에 추

진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1950년대 이후 일본은 소위 Hitchhike 전략을 선

돼하여 선진국여 막대한 연구개발비룹 투지-하여 성취한 결과룹 비교적 적온

예산과 인력으로써 기술올 홉수하고자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모뱅-괴 국제협

력을 강화하여 왔으며 PWR과 BWR의 노형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왔다.

1980년대 이후에는 자주적 기술개발 역량을 갖추고 경수로 개량 표준화

에 성공하고 APWR, ABWR을 민간주도토 개발하였으며 Mechatronics ，기

술활용에 의한 자동화를 도모하고 농축 재처리 실용화가술을 개발하여 마래

동력로 개발 건셜， JT-60, 헤융합실험로 JOYO, MONJlJ 고속중식로 실증로

와 신형전환로 원형로 FUGEN 설중로 OHMA의 개발 컨셜에 주력하고 있

다 또한 아오모리의 재처리 공장이 준공을 엎두고 었 o 며 최단애는 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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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된 플루토늄을 프랑스굶부터 수입하였다

다. 프랑스

1992년말 현재 5671 의 원지·력발전소에서 총 발전랭:의 73%를 웬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 o 로 완자력 기술개발

을 이룩한 나라로 간주되고 있다.

프량스의 원자력 기술개발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작전인 1939년초가 그

중요한 시점이 된다. 1939년에 프랑스 원자력개벨초기의 중심인몰아며 과학

자인 큐리부처와 그의 동료들은 제어된 우라늄 핵분열 실험에 성공하였으며，

그 후에 이들온 프랑스 원자력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올 담당하게 된다.

큐라부처가 핵분열에 성꽁한 그 시기에는 프랑스가 원자력기술에 있어서 션

두주자였으며 실제로 이들의‘ 연구개발이 완성되었다면 세계 최초의 원자로는

바로 프랑스가 건조하게 되었올 것이다.

이툴 프량스 파학자틀은 우라늄 핵분열 설험 성공 이후 감속재의 기술

적 문제해결 및 우라늄의 확보률 위하여 콰가적인 연구지원하에 최종설혐올

준비하고 있었으나 1940년 톡일의 침공으로 연구개반유 중단되고 큐리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과학자들은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1 때부퍼 프량스는

l없5년 CEA의 셜렵이후 1960년 핵폭발에 성꽁할 때까지 ul 국， 영국， 카나다

풍 선진그룹에 비해 원자력개발에 뒤지게 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과학자들은 연합군의 원자력 공동

개발계획에 참여하여 중수로 개발파 플루토늄 추출기술‘ 개발의 주역올 담당

하였다. 또한 당시 프량스의 기술은 j 핵무기 분야 보다한 t에너지이용 분야가

더 발달하였고， 그것은 전후 프랑스의 원자력개발의 볕거픔여 되었다.

프량스는 1951년 원자력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며 원자력연구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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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력로 개발올 실시할 때 혹연가스냉각포를 꽉자적으로 섣계·건셀하·였고 플

루토늄 추출기술 둥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러냐 가스냉각·혹연감속로의 개발은 1960년대말에 기술자들이 대형로

설계를 시도했을때 큰 문제에 직면했다‘ 이 ~:협은 50-60만KW에서 상한에

달했다. 따라서 이 노형의 개발은 1969년에 중지되었고， 이것이 단일 노형올

선택한다는 정책의 제 1단계가 되었다i 이처웹 독자적 기술개발옳 포기하고

1960년대말 경수로기술올 도입한 것이 오히려 세제 선두그룹에 서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어 현재 프랑스의 원차략기술은 부하 추종운전， 고속충식

로 둥의 기술에서 세계 첨단을 걷고 있다. 제2난계늪 ι 1975년에 BWR개발올

포기했을 때에 시작되었다. 프랑스논 PWR괴·BWR 양쪽 노형을 동시에 개

발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PWH만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만드늑데 크게 공헌힌· 표준화

에 의한 프랑스의 PWR 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자적으로 계획되어 있

다. 즉， 900MWe급 원자력발전소 34기는 원지로 부분이 완전히 같은 설계이

며， 1300MWe급 원자력발전소 20기는 매우 비슷한 설계인 것이다

1975년에 한 종류의 셜l-Il와 제적회사 I 개사(Framatome)똘 션정하고， 그

려고 터반발전기의 제작회사 1개사(Alsthom)할 선테한 것도 프랑스의 상업

용 원자력 발전계획의 추진을 도와주는 바랍직한 요인이었다.

국가소유의 프랑스 전력회사 EdF의 입장)ξ 중요하따 EdF관 발전소의

AlE이며， 소유자임과 동시에 운전자이기도 하녀. 이 입장은 까다롭·게 규정된

기준올 지켜야 할 자l 획을 추진해 가는 데에 매우 유-효하I셰 표준화된 원자력

발전소를 대량생산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젤계와- 건.셀， 시운전， 운전 퉁

개발 각 단계에서 반영된다.

이처럽 단일기술로의 집중 표준화정책의 채태 뚱 기술적 션태은 강력하

고 효율적인 산업조직을 확렵하였고， PWR 기술을 습뜩， 신속히 개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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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은 다옴과 같이 요약펠 수 였다.

· EdF가 발전소의 NE 및 소유자임과 흉시에 운전자이며. 원자력의 안전성

과 품질에 대한 책임올 갖는다.

· Framatome사가 핵중가공긁계통(NSSS)을 공곱한다.

· Alsthom사가 터빈발전기외 터빈건물의 추요한 설비활 공급한다.

· CEA의 자회사언 Cogema사는 연화주기를 맘당한다.

그 밖의 많은 기업이 이 계획 속에서 종요한 역할을 완수했다. 또환

CEA는 EdF, F‘tamatome사 빛 α)gema사와 협력하여 연구개발올 설사했으며

또한 안전당국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도 하였다. 이꾀한 조직과 운전자， 셜겨l

자와 건설자 풍 계획의 모든 주역간의 딛!컵한 판껴l 에 의해 프랑스는 효율적

인 상업용 원자력산업을 발전시키고 원지·력산염플 해외꾀 수출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여 왔다.

라.영국

1992년말 현재 37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총 발전량의 23%를 원자력발전

에 의존하고 있는 영국의 원자력 연구는 I설hn과 Strassman이 핵분열 현상

을 처음 발견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핵분열에너지에 대한 잠재력이 정차 인

식되어 가고 있올 때인 1939년 망명자 Frish Pieierls의 보고서를 펼두로 원

자로와 핵무기 개발 가능성올 조사하기 위해 Maud위원회가 셜렵되고 Tube

Alloys이사회가 같은 해에 원자력개발올 위한 보조장치로 셜립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쟁상황속에서 영국이 처한 난제(독힐꾼의 꽁습 및 침공)들로

인해 영국은 원자력연구 본부를 안전지디}로-이동할 계회을 갖고 있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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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때 행해진 머·영 양국수뇌회담에서 두나라가 모두 깥은 원자력연구륨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루즈벨트와 처천뷰 위자랙연구를 1'1국·에서 합

동으로 추진하기로하여 구성된 것이 미균·영국·카나싸 3국 협동원자력연구기

구이다.

이애 따라 영국의 원자웹 연구개발은 핵무기 개발에 관해서는 1J I 국， 또

한 평화적 원자력야용에 관해서논 카나다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함으로

써 수행되었다. 핵무기개발에 있어서 영국은 자국이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는 이유로 1941년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에 불참하게 되었으나 ]943년 8윌

Quebec 합의서에 의한 영미합작회사를 설립으후 약 40명의 영국출신 과학자

가 맨하딴 프로젝트에 참가히-게 되어 핵무기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

발에 참여하제 되었다. 한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헤서는 원자력의 I명

화적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몬트리올에서 개사된 종합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함으로써 수행되었다.

영국의 원자력기술개발의 특정븐 다환 나라뜰에 앞서 핵푸기 생산파 동

시에 원자력발전 기술개발올 병행 추진한 것이었다. 이야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영국의 에너지공급부족에 기언한 것으로 렐 수 있다. 영국은 원래

석탄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공업국이기 때푼애， 한 때한 석탄의 수출국이기

도 하였으나 전후 공굽이 여의치 않아 국내적으효 섬각한 애너지 공끔부족올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말 영국은 소형 원차로를 개발하여 Harwell연구

소의 난방실험에 성공하여 매년 2，000톤의 석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는- 세

계 최초의 원자력발전 실험으로 이 성공에 용기와 자신을 얻은 영국은 원자

력의 동력화를 최중점 정책으로 할 방침을 확립한 것이라 활 수 있나‘ 。I 러

한 과정에서 영국은 상용원자로의 개발올 촉진하기 위하여 1953년 원자력법

올 개정하는 퉁 혁신적인 조쳐플 단행하펀떼 새로운 정세에서논 새로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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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는 원자력개발전문위원회의 보.11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조치는 1946년 제정한 원자력법피. 1948연 제정한 방사성물질법의 수정을

공표하는 한편 1954년 l월 1웬부터 뼈부가이외의 원자력에 관한 책임은 모두

공급성 장관으로부터 내각의 상위부서인 Minstry of Works장관R로 이관되

었으며 산하에 UKAEA(U.K. Atomic Energy Authority}뜰 셜 립<1954. 7. 19)

하게 되었다. UKAEA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껴l 및 잔성월 위해 설립된 콘소

시움뜰에게 기술울 지원하고 원자로용 연료를 생산하였으며 폐기연료률 채처

리하는 동 상용 원자력 기술개발의 중섬적인‘위치에 았었다.

한환 영국의 상용 원자력기숨온 경제 예측의 불확섣성， 에너지가격의 변

동， 정부정책의 얼관성 부족， 비효율적인 원자력 개발정책 둥으로 인해 노형

전략에 있어서 많은 혼란올 겪어 왔다.

1950년대 중반 영국의 최초의 원자력프로그랩인 Magnox 계획이 수립되

었고 당시 경제성 푼제동으로 주저하던 중앙전력청(CEGB)에 맡겨졌다. 이후

Magnox 원자로 건설·운전상의 문제점(주로 경제성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량형 가스로(AGR)의 건젤이 마국의 경수로와 경쟁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추전되었다. 그러나 AGR의 건설기콕"1 형면없게 되자 ]974년에 당시 노동당

정부는 SGHWR이라는 경수로와 중수로활 접복할 새보운 노형블 선택하는

결정올 내렸고 Winfrith에 1호가률 건셜하기 시작하였나 그려나 이 노형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원자력발전의 겸재성이 호전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1977년 평가서에서 건셜중지과는 견해를 지지하게 되었고 그 이싱의 주문아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연속되자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원자력신·업계와 전력업

계는 경쟁성이 있는 원자로제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원자로 수주가 있

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부를 셜득하여 1978년 노동당 정부눈 27} 의 AGR과

미국 웨스탱하우스사의 가압경수로 1거를 개발하도록 숭언하게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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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영국의 기술 즉 가스로거술올 지지하뉴 산업체 및 정치가틀의 주장과

향후 원자로 시장 전양을 고려하여 띠국의 설계렐 지지하한 측 (CEGB도 포

함)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 타협안이었다. 그러나 이 갤정에논 많은 문제접들

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이잔에 건섣되었텐 A(iH찰의 완공지연으로

가동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아진 결정이라깐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경수

로어1 대한 운전경험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었다.

1년후인 1979년 5월 선거에서 송리한 보수당이 집권하자 새로 둥장한

대처 정부는 새로운 원자력프로그랩을 발표하였깐데 여기에서는 PWR의 역

할을 강조하여 1982년 부터 10년에 걸쳐 총 1071 의 PWR(총 15GWe)을 건설

한다는 내용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끼 발주원 1 거의 PWR인 Sizewel1 B

원자로가 오랜 여론수렴 과정울 겪으면서 견설이 지연되자 이 계획의 설현도

지연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태가 1990년 전력사업 민영화까지 지속되면서 새

로운 원자로의 발주는 1994년까지 불가능하게 되었고， 영국의 원자력정책은

난항올 겪게 되었다.

27



2. 원자력 후발국카의 기술 자립

가.인도

(1) 현황

인도는 1992년 12월말 현재 9기 (BWR 2기 PHWR 7기} 총

1,593MWe(BWR 300MWe; PHWR 1 ，293MW하용량의 원전을 가동중이고， 5

기 (PHWR 5기) 총 l010MWe의 원전을 전셜종이다. 1992년에 현재 전체 전

력 중 3.3%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다.0

언도는 우라늄 확정때장량 약 67，α)()톤윷 활용하여 1970년대 초 이래로

BARC(Bhabha Atomic Research Centre)의 pilot plant에 서 가스원셈분리 법

에 대한 연구룰 추진하여 왔다. 1992년 파키스탄의 “News of Rawalpin벼”에

따르면 이 공장에는 약 l007M 의 원심분리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아직 훤심뿔리거술 수준과 생산한 농축우라늄의 양에 관한 인도의 공

식적인 언급은 없다.2)

플루토늄 생산은 BARC에 IAEA 사찰을 l한지 않는 Cyrus 연구로

(40MWth)와 Dhruva 연구로(lOOMWth)에셔 이푸어지고 있다. Cyrus 연구로

는 1960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매년 8.8 --10 kg의 핵푸기급 플루토늄을 생

산활 수 있으며 Dhruva 연구로는 1985년 8월에 업계에 도탈하여 연간 22-

26kg의 핵무기용 플루토늄이 생산 가능한 것으로 서방 전분가들은 펑가하고

있다.3)4) 그러나 Indian Atomic Energy Agency 의 상인 P. K. Iyengar 박사

1) 파EA， Nuclear Power Reactors in the World, lAE1\ , Vienna, W93.
2) David Albright, Frans Berkhout and Wilham \-Valker, World Inventory

of Plutonium and Highly Ecriched Uranium , SIPHI Oxford Unversity

Press: Sweden, 1993.
3) 전게서
4) 플루토늄 생산율윤 열출력의 하루 lMWth 딩 약 19의 핵무기용 Pu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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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hruva 연구로의 연칸 Pu 생산량올 30kg으로 안갑하였다.5)

인도는 실제로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니- 탄시일내에 이를 조립

생산할 수 있는 능력올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었다. 특히， 핵참수함， 핵

선박둥에 추진력올 제공하기 위하여 군사적 원자로에는 해무기 제조에 충분

한 우라늄어 장진되어 있다 또한 이를 통한 해추진장치를 해군선빅·에 사용

하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현재까지 인도의 각국과의 원자력협력은 제한적이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확실한 패턴올 찾올 수눈 없다. 인도는 연구요웬의 훈련， 연구용 방사선동위

원소， 핵물질， IAEA의 안전조치가 필요 없는 미원자력 부품흘 주요 수출품

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 선전국으로서 주변 국가

에 대한 요원의 파견， 71 자재의 제공 동도 설시하고 있다.

(2) 원자력 개발 역사

인도는 1947년 독립 이선부터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였다. 초기 20여년

동안 원자력 개발올 주도하여 온 Homi ]. Bhabha박사는 핵몰려 분야의 연구

에 주력하여 그 결파로 1945년 타타기초연구소(Tata Institute of

Fundamental Research)를 켈립하였고 또한 당시 안도수상이던 ]awaharlal

Nero는 인도의 경제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설정하였으

며 원자력 개발을 인도의 현대화의 상징으로 제시하논 퉁 지도자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 1948년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올 구성하

여 1962년 완자력법(Atomic Energy Act)을 제정하게 원다. 이 법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평균 가동율윤 60-70%보 가정한 수치임.

5) Hibbs, H. , "Indian reprocessing program grows, increasing stock of

unsafeguarded Pu", Nuclear Fuel, Oct. 15, 19댄).

6) 한국에너지연구소 『제3차 핵무기비확산조약평가회의 참가 보고서.!l，

KAERIIIM-80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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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 “인도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평화적으로 정부가 원자력의

생산， 개발， 사용 그리고 처분과 관련된 면구활 이행”하도록 볍적 끈거를 제

공하였다· 1956년에논 인도 최초의 연구로인 Apsara가 분영되게 된다 7)

1971년 Hyderabad 핵연료 공장이 가동흘 시작하고 1974년에는 12kt의

‘평화적’ 핵실험을 행하게 된다. 인도의 원자력개발사활 간단히 정리하면 표

2.1 .1파 같다.8)

표 2.1.1 인도의 원자력 개발사

년도 내 용

1945 타타기초연구소 설립
..-.-- ----_....- --- ----

1948 원자력법 제정， 자원확술연구부에 원자력위원회 쩔치
i一 -- ---.- ------

1954 수상 직속의 원자력청 신성
.- --------------

1956 인도 자력으로 Apsara연구로 완성 UMwt)
---------------------

1959 연구효 Cyrus 완성(40MWth)

1962 N신a원ng자al력중법수안공의장회운에전제개출시 (]4톤/년)
、 ---- ----- ----

1964 카나다와 Rajasthan 원전에 대한 자감원조협정 체결
-- - ---_.-------- ----- “ -- -------

1969 TaraoUT 원전 완성 --- -- - - -- --- ...- - -- ._--- ----
1972 RCA 협정체결

Raiasthan 웬전 1호기 완성-------- --- ‘--------_.._- ---
1974 지하핵실험 성꽁

1976
차나다， 인도에 대한 원자력기기 및 판현 핵물질의 유출올

금지하고 원자력 협력올 항구적으로 정져한다고 발표

Tnα협따뺑a1Dι~’이앤뿔뼈뼈總쐐얘뼈흙햄1977 an 원전 2호가

가동---------
1978 Tuticorin 중수공장 가동 -- --------------~----
1979 Talcher 중수공장 가동 -----
1991 Narora-l 원전 가동 -------
1992 Narora-2 원전 가동

7) Girilal 1없n， India, In lazef Goldblat(ed), Non-proliferation: the Why

αzd the Wher;ξfore， SIPRI, 1985.
8) 한국에너지연구소， 『원자력외교정책셜정연구 J ， KAERIIRR-522/86,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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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정책

언도는 원자력 개발을 개발 초기부터 국력의 성정으로 내세우며 특히

인도와 적대관계에 있는 중공 빛 파키스탄과 관련된 빙위계획의 일환으로도

원자력계획올 추진하였다. 인도는 1974년 핵설험이 국제 문제화되면서 션진

국들과의 국제협력의 길이 막히자 독자적 원자펴 개발노선을 선태해 우라늄

농축이 필요로 하지 않는 중수로 종수l 의 개발체제로 전훤-하였다.

인도가 원자력 기술자립을 위해 추진해 온 기 원- 정책뜰을 살펴보-면 다

읍과 같다.

첫째，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규제플 최소화하는f 데 주력하였

다. 이흘 위하여 인도는 NPT의 핵비보유국에 폐한 차별성을 끈거로 국제 원

칙과 국가 주권올 주장하며 NPT 가업을 거부하고 었다. NPT는 국제적인

국가 계급화를 정당화하며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를 영구히 이

퉁국가로 만드는 차별화의 도구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도내에 원자력 관련 시셜은 안전조치 대상사셜파 비 대상시설로 나

뉘어 었다. 즉， 원자로 중 4기 (Tarapur‘ I II , Rajasthan- I II)만 사찰 대상으

로있고， Madras - I II , Narora I II 1 K머{rapur- I 둥 안진조치를 받지 않는

시셜에서 핵무기용 Pu를 생산하는 것으로 서방측 원자력 천문가둡은 판단하

고 있다.9)

툴째， 국제조약의 맹점을 활용하였다. NPT 저114조와 져15조에서 윈자력에

너지 생산과 관련한 불질의 거래와 펑화용 핵폭1웰(Peaceful Nuclear

Explosion)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훨용하여 1974년에 12kt의 핵쪽발 설험은

‘평화적’ 목적인 채광， 수리， 토복 공사등을 위하여 설행되었다고 주장함으로

써 국제적 제약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9)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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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폈다. 대표적인정책윤적극적인 외교적 대웅셋째， 국제적으로

미국이 8천만불의

커
\..;.

았다. 벼풍수형원전인 Tarapur 왼전( I 호기， II

호기 각각 160MWe) 은 1963년 미국-인도간 협약에

차관과 30년동안 원전연료(농축우라함)올 꽁급하논

설올 시작하여 1969년에 가동올 시작하였다. 끄러나 1974년 핵실험으로 야기

의해

조건으로 1964년부터

Tarapur 원전 문제를 틀 수

핵비확산법의회는미국1978년움직임으로강화국제핵바확산체제된

연료 공감이 불가능하게 되었Tarapur 원자로의(NNPA)을 통과시킴으로써

의회의 반대와 원자력관계률 중시하여언도와의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허용-하였다.두차례의

한번은 NNPA 발효 유예기간을 이용하여 허용하였고 한번은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이 수출을 허가할 수

오
르

출
AT

핵연료~~.，y.. τ1
TV~"': ..l.!.반대를규제위원회 (NRC)의

있우려되는 경우“미국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프랑수출을 허가하였다. 이후 1982년부더단서를 이용하여다”는 NNPA의

스가 미국올 대산하여 농축우라늄윷 공급하는 것으로 이 푼제는 합의되었다.

그러나 안전조치의 구체적 약정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언도간에 문제가 생겼

으며 이를 해결하는데는 미국， 프량스， 인도의 협의활 펼요로 하였고 이 단계

에서 인도는 프랑스가 공급하는 농축우라함올 사용하는 핵연료 및 그 핵연료

발생하는 핵생성물에 대하여 IAEA의률 사용하는 웬자로 빛 그 원자로에서

사찰을 받아들이케 되었다.

넷째， 지도자의 강력한r 핵개발 의지가 있었다.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하자， 당시 네루수상이 Bombay애서 행한 연설온 이를 잘 나타

내고 었다.10)

인접국인 중국이

“세계가 지금의 상태로 칸다면 모든 나과틀은 자위를 위해 최캠단 과학

핵기술을 개발하고 야즐 건셜기술을 사용할 권리률 보유해야 한다. 인또는

공공정책.!I，10) 김태우， ”한반도 핵문제와 미래지향적 원자력 산업”， 『한국의

제 1집， 한국공공정책학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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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오로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위혐을 받논다면 인파가 가진 모든 수

단올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외에도 선진 원자력기술 축적을 위하여 인도 출션의 해외 유수 원자

력 판련 언사를 유입하고 이를 통해 해외 기슛을 축적(주로 독열의 기술)하

는 정책을 펴왔으며 제3세계 지도국으로의 부상에 때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중국이 1964년 핵실험 성꽁으로 인한 핵위협뀔·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 둥을 추진하였다

나. 파키스탄

(1) 현황

파키스탄은 1992년 12월말 현재 1기 (KANUPP. PHWR) 총 125MWe용

량의 원전을 가동중이고 1992년 현재 전체 전펴중 1.2%를 원자력야 공급하

고 있다.11)

파키스탄은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올 모두 추진중이다. 파키스탄은 우라

늄 개발 계획을 1970년 중반까지는 서방측에 드러내지 않은채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라늄 농축기술과 주요 부품 획득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 파키스탄은 자체 기술로 1984년에 건설한 사활대상이 아닌 Kahuta 농축

공장이 저농축우라늄 생산농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곳에서 핵

무기급의 우라늄올 생산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다 1988년 Benazir

Bhutto수상이 미국 방문시에 핵무기용 우라늄 생산폴 중지했음을 천명하였

다. 그러나 1990년 봄 인도와악 Kashmir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핵무기용 우

라늄 생산이 재개된 것으로 판단된다 12)

11) IAEA, Nuclear Power Reactors in the World, lAEA, Vienna, 1993.
12) David Albright, Frans Berkhout and William Walker. World Inventory

of Plutonium and Highly E(:riched Uraniwn, 1992, SIPRI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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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은 외국의 홍제와 안전조치 범위를 벗어난 사용후핵연료가 없，

옴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 분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재처리 계획윤 사찰

대상이 아닌 사용후핵연료가 없기 때환에 추진애 어려움-이 있다. 가동중인

원자로는 IAEA 안전조치 대상 범위에 포혐·되어 있다. 파거 1970'션대 중반까

지 프랑스와의 사용후 CANDU연료 5O -100ton을 처리한 수， 았는 중간 규모

의 채처리공장인 Chashma 플루토늄 분리공장 건성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1977년 미국의 압력으로 인하여 여 계획은 중지되었다. ‘Muslim’지에 따르면

Rawalpindi 끈처의 Pinstech 연구시셜내에 있는 New Labs에서 이 계획이

중지되겨 이전에 프랑스로부터 얻은 설계도에 끈거한다고 전한다. 이 사셜의

능력은 아주 미미하지만 훨요시에는 언제라도 시셜올 확장할 수 있다.13)

파키스탄이 처옴부터 핵무기 제조를 지향하고 있었다는J 증거는 없으나

1971년 인도·파키스탄 붙쟁올 포함하여 3차례의 전쟁올 겪으면서 핵무기 제

조에 대한 의십올 받고 있다. 1974년 언도의 핵폭발실험 성공으로 자극올 받

아 우라늄 농축시셜올 건설하였고， 고도 정밀기술이며 파키스탄의 현재 산업

기술수준으로 판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분리법 농축기술에 대한 벼밀

계획을 추진하고 구띠로부터 기기 구매를 시도하여 현재 5%정도의 우라늄놓

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4) 또한 경제적으로 비효융작염에도 불구하고 우

라늄 농축공장올 건껄하면서 설제로한 농축우라함이 편요히지 않는 중수로위

주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PARR- I. PARR- II 연구로 및

KANUPP원전올 제외하고는 UF6 전환시셜인 K하lUla ， Sihala. Galra 농축시

셜 모두와 Pinstech, Chashrna. New Labs 재처리시설 모두 IAEA 안전조치

를 받지 않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둥 핵연료주기의

Unversity Press: Sweden. 1993.
13) 전게서
14)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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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고 서방전문가뜰은 판단하고 었다，15)

(2) 원자력 개발 역사

파키스탄은 1956년 파키스탄원자력위원회 (PAEC) 될 설립하여 약 60만

달러의 예산으로 원자력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개 되었다. 선진기술올 습

득하기 위해 파EA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미국， 영국 풍악 연구소에 많은 과

학기술자룰 파견하였다. 원자력에 대한 가초띤구와 RI 생산 보급을 위해

IAEA의 도움으로 원자력연구소에 5MWt의 연구보(PAHR- I )헬 설치하여

1965년에 임계에 틀어가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198D년 10MWt로 확장하

여 운영중이다. 그리고 1989년에 임계에 블어간 PARR-II 가 27MWt로 가동

중이고 현재 50MWt규모의 안전조치를 딴지 않한 미상의 연구로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16)

PAEC는 1965년에 카나다로부터 원전 도입을 결정하여 Karachi근처에

125MWe KANUPP 중수로를 1965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1971년에 엄계에 도

달하고 1972년 상업가동에 들어가 파키스탄 낚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

다.

(3) 원자력 정책

파키스탄은 부존자원의 한정성과 경제 발전에 따환 전력수요를 충당하

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의 개발여 시급힘을 느끼게 되어 현실적으로 웬자력

이 적합하다고 선택하여 대규모로 원자력정책을 적꽉 추진하고 있다

15) 한국에너지연구소， 『제3차 핵무기바확산조약평가회의 참가 보고서J1.

KAERIIIM-80/85, 1985.
16) Leonard S. Spector wIth Jacqueline R Srrilth, Nuclear Ambitions,

Westview 안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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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파키스탄을 NP1에 가입시키기 위해 카나다와 미국이 압력수단

으로 중수 및 핵연료의 공굽올 중단하자， 파키스탄은 적극적으로 원자력 자

립정책올 추진하기I 시작하였으며， 중수 및 핵연료를 국내에서 생산·공급활 ‘수

있는 능력 보유와 시설 건셜에 성공하였다.

파키스탄의 원자력 기술개발 목표는 과학기술의 자립， 에너지웬의 확보，

핵무기 제조능력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파키스탄은 이웃 인도가 핵무기

능력율 확보했다는 위협때문에 원자력 기술개발 목표에서 핵무기 개발올 포

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파키스탄 훤자력 정책의 핵심윤 원자력올 통해서 깎내 에너지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있다. 석유나 천연가스관E 매장량이 어느 정도

있으나 수송용의 일부로 쓸 수 있올 뿔 발전용으로 사용할 정도의 양은 되지

옷하며 석유 수입에 막대한 지출올 감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한편으로 파키스탄은 원자력 선전국의 핵연료주기기술 및 주요 선진

민감기술의 국제화에 노력올 ·경주하고 있다. 이는 원짜력위원회흘 중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전계약시 파키스탄 과학기술자로 하여금 웬전의

운전 및 보수를 비롯한 설계， 건설까지룰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올

보유활 수 었도록 원전계약서에 요원 앙: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었다는 점이

다. 파키스탄이 원자력개발올 시작한지 20여년 동안 여러벤의 정권교체기가

있었으나 훤자력 개발계획만람은 변함없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는 원자력

이야말로 파키스탄의 국력올 선장시킬 수 있고 경제적으로 개발활 수 있는

에너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이고 모든 파회기술자뜰도 二I 펼요성과 불가피성에

동의하였기 때품이다.

파키스탄의 국제협력은 1976년까지 주로 선진국파 이루어져 왔으나，

1974년 인도의 핵폭발 실험 성공에 따른 카나다의 대외정책 재검토로 중단회

었으며， 특히 NIT에 반대하슨 입장이어서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은 활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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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한 상태였다. 파키스탄은 인도를 의식하며 북·으로 카시 TJl 르， 서로눈 아프가

니스탄， 이란과 국경올 접하고 있다논 지랴적 조건도. 있어 핵우기 개발의 가

능성이 있는 국가로 보여지고 있어 각국으로부터 충분-한 기술과 협력이 아루

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혜성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우회방

법올 태하였다. 이는 정규적인 구매방법 대신 산업체로 히여금 부품올 구입

토록하는 방법이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파키스

탄의 핵무기 개발에 중국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중국

은 민간기술 분야에서도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의 농축기술

자립에 도움올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7)

파키스탄은 IAEA와의 협정에 기초하여 엘정한 시셜파 핵물질에 대하여

lAEA 안전조치를 적용-받고 었다. 파커스탄의 해불최 생싼은 IAEA 안전조치

가 적용되지 않는 시셜에서 이루어지고 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국플이 NPT 가입국의 힘!if축교섭 노력의 불이

행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으며 더우기 왼자력공곱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훤

자력 평화이용의 추진에 위반되는 처사리고 주장하I 에 NPT콸 핵선진국과 후

진국간의 불평풍조약으로 주장하고 있다.

화키스탄 정부논 공식적으로 핵무기개발 의도가 없다고 천땅하고 있다.

이률 실현하기 위하여 재처리시설의 도입에 있어 프땅스의 엄격한 보장조건

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도， 납아공화국， 이스라엘을 포함한 보.돈 나라가 수

락하면 전면안전조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안보적 측변에서 인도가 만앨 핵무기활 만들면 파키스탄도

반드시 만들겠으며， 또한 인도가 NPT에 가입하고 파키스틴의 안전이 보장되

17)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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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NPT에 조인하겠다는 원칙하에 인도에 대해 양국이 좁시에 핵무기개발

계획올 포기하여 양국의 원자력시설 모두에 대한 사찰올 받아뜰힐 것올 제안

한 바 있다.18)

다.브라질

(1) 현황

브라질은 1992년 12월말 현재 1 기 (PWR: ANGRA - I ) 총 626MWe 용·

량의 원전올 가동중이고 1기 (PWR: ANGRA- II ) 총 1245MWe 용량의 원전

을 건셜중이다. 1992년에 현재 전체 전력중 0.7%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다.

19)

브라질은 파EA의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Resende(jet-nozzle형)과 Belo

Horizonte(jet-nozzle행) 농축시젤과 안전조치륜 받지 않는 Armar Research

Center와 IPEN(Institute for Energy and Nuclear Research)에 우라늄놓축시

설이 었다. 이중 Armar Research Center는 1989년 5%의 농축우라늄 때Okg

과 20%농축우라늄을 소량 생산하였다. 브라질은 이미 1979년에 고속 원섬분

리방식 농축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하여 1987년에 져농축우라늄 수kg을 시험

생산하고 1989년에는 약 1 억 5천만불 정도를 투자하여 연간 20% 농축우라늄

때OOkg 큐모의 농축 시험공장올 완공하였다.또한 핵잠수함에 사용할 50MWe

급 원자로용 70% 농축우라늄올 생산하려 했다는 의혹도 았다.잉) 이에 관하

여 브라질 정부에서는 20%이상의 농축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참수함에도

그-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었다고 발표하였다 21 )

18) 헐花秀武·川上宰一， 鳳子力 k 團際政治， 白挑홉E용， 東京， 1986
19) IAEA, Nuclear Power Reiα’tors in the Wor/d, IAEA, Vienna , 1993.
20) L∞nard S.Spector with JacQuehne R.Smith, Nuclear Ambitions,

’ ‘ Westview Press, 1990.
21)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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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브라질의 원자역 개발 현황

1992년 말 현재

NPT 조 약

라틴아메리카 핵무기

금지조약(Tlatelolco)

IAEA

우라늄자원

연구용원자로

현자력발전소

핵연료 주기

Rν방사선 이용

미 가입

서 명 1967년 5훨 9일

비춘 : 1968년 I 월 19일

미발효

1957년 가 입

26.6 만톤(}981 년 추 정 량)

。 IEAR-l (5MWt)

。 Triga-UMG 000 KWt)
。 RIEN-l (10 KWt)
。 IPEN-Zero Power (100 Wt)
。 Angra-l . PWR, 626MWe, 1984년 상업 가동

。 Angra-2 : PWR, 1‘갱5MWt" 1997년- 가동 목

표로 건설중

。 우라늄 농축: 서목의 원조로 세트노출법에 의

한 Sep Noz Enrichment Pilot
Plant 보유

。 재처 리 Pilot Plant (10 kg/day)률 건설 무기

한 연기중

。 방사성폐기물 저준위에 대해서는 금후 If)년

간 발진_1:내 I각1이에 저장

(}) IPEN올 중심으보 수리화 광활분석， tll 파피

검사， 계측， 식품보존， 으l 학뚱 91 분야에서 광

범위히게 이용되고있음

(2) Rν방사선 공업이용-센터， 왼자력 농엽이용센

타， 방사선조사회사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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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기술의 경우· IPEN이 1987년경 소규모 째처리사셜올 가동했다는

의혹과 함께 20MWt급 천연우라늄융 사용한 중수감속원자로와 가스냉각혹연

감속로를 플루토늄 생산로로 개발한다는 강한 의심을 받았다.앓)

브라질의 원자력 깨발 이용-현황은 표 2. 1.2와 같다.

(2) 원자력 개발 역사

브라질의 원차력 기술개발은 1957년과 1960년도이l 띠국으로부터 소형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여 원자랙 기초 연구 단계를 거쳐 1970년대에 본격화

되었다.

1964부터 1985년까지 브라절올 지배하던 군사정권꽉 강력한 국수주의블

바탕으로 한 대아르헨티나 핵우위 정책올 기조로 원자력 기술개발을 국가적

으로 지원하면서 평화어용 목적보다한 핵개발에 더 적협한 체계에 초점을 맞

춰왔다. 브라질은 1990년 9월 Fernando Coller de Mello대통령이 Amazon내

의 핵폭발시설의 폐쇄와 15년 동안 추진되어 온 비멀 핵푸기계발계획인

‘Solimoes' 의 추진 중지를 션언하였다. 또한 1991 년 12월 11 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풍년 12월 13일에는 IAEA와 아르헨티나 간에 자국내 모든 왼자력 시

쉴에 대한 IAEA 사찰 수용에 서명하였다. 혐재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원

자력 시셜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핵주기 시설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3) 원자력 정책

, 브라질은 1970년대 이후 안전조쳐의 적용을 받는 사염파 받지 않는 사

업올 구분하는 소위 병행사엄，<Parallel Program)올 추진하여 왔다.

먼저 민간 원자력 사업 부문은 국가가 소유하:i!. 있는 원자력공사

22)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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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ian Nuclear CorporatIon)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IAEA의 안전조

치률 받으면서 주로 외국의 장비와 기술올 포염하여 71 숨올 개발하였다.

브라질은 IAEA어11 1957년 가엽하였고， 과틴아떼펴카 핵푸기끔지조약

(Tlatelolco Treaty)에는 1967년 5월 서명하였으1계，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

다. 브라질은 NPT에서 1967년 1 월 1 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다른 핵폭발 장

치률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룹 해무기 보유국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

한 정의이며， NPT는 또한 헤무기보유국의 수직적 핵확산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여 왔다.

브라질이 원전계획을 적극직으로 추진하고자 했떤 것은 언구 및 경제성

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성장의 충촉과 선진챔단71술의 확보를 통한 국력신장

의 과시 및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의 완자력 기술 확보 풍을 플 수 있다.

브라질의 의욕적인 원전 및 핵연료주기의 기술확보계획은 국내산업기반

이 미약하고 1억이 넘는 인구와 많은 외채를 인-고 있는 꽉가과한 점을 감안

할 때 원자력기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려논 셰획은 예정했던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올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인 여건에 따라 원전산엽국 빛 이웃국가의 협

력으로 원전산업을 육성해 가눈 방향으로 추진훨 것으로 사료된다.

브라질온 NPT 조약에 기입하지 않고 안보적 외교정치적 측면에서의 원

자력 협력 강화를 도모하며 략내 원자력개발계획의 적극적 추진올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축 및 재처리둥익 민감기술 획득올 위해 다각적언 협력흘 추진

하고 있다.

한편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01 접차 어려워캠에 따라 인근 나

라뜰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소련기술의 개발유보 및 협랙체제의 구축을 통해

난제를 타개해 나가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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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아르헨티나

(1) 현황

아르헨티나는 1992년 12월말 현재 2거 (PI-IWR 2기) 총 935MWe용량의

원전을 가동중이고 1 기 (PHWR) 총 692MWe의 원선올 건젤중이다. 1992년

현재 전체 전력중 14.4%를 원자력이 차지하파 있다.껑}

아르헨티나의 우라늄，농축 빛 핵연료 재처리개발 계획윤 1970년대 말

집권하였던 군사정권에 의하여 Ezeiza 핵연료 재처리 공장과 Pilcaniyeu 우라

늄 농축공장의 건셜시도로 집약된다. Ezeiza재처리 공장은 1978년 군사정권

에 의하여 건설이 걸정되어 1980년대 초까지 핵우기용-플루토늄올 공급한 것

으로 판단되고 있다. Pi1caniyeu공장도 1978년에 컨젤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벼멀리에 건셜되어 오다가. 19&'3년 Alfonsin 대통령의 문민정권으로 집권 웰

주얼전에야 공표하게 되었다. 이 시설은 국내 연구용 원지로 및 원전용으로

사용가능한 20%의 농축우라늄올 생산할 능력을 보유할 것올 목표로 하였다.

Alfonsin 대통령의 양 시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삭깎24)파 기술적 문제로

완공이 늦어져서 1983년에 실험적 가동현 후 1988년에 이르러서야 2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착하였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생산량은 미홉

한 상태이다.잃)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이용 개발 현황은 표 2. 1.3파 같다.

23) 퍼EA， "Nuclear Power Heactors in the World", lAEA, Vienna, 1993.
24) Leonard S. Spector, The New Nuclear Nations, New York: Vintage

Books, 1985.
25) Leonard S. Spector with Jacqueline R. Smith, Nuclear Ambitions,

Westview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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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아용 개발 현황

1992년 말 현재

연구용원자로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주기

HI 방사선 이용

미가입

서 명 . 1967년 9월 27일

미비춘

1957년 가입

1986년 ·35o ST U30/i(추정 량)

。 RA-O (01 kWt)

。 RA-] (70 kWt)

。 RA-2 (0 1 MWt)

。 RA-3 (35 MWt)
。 RA-4 (0 1 kWt)
。 RA -6 (500 kWt)

。 조사시험로 !JX-LUOO_MWJ~ _
。 운첸중

- Atucha-1 . PHWR, 335 MWe
- Embalse PHWR, 600 MWe
。 건설중

- Atucha-2 : PHWR, 692 MWe
。 우라늄 농축: 1983년 ]1원 가스확산법에 의

한 우라늄 농축 성공발표

。 중수공장

一 소형 Pilot plant(2-4 metric tonI년 )

- 실용 Plant (250 metnc toni년) :

199J 년 가돕개시

。 핵엔료기-공-

- Ezeiza공장(300 metric tons/년)

一 ConstItuyentes(연구용원자링 연료 제조)

。 재처리: Ezelza 공장
。 의료， 공엽， 농업용동의 HI의 80% 이상을

국내생산하여 방변에서 광범위하게 이용

。 조사공장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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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개발 역사

아르헨티나는 국제적으로 원자력 개발 초창기였던 1940년대 말부터 원

자력개발율 국가 기술 수준의 상징으로 간주하여 치속적요로 추진하여 왔다.

페론 대통령이 1뾰0년 5월 국립왼자력원 (CNEA)을 설립하였고， 1953년 미국

의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원자력의 명화적 01 용올 제창하자 1955년 아르핸티나

는 미국과 원자력 협력협정플 체결합과 아울러 약 2아)명의 과학지틀을 미국

에 파견하여 원차력에 관한 훈련을 받도펀 하는 둥 원지력에 판한 자주적 기

툴올 마련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1958년 자력으로 Constituyentes 연구용원자

로(RA-l)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대형 상업용 윈자로 기술개발은 활

발하지 못하다가 1970년대 이후 구서독으로부터 많은 기술올 도입하게 되었

다. 1976년 3월 24일 무혈 군사구테타를 통해 집권한 군사정권은 1983년까지

철레와의 분쟁 및 브라칠의 핵무기 개발 추진 그리고 끊부의 지역 패권주의

동으로 인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준비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1983년 Alfonsin 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뜻과 국가 경제개발

의지， 국제 정세 및 라탄아메리카에서와 외교관계룰 고려하여 원자력율 평화

적으로만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룰 천명하였다 따라서 19댔년 이후에는 원자

력 사업올 먼간이 주도하게 되었고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투자도 감소하여 세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Atucha-2와 Arroyito의 종수꽁장 건셜 기건·이 연장되

기도 하였다. 포한 원자력위원회눈 이전의 군직속에서 내통령 직속므로 개편

되었고， 실제로 우라늄농축야 불필요한 중수로 노선올 택하고 있는데도 1983

년 11월 원자력위원회는 독자의 기술개발로 가스확산법에 의한 우라늄농축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핵무기끔저조약에 1967년 9월에 서

명하였지만 아직도 미비준상태이다. 핵무기 생산능력 및 의도를 지니고 있는

궁극적으로 핵무기 생산올 지향하는 원전계획상의 쪼.치틀올 취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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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정책

아르헨티나가 1950년대 이래로 취헤온 공식적인 원A 력 정책은 원자력

생산에 있어서 기술자립올 아룩하고 다른 국가뜰에 대해 주요 원자력 공급국

으로와 위치틀 확보한다는 것이다.잃)

아료헨티나의 원자력 발전 및 내외정책은 완전기술의 습득파정에서 일

괄 발주를 피하고 공급자를 다원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해외의존을 줄

이며， 자국의 기술자가 최대한 참여하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

방식을 택하고 있고 우라늄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종수로 기술개발에 역

점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중수로 노선음 채택하고 있눈 것은 놓축우라늄 노선에 비

해 국내의 파학기술 산업능력으로 핵연료 주기의 자립이 가능하며， kWh당

우라늄소비가 농축우라늄보다 적고， 국내 우라늄자원의 효파적 이용이 가농

하며， 국내 산업의 참여， 특히 Pressure Tube Design에서의 가공이 국내능력

으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국민틀은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국위를 선양하는

것으로 받아뜰이고 있으며 빈번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초월하여

원자력개발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아르헨티나는 NPT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재처리， 농축 및 중

수생산기술둥의 빈잡기술올 외국으로부터 최대한 얻어나}쓴 전략올 펴고 있

다. 아르헨티나논 자국의 핵시셜에 대한 국제 안전조치 시찰을 거부하고 있

으며 핵연료주기 전단계에 이르는 기술올 확보애 역접을 두어 이를 자립하고

자 하였다. 아르헨티나눈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머EA와의 협정에 기초

하여 일부 시설파 핵불칠에 대해서만 IAEA 안천조치를 받고 있다.

26) John Simpson, Nuclear non-prol따ration:an agenda for the 1뾰'KJ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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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력의 국내외 환경분석

1. 세계의 원자력 기술개발 전망

가. 혜융합원자로 기술개발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으보 기대률 하고 있는 행융합에너지는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고 았다. 핵융합에너지 연구는 1950년대 초에 미국파 영국에

서 이루어졌다. 1958년 국제연합에 의한 “제2회 원자력 명화이용· 제네바 회

의”에서 공개되어 일본 유럽제국 소련올 포함해 세계적요로 급속하게 핵융

합연구가 확대되게 되었다. 그러나 플라즈마를 안정되게 밀폐하는 것은 당초

생각한 만큼 용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걸쳐서는 암혹의

시대률 맞게 되었다. 본격척인 핵융합 노섬의 실험 또는 설험로활 향한 개발’ 

의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1978년경 부터 체계적인 검토가 시작되어 1981년에

핵융합 회의에서 장기 전략이 완성되었다. 핵융합 에너지 시스댐의 미래 에

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이 가능한한 구체적， 종합적으로 파악 훨 수 있도록

설용로의 개념셜계 연구 또는 에너지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핵

융합로의 경제적 가능성이나 안전성， 환경보전성， 플라즈마 보수의 용이합 둥

도 포함해， 가능한 한 종합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전망해야

한다. 일본윤 핵융합로 개념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얼본원자력연구소에서

20년 동안 토차막형 핵융합로의 젤계연구룰 수행해 왔다. 1988년 부터 3년간

에 걸쳐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의 개념셜계활동이 Ee, 일본， 미국파 구소련의

협력에 의해 진행되고， 토카딱행 핵융합로의 셜계검토기법이 비약적으로 진

전했다. 1982년 이후， 세계적으로 토카막형 동력로가 취토되고 있지 않지만

1988년 부터 미국에서 ARIES(Advanced Reactor Innovations Evalu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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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계 획 이 , 그리고 일본에서는 1990 1션 SSTR(Steady State Tokamak

Reactor)의 검토가 행해졌다. 핵융합모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수로와

정상토카막 핵융합로(SSTR)의 발전 ul 용-올 바교해 보면 심절 전기출력당 건

설비는 경수로의 약 2배정도되 SSTR 설계댐에 의해 평 가되고 있다. 포한 발

전단가에서 차지하눈 자본버의 비율윤 70%에 달한다 핵융-합로의 Blanket는

정기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포함한 연료비 용은 무시할 수 없는

값이다. 내용년수를 16년， 가풍률은 70%쿄 고려한 경우의 핵융합로의 발전비

용은 경수로의 약 1.5배로 예측된다. 그러나 핵융합로의 기술적 진보를 감안

하면 기술혁신에 와해 경제성이 향상할 것이다. 특혀 향후 지구차원의 탄산

가스 배출량 규채문제 때문에 확석연료의 다량소비한 곤란하게 될 것이고 화

석연료의 발전을 저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핵융합로판 앞으로의 기술개발

에 따른 경제성의 향상과 높은 환경 안전성에 의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양

질의 에너지원이 될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나. 미래형경수로 기술개발

전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원자로형 중에는 경수료가 가장 많다. 원자

로시스댐의 기술적 성능자료로서 발전효흙， 중식성， 연소도， 열원온도， 출력멸

도 퉁올 플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잇점올 강조하는 다른 노형(고속증식로，

고온가스로 둥)에 비해 경수로가 월동히 우수한 것은 없다. 그러나 경수로는

오랜 기술적 경험에서 많은 노형중애서 가장 취급하기 용이한 체계이다. 경

수로의 기술개발이 단기간에 효과를 거룹수 있었던 것븐 이러한 기술적으로

취굽하기 쉬운 기술체계와 시장정책 둥의 요인을 뜰 수 있다. 二l 랴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 증가와 l 함께 국제경쟁이 아년 국제협조， 국제적 합병회사 셜립，

정보네트워크정비 풍의 형태로 기술개발파 정보교환이 진진되어 각국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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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표준화 및 안전성 확보의 노력이 모색되어 왔기 때푼이다. 그러나 장기적

으로 경수로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기술개발이 있어야 할 것야다. 그리고

고속충식로의 실용화가 늦어절 전망이고 보면 경수포의 사대는 상당히 장기

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속중식로가 상엽적으로 투입휠 시점에서는 이

미 경수로가 대규모로 개발되어 있어 핵연료 주기상 고속중식로가 자립하기

까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경수로는 플루토늄 공급로의 역할도 담당활 것이

다. 또환 경수로의 미래기술은 고속중식로 도입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

한 기술개발을 추구해 자는 것이 종요하다. 플루토늄， 핵연료주기 둥에 있어

야와 같은 노력은 고속증식로의 기반기술 확립에도 관계되는 분야야다. 현행

의 경수로에서는 신뢰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료의 고성농화와 합

께 고연소도화를 단계적으로 달성하고자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개

발도상국을 포합해 세계적으로 원자로의 규모가 대형화되어 갈 것을 고려하

면 안전성， 운전보수성의 관접에서 세계적으로 수용하기 용이한 원자력기술

이 추구되어 갈 것이다. 또한 중소형원자로도 이에 대웅하는 개념으로서 연

구개발을 진전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아서 경수보의 미래기술은 많은

가능성야 았으며 이 가능성올 추구함에 있어 국가의 연구기관이 그역할을 맡

아 챔단기술올 결합해 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위험부닦올 줄일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다. 고속중식로 기술개발

21세기의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와 하나로 우라늙자훤올 최대한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의 개발은 중요한 파제이다. 고속중삭로는 고속중성자

에 의한 핵반웅에의 대웅(제어)， Na의 취금 둥 경수로와는 다른 기술이 필요

하므로 본격적인 실용화에논 시간이 걸렬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중성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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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핵변환반용에 의한 물질의 변환 특히 고준위 폐기불속에 포함되는 장수명

핵종의 삭감처리(단수명화)， 뛰어난 열수송-특성올 갖눈 Na 이·용에 의한 자

연순환능력의 활용동 안정성 향상 및 대출력화 둥이 경수로와는 다른 개념으

로 셜계되었다. 따라서 고속중식로의 다양한 특성을 살려 가농성올 추구해

가면 좋은 결파가 냐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중식로의 특성을 경수로와 비

교해 보면 첫째， 연료의 중석성이다. 즉 고속종식로는 우라늄 차원의 99.3%

를 차지하는 짧U를 핵분열성물질 23<lpu로 전환시킬 수 있고 노섬에서 소비해

나가는 이상으로 연료를 생산(증식)할 수 었다. 둡째， 고속중성자늑 핵변환올

하기 쉽고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한 초장수명 방사성 혜종올 단수

명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고속중식로는 중성자 깎속재가 불펼요한 정

과 냉각재 Na의 양호한 전열특성으로 ~:.심를 착게 할 수 있다. 냉각재인 Na

논 열전달성이 좋은데다 가볍고 비점이 881°C로 높기 때문에 고온저압에서의

운전이 가능해진다. 즉 고온 고효율화를 지향 할 수 있다. 반면에 Na 냉각재

는 화학적으로 활발하여 융점이 98°C로 높은 점이 결점이 71 도 하다. 또한 연

료셜계 입장에서 고속중식로는 연소도룰 높일 수 있다윤 장점이 있다. 연소

도를 높이는 것은 연료 싸이클의 부담을 적재 하고 최대의 방사성폐기물 발

생 원인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져감과 같은 개념이다 이상과 같윤 경수

로와의 다른 특성올 충분히 연구개발하면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고속중식로

는 각광올 받게 될.것이다.

라.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ABB CE사의 System 80+형 원자벽발전소는 13α)MWe급 가압경수형

원자로이다. System 80+의 근원적 개선은 표준형 System 80의 핵중기공급

계통(NSSS)과 더불어 Duke Power샤가 개발한 CherokeelPerkins 보조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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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BOP)의 혁신적 설계에 었다. 설계눈 건껄， 운전 맺 보수사의 단순성이

확보되도로 통합젤계되었다. System 80+ 원자로 냉각재 계통은 CE셀계 원

전의 주요 특정인 출력수준에 관계없는 2루프로 되어 았다. 또한 안전성 개

선올 근본적인 철학으로 설계하였다. 능동적인 4 계통으로 된 안전계통은 비

상노심 냉각과 급수 빛 잔열 제거에 사용왼다. 비상용 냉각수는 훤자로 용-기

로 칙접 파이프를 통해 연철되어 있으며， 격남용·기내 핵연료 재장전- 용수저

장 탱크에서 취수된다. 또한 감압 안전 계통 취수 및 급수흘 통하여 잔열 제

거용 대체 공급로를 제공하는 비상노심 냉각 계통파 연계되어 었다. System

80+는 저농축된 이산화우라늄으로 운전되도록 껄계되어 있다. 연료주기는 18

-24개월이 표준이다. 철강 격납용기는 동일한 체적올 가진 전형적인 원통형

격납용기 보다 75%이상 더 큰 가용 체적을 가진다. 이러한 점은 채장전 및

발전소 보수기간윷 단축셔키고 종사웬의 연간 방사션 피폭 선량을

70mremlman 여하로 유지시키는데 주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격납

용기는 중대사고의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젤계되어 있는데 각각의 안전 계통

올 발전소 공간에 4둥분하여 별도로 배치함에 따라 화재나 홍수에 대한 우려

를 완화시켰다. 안전성변에서 기폰와 원전보다 100배 이상으로 노심용용가능

성올 감소시키고 발생 확률에 관계없이 발생활지도 모갚는 중대사고의 영향

을 완화시키는 사고방지 및 완화수단을 제공한다. 개량￥! Nuplex 80+ 체어장

치는 운전원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운전조작올 매우 단순화시킨 프로그랩화

된 논리체어 계통 분산계통 구조， 고기능 미니 컴퓨터， 다·충원거려 선호 송

신， 광섬유， 격려， 접촉 먼감형 음극선관 빛 전자 발광형 화면， 그리고 진보된

신호 확인기술 둥올 특정으로 하고 있다. System 80 • 설계특성의 몇몇은

1995년 3월부터 1999년 6월사이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언 영광 및 울진

원전에 채용되어 었다. System 80+는 미국내에서 상엽화활 목적으로 추진되

므로 ABB-CE사와 후원기 업 체 (Duke Engineering & Services, St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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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ter, ABB Power Generation)들이 설계작업을 분담하고 있디.

GE(General Elect꺼c)의 1300MW급 개량형비둥수로(ABWR)와 용량이

적은 640MWe급 단순화 비둥수로(SBWH)는 공통의 개땅형 BWH 기술기반

을 갖고 있다. ABWR 개발애 있어서 GE가 이끄는 팀은 혁신섣계 및 시스템

으로 최신 전자공학 컴퓨터 터빈 그리고 연료기술 뚱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ABWR과 SBWR 설계는 현 BWR 발전소 보다 이용월-， 가동율， 안전성 및

신뢰도 둥을 향상시켰고， 발전웬가， 건설기간， 운전원 펴폭 및 방사성 폐기불

은 줄어틀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 계통 및 구조설계의 단순화와 안선계통에

자연법칙올 이용하므로서 안전성， 성놓 그리고 경제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ABWR은 ~과압으로부터 격납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피풍형 중대사고 완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ABWR의 중대사고 방지능려 및 거의 엘어나지 않는 중대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은 확률론적 위험도 포함되고 있다. 보다 작은 크기 및

단순화 그리고 펴통형 안전특성 둥을 포함한 잠재적언 "1 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이 고조퇴어 왔고 °1 에 부용하여 GE쓴 1982년애 단순화

된 전기발전， 안전성 그리고 열제거계통과 함께 600MWe BWR의 연구를 시

작하였다. 새로운 철계에 있어서 고려된 사항은 첫째， 벌천원가한 석탄발전보

다 작아야 한다. 둘째 발전소 안전껴1통온 현재의 셜계보다 간단해야 한다

셋째， 설계는 현재의 기술올 기초한다. 넷째， 건설가간의 단축으로 종전의 시

스템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많이 챔가한다는 것퉁이다.

웨스탱하우스사의 개량형 가압수형 원자로(APWR)는 두가지 정격출력

즉 1350MWe와 1050MWe를 가지고 있다. 셜계단순화 목표는 APWR 1300

개발계획을 착수시켰고， APWR 1000과 궁팍적으로는 웨스탱하우스사의 AP

600 계획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APWR 1:300 계획의 주요똑표는 화력발전소

의 융통성에 대웅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융통성 확보여다. 다른 여러

개선책 중에서도， gray 제어봉 사용은 화력발전소의 융통성에 대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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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전소 운전융홍성 확보여다. 경제성 목표눈 기존의 PWR어l 비해 자본비

용 15% 감소와 핵연료주기비용 20% 감소이다. 자환비용은 열출력 및 발전

소 효율중대와 발전소 전 영역에서 설계 단순화를 시도함에 따라 감소한다.

훼스탱하우스사는 이마 입증펀 혁선적인 피동 안전계풍윷 채용한 가압수형

원자로 기술올 결합시켜 AP 600올 개발하고 있다. AP 600은 전체적으로 더

욱 단순화된 원자로이다. 완자로 건물은 전형적인 기 I斗 원자로와 비교할 때

60% 감소， 밸브 수 75%의 감소.80%나 풀어뜬 제이용 케이뿔， 그리고 50%

냐 줄어든 지진 관련 건물 채적을 가지고 었다. 표춘적인 연료 주기는 발전

소 가동성올 향상시키기 위혜 187H 월로 채택되었다. ~:.섬은 농촉도와 연료

주기 비용올 순차적으로 감소시켜 배열하였다. 원자로 내부 구조물틀은 근본

적으로 재래식 셜계와 동일하므로 새로운 제조방법의 개발이 전혀 볼필요하

다. 단순화되고 소형화된 발전소 배치는 적절한 방사선 차폐와 점검， 보수，

배치 및 교체용 공간올 채공젤 수 있도록 생계되었다，

모률화된 고온기체냉각로 (MHTGR) 개념은 기체냉각로에서 떼년이 넘

는 기간동안 얻어진 설계 개발 그리고 운전경험올 기초로 한다. 헬륨 냉각과

고열용량 혹연 감속채’의 기본적인 특성둥과 함께， 이개념윤 내화성 물질이

코탱된 입자연료의 사용과 피동적으로 열올 제거할 수 있는 원자로의 크기，

형태 그리고 출력밀도에 의해 보강되었다. 발전소 재어， 데이타 및 계측계통

은 집척화된 현대 상업용 미이크로 처리장치흘 이용-한 분할 체어계통여다.

이것은 두명의 운전원이 한계의 재어실에서 다중원자로 및 다중터빈 발전소

를 제어하고 운전할 수 있게 하였다 발전소 제어계통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올 수행하는 원자로 보호계통은 발전소 공정변수들올 갑지하고， 비정상

발전소 조건틀을 탐지하여 원자로 보호기능을 수행한디. 안전성변에서는 거

의 얼어나지 않는 사고들의 넓은 범위에 대한 자세한 평가로 어떤 악조건하

에서도 방사성 핵종툴올 연료내에 가두어 툴 수 있는 MHTGR의 고유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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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

Candu 3 가압중수로는 Candu 설계의 가장 최선행중의 하나이다. 이

모률형 발전소는 최초 콘크해트 타설로부터 약 3년 내에 건셜할 수 있다;

모든 Candu 껄계와 똥얼하게 천연 우라늄 핵연료블 시-용한다. 또한 가동중

재장전， 노심내의 교체가능한 지르코늄합급 압력관， 경수로 보다 낮은 중수

냉각수 온도 및 압력， 그리고 저온저압의 중수감속재 황을 특성으로 셜계되

었다. 진보된 설계과정윤 도변과 서류에 대해 표준화되 고 완전히 통합된 컴

퓨터 데이터베이스를 보장해 준다. Candu 3의 장치에한 반웅도제어를 위한

Candu 6 설계에 쓰인 14개의 액체구역별 제어기 대선애 8개의 기계적인 구

역별 제어기가 있다. 발전소란 모월형 건셈이 가능하다. Candu 3의 핵심특성

은 부지 특성셜계률 최소화하여 부지조건의 다양성에 부웅하논 표준화이다.

Framatome파 Siemens사는 기존의 기술에 기초활 둔 차세대 PWR인

유럽형 PWR(EPR)애 대한 기술올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원자로셜

계는 펴동적 안전특성이 고려되고， 안전성 관련 혹온 경제적 이점이 있고， 설

정된 안정성 목표를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하나의 중요한 특성

은 정격출력의 선태이다. 또한 중대사고름 방지하고 영향웰 줄이기 위한 대

책이 셜계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는 노심용융야 일어날 경우 격납용

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안전주입계통과 잔열제거계통은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특성을 가진 계통이다. 안전주입계통은 네부분으로 구성되어 었

는데 각각은 저수두 안전주입계통과 중수두 안전주입지l통을 갖고 았고， 이

두 계통은 격납용기 내의 저장수조에서 물을 공급받논다. 잔열재거계통은 격

납용기 밖에 위치한 펑프와 열고l환기의 네 부분 종 두부분이 작동되도록 구

성되었다.

PIUS(Process Inherent Ultimate Safety)는 중대사고에 대비하여 원자

로 구조의 내재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동작을 일으키는 장치나 인간의 간섭

- 53 -



에 의해 위태롭게 되지 않도쪽 셜계되어 있다. 성계쓴 입증된 부품기술올 최

대한 이용한 잘 정렵된 LWR 기술에 기반과 판거률 두.:il 있다. 현재악 LWR

젤계와 버교활 때 일차계통의 형태는 재배치되었다. 또한 표준 PWR의 연료

봉 지릅과 줄어든 높아플 가진 2I37H의 연료집합체포 구성된다. 이것은 강화

콘크리트 용기의 원자로수조 바닥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반웅도는 냉각수의

붕소농도와 온도로 조절된다. 제어봉은 쓰이지 않는다. 현재의 PWR 셜계와

비교활 때， 노섭의 운전변수 여유도는 열적부하， 온도， 유량에 있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압력은 떨어졌다. 냉각수는 노심으로부터 상숭배판을 통해 올

라가고 상부의 출구로 원자로 압력용기를 빠져나간다.

몇몇 유럽국가의 업계， 연구개발기관， 그리고 설계 및 건셜회사는 유럽

형고속로(EFR)의 공동상업설계를 개발하기 위한 장기 프로그랩올 작성하였

다. EFR의 셜계목표는 이전의 각국 셜계의 기본특성을 유지하여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규모의 경제효파블 극대화하기 위해 예상용량을

IS<에'MWe로 하였다. 노섬은 6년의 장전기간을 기본으화 한 핵연료관리체계

를 가진 세단계 농출구역으로 구성된다. 안전찌풍은 원자로률 정지시키고 붕

괴열올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원자로보호계통 증기발생기의 보호， 격납용기

기능 및 안전퉁급 차단기능을 가진 발전소보호껴l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염

및 보수셜비는 모든 보조사젤 및 장비가 틀어있는 서비스건물 안의 원자로

건물 내에 있다. 이 셜비틀은 공기중에서， 또한 가능하면 수작업 보수사 취급

할 수 있도록 나트륨이 묻온 부품들을 청소해춘다.

개량형 고속증식로를 개발하기 위해 마국 에너지성에셔 지원하는 프로그

랭은 알곤국립연구소(ANL)의 IFR(통합고속로} 개념올 GE의 PRISM(Power

Reactor Innovative Small Module)중식로 설계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었

다. IFR(Integral Fast Reactor) 개념은 풀타입 증식로， 권속해연료 그리고 건

식공정을 이용하는 핵연료 주기 둥을 포함한다. IFR의 1즉징은 핵연료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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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플루토늄 그리고 자르코늄의 합급으핵연료 주기기술이다. 핵연료는

로 되어 있다.

플우과늄，형태와 해연료 주기기술이다 해연료는핵연료특징은IFR의

루토늄 그리고 지르코잠의 합금으보 되이 있다. 끔속해떤효눈 중요한 새로운

핵연료특성을 제공하고 건식제련법(건식공정)을 기초로 한 단순화된안전성

경제성에서 경쟁력이 있p1
;><;;주기를 가능하게 한다. ALMR윤 안전성，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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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가능하고육지와 해변가 모두에서 성형가꽁과 선적이원자로 모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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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
‘

이
-
/

1이

력

성


능

요

성자속

경

2030년수로에서

고속증식로를 설용화한다는 목표 아패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전력계에

설정하여

기흰으되 2020년에서

고속증식로를하나로서

노형전략을

주류의

전환한다는

날}7..:J
c:' L.:.원자력

고속증식로로

일본은 미래

경에

실초기에는왔다실시하여공동으로설계연구를부터 실증로서는 1980년

끈본적으로 경제성 향상대책을증로의 건설버가 경수로의 3배에 달하게 되어

고속증식로와 원자로냉탱크형개발된유렵에서그리하여강구해야 하였다.

설목표로하여고속증식로를 건셜비 1.5배를각계통을 compact화 한 루프형

증기발생기까지원자로에서루프형으로서워하여달성을표모
「

계하였다. 이

여러가지 겸한 배관시스펙파 배치를거리를 가압경수로와 동퉁한 수준으로

토한 결과 원자로용가 중간열교환기와 펌프용기를 역 U자관으로 연결하므로

되었다.선택하게Top-Entry방식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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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Entry 방식 루프형의 채념설계에서 안전성은 경수j응와 대둥한 수준으로

하고， 경제성은 1000 MW급으로 환산하여 건설비가 경수로의 15배 정도가

되도록 하며， 또한 발전비용 절감올 위하여 가능한 한 JL딴-소도화 하고， 운전

주기륨 장기화하며， 분산배치라는 장점올 최대한 활용한 보수·유지성의 향상

올 목표로 하였다.

2. 에너지와 지구환경

가. 지구의 환경분제

언구의 중가 및 경제의 발전으로 언한 애너지의 소벼량이 늘어감에

따라 이로 인한 지구의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문제가 근래에 들어 심

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 (environmental impac t)틀은 인류

의 건강에 가시척이며 만성적인 폐해룰 가져다 줄 뿐만 아니과 위험성올

수반하는 오염물결올 배출함으로써 생패계콜 파괴하고 언류의 미래에 커

‘’다란 재앙의 가능성 마저 던져주고 있다.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지속적

인 관계률 유지하고 었다. 얀휴의 경제활동 몇 에너지 사용으로 얀혜 발

생되는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삭하기 시작힌· 지 는 얼따되지 않오며 따

라서 에너지 사용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환경문제에 영향을 띠치논가

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은 부분어 많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애 따르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칠블은 표 2.2.1과 같다.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은 지구의 환경에 많

은、‘영향올 주고 었다. 현재 세계가 직띤하고 ，있는 지구환경의 문제는 지

구의 기후변화(온난화)， 수질오염， 생태계 파피， 대기오염， 오존충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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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파괴， 산성비， 생물종류의 감소， 해양오염， 방사능 피해둥을 뜰 수 있

는데 이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월의 현상파 원인은 q.음과

같다

(1) 기후변화

과꺼 100년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03 - 0.6‘℃ 정도 높아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

상은 C02, CH4 , O:-l, N20 , 프레온 등의 소위 온설효과 유발가스뜰이 대

가 중에서 일으키는 온실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맏꾀지고 있다.

(2) 오존충 파괴

대기중의 오존충은 태양 굉선중 자외선플 차단히-눈 역할을 하고 있

다. 그러나 어 오존층이 CFCs, Halon 둥 오촌층 파괴물질의 배출로 인

하여 급격히 파괴되어 왔는데， 오존층야 파괴되면 피부·암의 발생을 중가

시킬 뿐 아니라 인체의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교 육지 농작불 및 해양 생

태계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

니



표 2.2.1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오염올질 인간에 의한 에너지 사용에 (B)!(·A) 에너지 사용에 의한
배출 비훌 의 한 배출 til 율 배춤외 구성 비율

(A) (B)

802 45(3) 40<a> 89<~·n 석 탄연소: 80( l}
석 유연소: 20( l}

NOx 75(3) 64(:·n 8S(:·n 운송부푼: 51 (1)

기타부문 49 (1)

CO 50(3) 15-25(3) 30-50(3) 운송부문: 75‘1)
기 타부분: 25 (1)

Lead 100(3) 90(3) 90(적) 운송부문: 80(2)
기 타연소부문: 20(2)

T님- %
11.4(3) 4.5(:·n 39( 1)

운송부문 17( 1)

입자상 전력부문: 5( I)
물 질 나무연소 12( 1>

휘발성
5(1) 2.H(:·i) 56(})

석유신 업: 15(1)

유 기 가스산업· 10(1)

화합물 자동치 부·문: 7S(})

핵 총 10(3) 2.5(:1) 25<:'i) 우파늄 채광

및 분쇄 : 25(2)
원자력발진소
및 석 딴연소 . 75(2)

C02 4(4) 2.2-32(3) 55-80(~i) 천연기스 : 15(1)

석 유 : 45 (1)

고체연료 : 40 (1)

N20 37一58(3) 24-43':1) 65-74c-n 화석연료

연 소· 60 ‘ 75(3)
바이오
매스연소: 25-40(:1)

CH4 60(3) 9-24(:·i) 15-40':1) 천 연 기 스: 20-40<:1)
바이오
매스연소· 30-50(3)

주) (1) OECD 국가
(2) 미 국
(3) 전 세계

(4) C02의 농도중가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올 고려하면
전 세계에 대한 영향은 훨씬큼.

자료) Energy and Environment: Policy Overview (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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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종류의 감소

지구상에는 약 5백만 종- 이상의 동식물이 있는F 것으로 추정되나 많

은 생물종들이 멸종위기에 저해 있다. 여는 인간활홈으로 언한 환겸오염

에 의해 생물의 서식처 파괴， 생태계의 변화 및 인 간에 의한 생불종의

남획에 기인하고 있다.

(4) 산성비

산성비는 석유， 석탄， 가스둥 화석연료의 연소시 배출되는 NOx 및

아황산가스가 공기중에서 산화 반웅하고 이것이 대기중의 수분과 결합하

여 발생하는 것으로 건물 교량동을 부식시키고 토양， 수자원 및 생태계

에 큰 영향올 미친다

수십년동안 전력 생산에 따흔 환경영향은 많은 사랍틀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섬은 정치적 규제， 나아가서는 세계의 공

동 대처라는 문제로까지 벌전하여 왔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

수력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그리고 원자해발전에 따콘 위험성뚱이 정치

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움직엽은 1960년대말의 “환경운

동”으로 구체화되었다.

1972년에 발행된 로마클럽와 첫번째 보고서에서는 환경오염이 지구

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983년 에 는 UN에 의 해 세 계 환경 개 발위 원 회 (WorI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nlent)가 구성 되 었눈 데 이 위 왼 회 는 세 계 적 차

원의 환경관리가 펼요하다한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구의 지속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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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위한 장기전략올 제안하고 있다· 1987년에 이 위원회는 전 세계가 지

구의 기온변화와 같은 심각한 환경위기에 직변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십년에 걸친 전 세계의 일치된 행동

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는데 여러가지 제안 중에서 이 위원회는 세계의

에너지원의 구성올 변화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19881년에는 많윤 국가들이 오존층의 파괴될 막기 위해 CFCs의 배출

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오존총올 파괴하는 딸질예 대한 몬트리얼 협약”

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환경에 영향올 주논 오염불질 ~l 배출올 제한하

는데 대한 보다 광범위환 합의훌 도출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계속되

고 었다. 예률 틀어 1988년 6월에 토론토에서 열렸던 “대기변화에 관한

세계회의”에서는 전세계가 노력해야 활 목표와 이 목표률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에따르면 2005년까지는 C02 배출량을 1988년 수

준의 약 80%청도 수준으로까지는 절감시켜야 하며 선진국들은 상호협약

또는 다자간 협약과 국가에너저 정책올 통해 이러한 목표 달성올 주도할

것올 결의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볍으로써 에너지를 효

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 CO2 절감을 이루기 위하여 제시된 방

법들은 다음과 같다.

- C02를 적게 배출하는 연료로의 대체

- 개량형 바이오가스 변환 기술 둥을 통한 째생에너지 사용의

전략 재검토

-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핵부기 비확산둥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

해 소외되었던 원자력 발전의 재검토

1988년 에 는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파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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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국가가30여후원하에Organization의Meteoro '1ogical

창성하였는태UPCC)를ChangeClimateonPanelIntergovernmental

온난화는 지역의 온도， 강지구의보고서에서는발표된 IPCC의1990년에

영향피· 댐-접한 관계파괴적끼치윤해수면에및경로패턴，태풍의우의

있다.것으로 보고하고가 있는

각국이세계리오데자til 이 로에서브라철의6월에는1992년또한

관한 유엔 회 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개발에“환경과참여하는

개발없는‘환경영향이개최되었다.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범(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 t)’ 이 라는 명 제 의

이번 회의개최되논위해fir 련을세계적 실현과 종합적인 국셰 환경대책

방지협‘기후변화지구환경보전강령’괴‘ 21서l 기ql
A‘지구헌장’에서는

약’의 채태동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움직임은 앞으로도

있다.예상꾀고

공몽대처 i!} 는

전개될 것으로

대한 세계약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에이와 같이

나. 발전완별 환경영향

전력있어서환경문제에이러한 세계의따프띤，통계에여러가지

주요세계의이는있깐데，나타나고것으로아 미치는

전력공급원인 석탄， 석유， 가스 및

오염물질들을

큰매우영향은

많은생산과정에서전팩의원지·력둥이

전력공급원에그러나 각 국가·의때문이다.있기배출하고

상황톡수한 사회적， 정치적나라의그아니 i과환경영향뿐대한 결정은

관한

특이한

공갑에

다소

전벽의

섬에서

있어서

결정된다는

-국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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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갖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력공급에 대한 결정은 막대함 자본

올 수반하는 대규모 에너지 꽁급시설에 대한 깥l 정이기 때문에， 세계가

만일 이러한 전력공급원에 때한 결정을 통제할 수 었다면 세계의 환경영

향올 줄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어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일반적으로 전합올 생산하는 파정

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에서 ul 롯된다. _1 러냐 환경영향올 명가

함에 있어서 전력의 경우 빌반적인 환경영향 외애 전력의 생산 및 사용

파정에서 인체에 미치는 보건영향(health impact)도 전력공급훤의 구성올

선택할 때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보건영향파 일

반적인 환경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전력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직접영향(direct impact)파 간접영향

(indirect impact) 으로 구별되어 발생하게 된다. 직접영향은 지속적 또는

사고에 의한 일시적 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의 방출과 유출 둥에 기언하며，

이에 의해 질병 또는 사망 뽕만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와 기능상실 퉁이

유발 된다. 야와 같은 직접영향에는 원자력발전에 의한 방사선 방출 또

는 화학척 발암물질파 같은 유해 물질에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칙접

보건영향(direct health impact)과 산성 침전불에 의한 생태계 파괴 및 토

양의 폐허화와 같은 직접흰경영향(direct environment impact)이 있다.

한편 간접영향은 석탄발전의 C02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산성툴 침

전과 같은 환경변화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산성화된 금속 둥이 식량과

식수에 다량 함유되어 보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후변

화는 식량의 생산량 감소 둥에 영향올 ul 철 수 있다. 이처렴 전력이 환

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력올 생산하논 각각의 전력공급원이 미치

는 환경에 대한 영향의 종류와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분에， 각각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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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전렐꽁급원흙 결정한다

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울 것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전력공급 시스템을 하나의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우열을 펑가한다는 것은 단순-힌 차원의 푼제가 아니기

때분에 현단계에서는 다양한 환경 및 보건 영향월 요.소별， 차원별로 붐

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지담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간접영향율 무시하고

인간과 환경의 직접 영향에 훗점올 맞추어 웠눈데 이는 간접영향의 겨l 량

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끽접영향을 중섬으로 요소별， 차원별로 분리하

여 명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지만， 환경 및 보건 영향별 적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론의 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종합적인 위험도 평

가는 가능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환경영향을 고펴한 합리적인 마 래의

전력공급원 선택과 구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사스

템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해서한 앞에서 언급한 직집 · 깐점적인 환경

영향 및 사회경제 측면과의 관계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과

아울러 전력생산과 관련된 환경 및 보건영향 l-il 고!촬 위한 국제적 차원의

데이타베이스 구축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보건영향

아무리 엄격한 환경규제룹 할지라도 전기생산을 위해서논 연료주기

별로 유해불질의 생산， 방출， 유출 둥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

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와 갈은 보건영향은 작염종사장애 곤무하는

작업종사자가 정규작업시에 환경오염원의 노출에 의해 피해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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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료주기별로 환경오염원이 대 71 둥으로 방출되어 임반이 피해를 보

는 경우， 그라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고에 의해 작업종사자와 일반국빈이

피해졸 업는 경우와 같은 셰가지 경로(path)룹 통해 이루어진다. 즉， 보

건영향의 피해대상윤 크게 작업종사자(occupatiOnal)와 일반국면 (public)

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게 된다. 또한 이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건

영향은 그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노냐 아니변 장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

나느냐에 따라 즉시효파(immediate effects>와 지연효.파 (delayed effects)

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 힐반적이다.

표 2.2.2는 전력공급원별 연간 lGWe의 전기생산월 기준으로 했을 경

우 연료주기상에서 나타날 수 있눈 작업종사자와 연반국민의 치사울올

나타낸것이다.

표 2.2.2 전력공급원별 보건영향 바교

(단위: 사망자수IGWe· a)

작업종사자 (OccupatIOna l) 일반국민 (Public)
구 분

즉시효과 지연효과 즉시효과 지연효과

(ImmedIate) (Delayed) OmmE'diate) <Delayed)

석 탄 0.4-32 013- 1.1 01--10 2.0-60

석 유 0.22-1.35 O.OOL -0 1 2.0-6.0

가 까‘ 0.17- 1.0 - 02 0.004-0.2

훤자력 0.09-0.5 0.13-037 0.001 -001 0.005-0.2

주 1) 채래식 발전원(석탄， 석유， 가스)의 경우는 연료의 추출， 처꾀， 수

- 64 -



송， 발전소 건셜 및 운-전 둥에 따뜯 치사율엠

2) 원차력발전의 경우는 연료의 추출， 원광처리，변환，농-춤， 성형가

공， 수송， 발전소 건설 빛 운전， 재처피， 페기윌· 치분 둥에 따

른 치사용임

3) 작업종사자의 치사윷에 있어서 석탄파 원자렌은 지하채광시

의 자료이며， 석유와 가스는 해양추출 겸우의 자료입

치사율은 일반적으로 연간 100，000명당 사망자수로 나타내는데 이는

1년 동안 일반국민이 사망한 평균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력공급

부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력공급원별로 연료주기가 다·를 뿐 아니랴 연

료주기 각 단계의 노동집약도(Jabor intensity)가 서되 다르기 I때문·에 연

간 단위전기 (표 2.2.2의 경우는 1 GWe' a)를 생산하기 위해 전 연료주

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치사율로 표현하는 것이 퍼 합리적이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탄 전랙공급 시스템에 종사하는 작업종사자의 즉시

치사율<immediate fatality rates)여 3.2라면 이는 석 딴으로 1년간 lGWe

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면료주기상의 총 치사지-수가 3.2명이라는 것올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념에 업각하여 이 표에 나따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작업종사자의 즉시효과

석탄연료주기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지하에서 이 루어지는 풍 악조건

의 작업환경 때문에 대부붙의 작업이 지상에서 여루어지는 석유나 가스

보다도 작업종사에 대한 위험도가 높음올 안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

경우는 적은 양으로도 다른 에너지윈에 비해 훨 씬 높은 연료효왈(이는

같은 양의 전기생산올 가정할 때 다륜 에너져원에 비해 연료가 훨씬 적

게 소요됩을 의마함)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채핑-에 종사하눈 작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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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화 인해 석탄확력의 작업자

위험은 원자력에 비해 5배에서 35배 정도 더 위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작업종사자의 지연효파

작업환경의 특성상 석유나 가스의 경우는 전혀 영향올 끼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석단은 연료의 채광 수송， 처리과정에서 작

업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오염원에 노출되어 누적애 의한 피해가 존재하

며， 원자력은 주로 우라늄 채광과 전력생산 과정에서의 사고 둥에 의한

누적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에너지원에는 약간의 작업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표에 나타난 결파처럼 비록 작은 차이

이기는 하지만 원자력이 석탄보다는 장기적으로 팔 때 작업종사자에게

털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일반국민의 즉시효과

재래식 발전원의 경우 연료의 연소에 의한 환경오염원의 대기방출파

액체폐가물의 유출 및 많은 양의 연료수송 둥에 의해 그 피해가 석유를

제외하고 상당히 큼올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 경우는 우라늄 채광

과 발전소 운전과정에서 약간의 방사능 밖에 방출되지 않고 연료의 수송

물량아 적기 때문에 그 영향은 석탄과 석유에 비해 1/100-1/1 ,000 정도로

극히 마며함을 알 수 있다.

(라) 일반국민의 지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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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험은 모든 전력공급원에 대해 앞에서 셜명한 다룬 어떤 위험보

다도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의 영향-올 평가하단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푼야라 할 수 있다. 표의 결파에 의하면 원자력과 가스에

의한 일반국민의 장기적인 위험도갚 비슷하며， 석탄과 석유는 그 위험도

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탄파 석유의 경우-가 완자력파 가스

에 비해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이나 가스와 같은 전력공급원은 석탄과 석유를 이

용한 전력공급원보다 작업종사자와 일반국민에게 미치순 보건영향은 경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환경영향

전기생산올 위한 연료의 사용에 따라 각 전력꽁삼원은 표 2.2.3과 같

야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젤의 배출애 의해 지구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았다. 이런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단기

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출 수 있는능데 피해의 정도는 방출된 오염

불질의 양과 환경영향 요인의 희석， 제거 풍을 위한 기술수춘에 의해 좌

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한 환경영향플 너l 교 • 평가한다는

것은 방출된 오염원의 오염기간과 법위 동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의

부족과 합리적인 비교플 위한 일반적언 계량화의 어려움 및 환경오염원

에의 노출과 이에 의한 피해와의 상관관계 파악의 한계 둥 때문에 어려

움이 있다. 또한 다양한 환경오염원의 배출 및 유출은 다양한 환경영향

을 유발하므로 일반적 기준에 의한 환경영향의 ul ..liL 및 평가논 더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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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되는 것아다.

표 2.2.3 전력공급에 따른 주요 환경영향

에너지원

석 탄

주요 환경 영향

。수질오염

。토양파피 및 생태께파괴

0 재 및 광꼴로부터 오한 중끔속

。 대기를 오엽시키는 SOx 및 NOx till 출

。 C02의 배출로 부터오는 지구의 기후댄화

0 산성비

석유 및 가스 | 。해양 및 해안오염

O 토질변화， 수립파괴， SOx 및 NOx에 의한 산성비

。수질오염

。온실가스 배출올 통한 지구의 71 후변화

수 력 l 。토양파과 및 침선저해

。생태계파폐 및 생물종류의 검·소

。수철변화 및 해양제변화

。주거환경 챔해

원자력

재생에너지원

。수질오염(채광)

。생태계 파괴

。핵종에 의한 토양 및 해양 오염

。대기 및 수질오염

o 생태계 변화

。풍력 터어번에 의한 소음

이와 같은 어려옵 때문에 현재 환경영향 비교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세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석탄， 석유 원자르| 품과 같은 연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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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환경오염원(대기， 수질， 토양)이 환경영향권(지:;z-， 지역， 지방)에 미

치는 환경영향의 순위를 명가하는 순위평가법 (assessment by ranking)파

연료추기별 단위 천력생산링;당 환경오염 방출량옵 산출하고 이를 비교하

는 환경 오염 방출량비 교 법 (emission values and ambient quahty indices)

이 있는데 이 방법은 여기에서 산출된 자료륭 근꺼로 환경수준 허용지표

를 설정 (실체로 미국에 있어서 도시의 대기오염 지 .n.눈 이 방법으로 설

정하였음) 하는데 이용할 수 았다. 그리고 환경 오염의 허용-치나 목표치

를 초파할 경우에만 환경영향으로 취급하한 목표 몇 엄계수준 접근법

(target and critical level approach) 풍이 었다.

이 세가지 방법중 에너지원별로 환경영향의 비파! 및 평가는 환경오

염방출량 비교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환경오염 방출량 비교-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원별 발전량으로 환산

한 환경영향올 살펴 보았다.

다양한 연료와 기술벌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파 유출량올 파악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환경영향의 잡재성을 알 수 있다. 그댐 2.1 -1온 연료별

로 연칸 1 GWe올 생산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원별 환경영향올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 나타난 환경오염 불질 방출량의 자료늪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 서 수 행 한 표팔 적 인 환경 영 향 버 교

연구의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이 그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깥이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총 환경오.염 불질 배출량은 거의 유사하

며， 802 방출은 석탄(대부분 변환단계에서 발생)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에너지원과 벼교하여 천연가스가 장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천

연가스 추출파정에서 많은 양의 502가 방출되기 때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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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석연료들의 전 ’연료주기에서 연간 1 GWe당 배출되는 총c

C02양은 다른 에너지의 연료주기에서 배출된 총 C02양의 2배 정￡가 ‘

더 배출됩올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중에서 전기생산과 관련된: r1

석탄연료주기의 ‘연간l ‘ 1 G'Ve 당 총 C02 배출량은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2배 정도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구차웬의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촌총 파괴 동은 주로

SOx. NOx. C02와 같은 환경오염원이 주요 훤안이 되고 있다는 것은/이

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그렴에 나타난 바와 깐이 이들 r 환경오염 

원은 거의 대부분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틀에 의해， ，~벨

생하기 때푼에 이들 연료가 환경영향의 주요 완인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원자력의 경우는 대기， 수질， 토지오염 퉁 전반적인 분!

야에서 켜의- 환경영향율 끼치지 않는 청정에너지엄올 알j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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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비확산 축면

가.개요

원자력 국제협력은 두 측면에서 바라불 수 있다. 하나는 기술적·경제적 측

면이고 또 다른 하나논 정치외교적언 측면이다. 기술적·경제적 측면은 일반

국제협력의 경우와 같이 협력 대상국간의 문제로 당사국간의 이해관계에 기

초하논 것이다. 다른 분야의 국제협력과 원자력 국제혐력이 구별되는 것은

두번째 정치외교적인 측면 때문이다.

원자력윤 원자력 발전과 같이 평화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반면 핵무기

와 같이 군사적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실제로 원자력의 힘올 처음 발휘

한 것온 명화적인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젓이였다. 양쪽에 쓰이논 기술이 서

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공유될 수 있다는데 원자력의 문제가 있다. 즉，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군사적으펴 전용되자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자력 국제협력은

단순히 기술적·경제적인 문제가 아나라 정치외교적언 운제로 취급되고 있다.

현채 원자력 국재협력은 팍제 핵비확산체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않논다논 것을 다

른 국가틀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제대보 된 국제협력올 이루어 나찰

수가 없다. 특히 핵연료주기의 경우 잔정한 자립은 불가능하다. 국제적으로

투명성올 언정 받는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내 말만 뜰어 달라고 해서 이룩

되는 것이 아냐다. 일본와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 세월을 두고 꾸준하

게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원자력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 국가의 핵비확산에

대한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적인 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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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평화적인 이용에 대해서도 불펼요한 간섭과 압력을 받고 있다. 여

는 핵벼확산체제 자체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논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

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방면으로 인정올 받기 위한 노핵올 정치외교척인 차

원에서 체계적으로 해 오지 않았기 때분이다. 따과서 이 시점에서 원자력 국

제협력 및 외교 전략을 잘 세우고 설천해 나가한 것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올 중진시키고 진정한 원자력 기술자립을 이룩하는데 펼수척인 것이다.

현재 원자력에 관련된 국제 정세는 국제 핵버확산체제 테두리안에서 이루

어져 있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 미국파 러시아간 핵군축의 합의(START II)

및 이스라엘과 PLO깐의 대화해 둥 국제사회는 평화적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

다. 그러나 NPT 가입국인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의 발각과 북한

이 국가 존립의 위협울 끈거로 NPT 탈퇴 선언 및 틸-퇴 유보 선언풍으로 인

하여 NPT의 안전조치 체제의 효파성 및 효율성 강화 푼체가 파EA이샤회의

의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구소련 해체에 따라 해무기를 보유하고 독립한 러

시아 이외의 카자스탄， 우크라이나의 비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NPT비가업

(벨라루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NPT가입 수락서를 7월22일 워싱톤에 기탁)

으로 인한 핵보유국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 국기·툴의 핵무기의 통제기술

미비와 원자력 관련 전문가닫의 해외 유출 둥 핵무기 제조에 관련된 완료및

관련 기술의 확산가능성 증가로 인하여 핵무기 보유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선

진국툴은 핵무기 확산 방지혈 워하여 국제 핵버확산 체제훌륭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냐. 핵비확산조약

(1) 개요

핵비 확산초약(NPT: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은 1968년 7월 1일 런던， 모스코바， 워 L싱턴에서 서명이 개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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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3월 5일 발효되었다. NPT의 목적은 핵우기 비확산(수평척 확산 방

지)， 핵군축(수직적 확산 금지 및 기존의 핵무기 검·축) 그러고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 종진(조약 전운) 둥이다.

NPT는 핵무기보유국이 어떠한 국가에도 핵무기 혹은 핵폭발장치 및 기

타 판련 제어장치동올 이송하는 것플 금지하고 혜무기 빛 폭발장치 획득 혹

은 제조를 꾀하는 비핵무기국에 대한 지원월 금지하고 있으며， 핵무기비보유

국들은 원자력의 i영화적 이용에서 핵무기 혹은 다른 핵 폭발장치들로 전용하

는 것올 방지하는 관점에서 IAEA가 정한 안전조치협약올 받아들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었다. 또한 NPT는 권고사항으로 핵무기보유국들은 원자력의 명

화적 이용올 위해 핵무기벼보유에 유용한 장치 및 사셜 그리고 7) 술 정보둥

을 제공하여야 하고， 핵무기 감축과 핵무기 경쟁의 종식과 관련되어 충분히

효윷적으로 협상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NPT 가입국운

1993년 10월 현재 1607N 국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8년 7월 워싱턴에서 가입에 서명하고， 1975년 3월 국회에

서 비준， 1975년 4월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86번째로 NPT를 발효시켰다.

그 이후 1975년 10월 l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1975년 11월 이

를 발효시켜 국내 모든 평화석 원자력 활동에 안전조치렐 적용받고 있다.

(2) NPT 명가회의

NPT 8조에 ‘조약전문의 목적과 조약 규정이 설힌띄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조약의 발효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떼 5년마다 스위스 제네

바에서 개최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 의해서 NP1、의 평가회의가 1975년，

1980년， 1985년， 그리고 1990년에 걸쳐 스위스의 체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제L

차 평가회의에서 핵무기버보유국들이 핵보유국뜰의 조약 6조에 대한 볼성실

한 이행문체가 제기되었고 이논 제2차와 제4차 평가회의의 최종 결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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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채택되게 된 주왼 요인으화 작용하였다. 핵 I보유국들은 핵무기의 생산 몇

배치를 계속함은 물론 파EA의 핵사찰 또한 면제되는 혜택올 누리고 있는

반면 핵비보유국틀은 평화적 목적 이외의 핵 보유를 금지하고 이의 준수 여

부륨 감시하는 안전조치를 받게 되어 있다.

NPT 평가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쟁점 최종션언문 내용
-------------

口추요쟁점 口 최종선언문

o 7촉7그구홉채은택 핵보유국의 NPT 규정 야행 o 핵실험 금지는 핵무기조정치쟁임
중단의 가장 중요한

찌‘37’쐐내넨 o 미촉국구， 소련의 지하핵실험 재한

o 뼈물첸의 이대훈책저구장채수화송에
대한 보호

o l:\효!핵파지섹대 생정윤 핵확산 방지에

_.-- ---- ---
口 주요쟁점

명(l재%가2회0i년}의)
。 핵보유국툴윤 NP1、 강화， 가입국 확대，

안전조치 강화 주장
ul 채태

。 η생빵1싼지으r뼈」없함엠에씨야야뺑뼈tt카시뼈앤
의 종료7~ 수 핵 산

방지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
---、----

다 주요 쟁점 디 최종선언문

o 핵션핵보비쩨유조확국산건들이잉은국안찌션원조자치력몇교수역출의흉제 강화， o NPT깐임세계명확 및 안전에
펼수젝

형(l셰9가83회5차년의)
올 주장

o 핵무기의확산명화방이지용，핵군축，
。 π챔요」떠뼈앤최로국하액懶혜많 웬자랙 종진，TANFr

분 수출홍재는 핵공급 규채생확인및 전문의 목적 준샘빼뺑웰빼고찌…’나U 장
o NP1'딸 충실한 이행파 NPT의
권위 강화 결의

-- ------
口 주요쟁점

。 핵보유국들은 NPT 연장과 e1'BT는 별도의

뺑빼째
문재전라고 주장하이고행， NPT 당사국의
안 조치 의무 촉구

11\ 채택

o 7핵7그군룹축은의 C1'BT의 체결이 NPT 연갱 및
선행 조건이며， NSA 없이는 NPT

연장은장어및렵다고 주장하고， 쳐핵물질의 장기
공급보 당사국 우대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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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PT 연장회의

조약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NPT 10조에 ‘발효후- 25년 후에 (1995년) 조약

의 무기한 혹은 일정기간의 연장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4번의 준비회의를 개최키로 하였

다. 이에따라 1993년 5월 10웬부터 5월 14일까지 유엔판부에서 당시 총 157

개 NPT 당사국중 1237H국이 참석하여 1차 준비위원회롤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NPT조약 자체가 불평뚱하며， 기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확산 방지에 기여하여 온 유일한 국제법 체제

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공헌해 왔음을 재확인하였으나 조약 자체의 불

명동성에서 내재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핵무기의 완전 첼폐， 포팔적핵실험

금지조약 체결문제， 핵무기 할사용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문제) 둥에 관

해서는 선진국과 비동맹 강경국간의 기본적인 시각차를 보였다. 이는 탈냉전

이후 국제안보 및 군축문제가 동서문제의 시각에서 납꽉문제 차원으로 전환

되고 았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탈냉전 이전에는 서방새계의 해확산 억지는

미국이 담당하고 공산 진영의 핵버확산은 구소련이 담당하여 오던 패턴에서

크게 변한 것요로 향후는 모뜬 문제가 남북문제로 귀착하여 체가되고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주요 현안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NPT가 해무기 확산땅지에 종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연장에 동의하고 았으나 조약자체의

문제점과 상기의 부정적 요인 둥이 해결되어야 그 권위츰 더해 갈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최근에 핵수춤통제제도의 강화 안전조치 체제의 보강 동· 원자력올

평화적으로만 이용하논 국가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국제 원자력정세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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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고， 개도국탈이 주장하여온 평화이용 증진의 측면에서는 그 진전이

없는 점과 핵군축과 핵무기 불사용 보장의 볼인정， 구소련 해’체로 인한 핵무

기 보유국들의 증가 둥의 요인으로 볼때 무기한 연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5년 연장 및 평가회의에서 NPT가 무조건， 무기한

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방자}국의 입장파 NP1‘체제의 불평둥 요

소가 해소되지 않는 한 유기한 연장되어야 l한다는 연부 비동맹국가흘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고 았으며， 다른 보뜬 운체에서 이리한 기본적인 입창이 반영

되어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가) 전면핵실험금지(CTB) 문제

NPT와 eTa의 관계는 4차례의 NPT 연장회의에서 계속척으로 논쟁

거리였다.

이 푼채에 관한 논쟁은 NPT의 주된 목적이 ‘수명적 핵확산방지’이냐

아니면 ‘수직척 핵확산방지 이냐 하는 문제에 귀결된다. 조약 6조에 모든 조

약국틀은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판한 교섭파 효과적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

한 조약 체결올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가로 약속한다”고 규정되어 었다.

결국 핵보유국틀은 이제까지 자국의 핵실험의 자유는 향유하면서 이외 국가

에는 핵무기 개발의 권리를 부정하는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은 보유국파 비보유국간의 갈풍올 심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러한 차별성의 문체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었다.

핵무기비보유국들이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수평적 확산으로 인한 참재적 핵

무기보유추진국틀휘 시도가 아닌 핵보유국툴이 보유하고있는 핵무기라는 사

실이다.

eTa에 관한 기술적인 논쟁윤 끊임없이 제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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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술적 측면보다는 핵비획-산체제하에서 정치적 의띠가 더욱 강조되고 있

다. 오늘날 eTB의 실절적인 영향이 1950년 후반에 처유 논의되었던 당시와

비교해서는 미미할 수도 있지만 CTBT의 체결은 한 시내의 종지부를 내리논

큰 의마를 갖논다. 과거 CTB는 정치적언 상징으로서 상당한 의미플 가지고

있었다. 즉， 1950년대 중반에 이는 핵무기 개발 중지와 대 71 권내의 실험으로

인한 대겨오염의 중지률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제기되었다.Il

1950년대 말파 1960년대 초까지의 협상올 통하여 미국， 영국 빛 소련

은 1963년 PTBT의 체결에 성공하였다. 1960년대 중 l칸에 이르러 포괄적무기 t

와 핵무거에 관한 협상(A Treaty on General and Com[llete Disarmament) 이

무기감축과 제한에 대한 협상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 결과 1968년 NPT가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1974년 소련과 미국은 150t 미만의 평화척 핵폭밥의 제한올 위한

TTBT{Threshold Test Ban Tresty) 에 서 명 하였다 그러나 이 의 정 확한 검

증문제와 기타 제반 문제로 인하여 1990년대까지 조약의 비준이 연기되었다.

1977년 eTB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었으나 1980년말에 따시 중;;(1 되어 현재까

지 재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CTB의 문제눈 CDCConference on

Disannament) 의 주요 의제로 계속 논의는 되었으나 띠국과 영국의 반대에

의하여 실제적 협상은 없었다. 1991년 1웰 미국 뉴욕에서 UN에 의한 PTBT

의 CTBT로의 전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역 사 턱별한 성파없이 종결

되었다.

NPT 조약국으로서 핵비보유국들 가운데는 NPT가 핵비보유국에는

IAEA의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퉁의 핵 확산 방지 찌약 수단으로 활용되는

반면 핵보유국들에게는 핵군축에 성의있는 협상태도만올 명시하고 있어 핵보

1) Darry Howlett and John Simpson, liThe NPT and CTBT: Linkages,
Options and Opportunities", Arms Control, Vol. 13 No.1 , pp 앉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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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과 핵비보유국간의 차별성음 유지하고있다.

(나) 소극적안전보장(NSA) 문제

핵무기 보유를 원하는 국가의 최대 동기는 자곽의 안전보장 강화와

국제적 지위 향상이다. 핵무기비보유국틀어 핵무기률 보유하지 않게 하기 위

하여는 핵무기국툴이 핵무기벼보유국에 안전보장을 강화하눈 조치를 취하여

야한다.

핵무기 보유국이 NP1‘ 당사국이며 핵무기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가

사용을 곰지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의 개념은 NPT 교섭 당시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핵무기보유국은 1978년 개별 선언의 형식으보 소극적안전보장올 선언

하였다. 또한 1978년에 개최된 UN군축회의의 최종문서에서논 핵보유국어 비

핵국가에 대하여 핵무기의 사용 또는E 사용위협올 하지 않올 것올 보중하는

유효한 약정올 체결하도록 촉구하였다，2) 이에 대해 비 핵무기보유국가들은 소

극적 안전보장의 적용조건이 모두 다르고 사용된 어휘가 불분명하며， 보장의

형식상 구속력야 불충분하여 효과적인 보장이 퍼지 못힘블 지적하고 법적 구

속력 있는 소극적안전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유엔군축회의 및

NPT평가회의에서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다) 비핵지대(NWFZ) 문제

구 소련의 붕괴， 북한의 NPT탈퇴 선언 빛 탈퇴 유보， 인도와 파키스

탄의 차슈미르분쟁 지속 둥으로 인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바핵지대로는 현재 라틴아메리카와 낚태평양에 벼핵지

2) Emily Bailey, The NPT αtd Security Guamatees, In Danγ1 Howlett
& John Shnpson(ed), Nuclear non-prol따ration: A Rξference

Handbook, longman current affair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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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존재하며 아프려카， 중동， 남아시아 지역에서 추진츄이다.

비 핵지 대 (NWFZ: Nuclear Weapons Free Zone)애 대한 UN의 정 의 는

다읍과 같다.3)

“외교권이 자유-로운 국가들이 모여 그 지역 나!의 핵무기 부재와 이

상황의 유지 위해 국제적 겁증 및 관리체계가 포함되판 조약 또판 협약을 맺

어 UN총회의 숭언을 얻윤 지역으로 핵무기 보유국뜰이 그 지역 내 핵무기

부재를 존중해주고 지역내 비핵상태룹 저해할 어떠한 행통도 취하지 않고 또

한 회원국에 대한 핵무기 위협 혹은 사용쓸 절제한다.4)"

비해지대는 일반적으로 지역내에 해무기가 환재하지 않게 되면， 국가

의 안전보장이 크게 중진된다는 가정하에 펼요하찌 된나.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 사례가 바로 1없3년 쿠바미사일 사태이다. 쿠배-사태판 과틴아때리카의

비핵지대화률 촉진서켜 Tlateloco조약이 체결되었다.

비핵지대의 뜩징은 우선 NPT를 거부할 수 있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아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현재 lAEA의 안전조치와 Tlateloco혐약 이행

방향으로 추진중이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선택권을 외-파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NPT 검증체계와 IAEA 안전조치 체계룹 사용한다. 즉， Tlateloco 와

Raratonga 조약에서는 만일 조약국이 조약 위반의 의섬이 있을 경우 회원국

들어 의심 사항에 대한 컴사요구를 할 수 있어서 NPT보다 더 굉범위한 보

고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3퍼) Joαon Brook Wo이lfst야tha외야3짜lL， ，”lTfF‘、배‘

Arms Control Toαday， March , 1993, PP 3-9.
4)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72 B( X X X)[30th Session],

December II , 1975

- 79 -



Tlateloco조약은 1963년 Cuba 사태로 인한 리·틴아떼리칸 내의 비핵지

대 창셜 요구하는 결의안이 UN에서 풍과됨으로써 1964년 11월 협상시작

1967년 2월 14일 서명， 1968년 4월 22얼 발효하여 1992년 현재 23개 회원국

이 폰재한다.

남태평양 비해지대조약언 Raratonga 조약온 198-1년 8월 핵전쟁파 핵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위협에 의하여 오스트레멜리아， 뉴참랜드 외 137"

남태명양 국가틀이 이 지역에서의 Nuclear Free Zone 셜정을 위한 협약에

서명하여 1986년 ·12월 11일 발효하였다. 조약의 준수사항은 Tlateloco조약의

준수사항(핵무기 획득， 개발， 저장， 시험)파 유사하며 오히려 더 나아가 평화

적 목적의 핵폭발물 및 핵혜기불까지 확대하고， 핵무가 선적 선벅·의 정박

송인여부 권한올 회원국들이 가질 수 있다.

기타 지역에서의 비핵지대 현황은 우선 한반도의 경우 1991년 12월

핵무기 금지에 판한 협약서명하였으나 현재 북한과 IAEA간 사찰권한에 판

한 논쟁이 한반도 비핵화에 답보원인이 되고 있다. Raratonga 와 Tlateloco

조약 지역의 최납단 지역인 Atlantica 지역 및 아프떠키지역에서도 비뼈지대

와 논의가 있다. 아프리카지역 비핵지대화의 최대 난점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의 진보된 원자력 보유기술로 인한 여따 지역파의 균형‘문제가 최대 난점으

로 나타났으나 최근 1991년 남아공의 NIYf가업 승인， IAEA 안전조치 수락，

남아공내 정치적 상황 개선 똥으로 협약 체결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1993년

l월 현재 4개국 알제리아， 앙골라， 티부테， 마우리타나할 제외하고는 아프리

카의 모든 국가가 NPT 가입국이다. 향후， Raratonga와 유사하게 모든 핵무

기 시설과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한 핵물질이동에 판한 권한 보유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의 지리적 구분 문제가 난제

로 남아있다. 아프라카의 비핵지대화의 장점온 맘아공의 핵야심 포기 및 핵

관련 타국과 협력관계 방지 수단을 제공하고 소극척안전보장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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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갈등과 문제 해결에 일익 둥을 들 수 있다.

중동지역의 비핵지대화 문제는 PLO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 조인으로

그 전망이 밝아졌으나 아작도 각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콘 문제로 낚아있다.

이스라엘은 1991년 UN총회률 몽하여 ‘이스라헬딴의 독꽉한 상황올 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리아는 ‘이스라벨이 국제적 합의에 동의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또한 아랍권은 ‘원자력 문제한 정치적 문제진전파 병행되어 추

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멍하고 있다.

남아시아지역의 경우 인도와 파커스탄간에 1낀88년 쌍무협정(상대국

완자력 시설 공격 금지 1992. 1. 1. 발효)체결 이후포 관계가 개선되어

CWC(Chemical Weapons Convention) 가입， 군사적 직통라인 가젤， 그리고

외교적 관계 개선풍의 성파가 있으나 1989년에 언도가 사정거리 2천4백km

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올 개발한 어래로 1992년에는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실

험에 성공하고 파키스탄도 1988년이래로 중국의 지원하에 MBT2000 탱크를

생산하는 둥 갈둥이 섬화되고 있다.

다.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채

(1) 개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는 원자력 물질 기술， 작 ul 둥의 공급측면에

서 핵확산올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방 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일부 동구권 국가가 회원국에 포함되어 었다 우테나파의 경우 전략불자 수

출입제도에서 원자력 풍목을 수출통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핵바획-산 노력을

나타내고 원자력기술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찬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시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츄사용· 품목야 원차력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되는 둥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는 통제범위가 확대

되고 통제강도가 점치-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력 수출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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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대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원자력 수출똥제의 발단과정파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있는 국제 수출통체의 동향에 대한 이해가 훤요하다.

(2) 대공산권수출통제제도 (COCOM)

대공산권수출통제제도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은 1949년 11월 미국의 주도로 설립되어， 1950년 1월 1 일 정

식으로 그 기능이 발휘 되었다. COCOM의 목적은 구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틀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물자와 고도기술의 수출금지 또는

수출규제가 목적이었다. COCOM의 통제품목은 산업품목'(l147H ), 군수품목 (23

개)， 월자력 품목(217ij )에 포함되는 158개의 방대한 품똑군으로 구성되어 있

다.

미국 수출판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 t) 5조 k함에는 미국정부가

수출통체 실행올 위해 외국정부와 협상합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1987년 미국파 COCOM에 대한 양해킥서를 교훤하고， 1993년 개정된

대외무역법 채 24조 3 및 동법 시행령 제 48조 4의 규정에 의거 1993년 10월

l일 현재 전략물자수출입제도를 시행하고 었다. 원자력의 경우 24개 원자력

품목군이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 통체에 포함되어 있다.

(3) 쟁거위 원회 (Zangger Committee)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는 NPT 3조 2항을 설행하기 위하여 출

발되었다. 1971년부터 1974년까지 15개국이 몇 차례 회합을 거쳐 핵물질 및

핵불질의 가공，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셜계 51거나 준비된 장비나

물질올 정의하였으며， NPT 바가입국으로 이러한 물절이냐 장바룰 수출할 때

‘평화적 이용 보장’， ‘IAEA 안전조치 적용-’， ‘안전조치률 받지 않는 재이전 굽

지’ 동의 조건파 절차릅 규정하는 두개의 양해각서를 IAEA 문서로 발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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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3년 9월 현재 회원국은 29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입하

지 않고 있다.

쟁거위원회가 합의하여 제정한 수출통제품목은 핵끊죠l ， 왼자i료 빛 부속

장비， 원자로용 비핵물질， 재처리시설， 핵연료가공시셜， 농축시설， 중수 및 관

련 생산시설 둥올 포함하고 있다，5)

(4) 원자력 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원자력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설립에 대한 회의는

인도의 1974년 핵실험， OPEC의 석유가격 인상 조치로 인한 제3세계 국가들

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 고조， 프량스와 서독의 제3셰계 국가들에 대한 농축

및 재처리시설 계약 체철 또논 협상 진행 풍의 국제 정세에 기인하여 1974년

11월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ul 국， 구소련 풍 주요 공급국과 쟁거

위원회에 속해있지 않논t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1978년 1 월 @ 민감한 원자

력 품목의 수출에 쟁거위원회의 조컨울 품목 뿐만아니라 기술에까지 적용 @

물려적 방호 @ 민감불칠 및 민감시설 이전 역제 @ 한축과 재처리에 대한

공급국 사전 동의 풍의 조건을 부과하는 런던가이드라민(London Guidelines)

을 발표하였다.

1993년 9월 현재 회원국은 28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입하

고 있지 않고 있다. 쟁거위원회와 비교하여 원자력공급꽉그룹이 갖논 의미논

셜립 당시 핵무거벼보유국이며 쟁거위원회에 가압하지 않았던 프랑스가 참가

했고 쟁거위원회보다 통제를 강화하였다쉰 것이다

5) Fran~ Berkhout, The NPT and Nuclear Eχport Controls , In
Danyl Howlett & John Simpson(ed), Nuclear non-proliferation:
ARξference I-Iandbook, longman current affair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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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엄격한 통제기준으로 출발한 웬지력공급국二l룹은 1992년 4월

비공식회의에서 65개의 원자벽이중사용품묵을 통제룹목에 포함시키고 수입국

에 IAEA 전면안전조치룹 요구하도록 합의하였다.

라. IAEA 안전조치

(1) 개요

안전조치는 IAEA 현장 2조의 목적， 3조의 임무， 그리고 12조에 의해서

실시된다. 퍼EA는 안전조치 설시흘 위한 지침으로 1961 년 l00MWe 미만의

훤자로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안전조치 지침 (INFCrnC!26)이 발깐되었다.

lAEA 초창기인 1957년에서 1964년까지의 기간 통안에는 특별한 진전이 이

루어지지 않았으나 1965년 퍼EA는 초기의 원자로만올 대상으로 하는 안전

조치제도롤 체계적으로 개선올 추천하면서 1966년과 1968년에 동력로， 채처

리시셜， 전환 및 가공 시설 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조치지침 INFCIRC!66,

INFCIRC/66lRev.2룰 발간하였다.

안전조치협정은 이것은 안전조치 적용을 위해 IAEA와 l개국 또는 수개

국간에 맺어지는 협정으로， IAEA 현장， 핵비확산조약 또는 Tlatelo1co조약，

그리고 짱무협정에 끈거하고 있다. 이외 “The Agency ’ s Safeguards

System(INFCIRC/66, 1966)" , ’'Inspector Document (GC(V)/INF/39, 1961),

"The Sσucture and Content of Agreements between the Agency and

State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INFCIRC/l53, 1972. 2)"둥 파 같온 별도로 안전조치를 규

정하고 있는 퍼EA의 근거자료가 있다.

Ins뿜ctor Document 는 1961 년 6월 IAEA 이사회애서 채택되어， 사찰관

의 파견과 사찰방문의 통고와 업무 수행 그려고 사찰방법， 사활에 관련된 출

‘

- 84 -



입， 입우 수행， 사찰관의 보고의무 둥올 명시하고 있으며 사찰관에 대한 특권

과 면책도 기술하고 있다. INFCIRC/66은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을 표준화

하기 위한 것으로 1965년 IAEA 이사회에서 숭인되었다 INFCIRC/153은

1972년 2월 이사회가 IAEA가 NPT 하에서 안션조치협정윤 위한 기초 자료

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지·료로서 INFCIRC/66에 비해 안전조치협정에 삽

입되어야할 구체적인 자료와 내용동을 수록하고 있다

- 안전조치 방법으로는 안전조치 대상시셜에 대한 핵불철 계량이 제일 중

요하며 격납/감시 (C/S:Contamment and Surve i1lance)7J- 보조수딘으로 이용

된다. 핵물질계량방법은 물질와 보존법칙을 이용히한 것으로 활절수지구역

(MRA:Mass Balance Area)의 어떤 전략지점(SP:Strategic Pomt), 주요촉정

지점(K1\1P:Key Measurement Point)에서 시료 채취 및 검사를 통하여 운영

기혹과 보고서， 그리고 사찰관의 확인으로 이루어진다.

、 (2) 주요 동향

현재 안전조치는 부분적인 안전조치인 INFCIRC/66/Rev.2 빛 핵비확산

조약 3조에 의거한 전면안전조치 형태언 INFCIHC/153( 1972년에 발간)에 의

거하여 실시되고 1 있다. IAEA의 안전조치가 특정국가에 대해서 설시되기 위

해서는 머EA와 관계국 또는 공동체(예. EURATOM)간에 안전조치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IAEA간의 협력은 lAEA가 창설되기 우헤 전인 195.5년 스

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차 원자력의 I영화이용 국제회의에 참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IAEA의 태동올 축진한 회의였고 우리나라는 대표 3

명을 파견하였다. 우리나라는 1957년 IAEA가 창설되자 곧 IAEA에 가업하여

1957년 10월 제 1차 IAEA 총회시 부터 대표단을 파견히였다.

퍼EA에서의 초기 활동은 소련둥 일부 공산권 대표틀이 우리냐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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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데 대힌 대버 둥 정치적 성격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1974년 북한아 IAEA에 가입한 이후에 s:. 남북한긴·의 정치적

대립은 여전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해외연수 사업은 1956년부터 착수되었으며， 처음에는

국비에 의한 훈련생이 큰 비풍올 차지하였고 점차 외국 원조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올 보였다. 1956년부터 1976년까지 20년간 우려나라가 훤자력 분야 해외

연수를 시킨 수는 약 450명에 이르며， 이중 IAEA자금에 의한 연수생이 절반

에 가까운 약 200명에 탈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연수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에 접어들면서 더욱 확대되었으벼， 초기의 해외연수 분야한 원자로 공학분야

의 해외연수가 있기논 하였으나 주로 방사선 및 동위원소 01 용부문이었고 원

자력 발전기술 또는 핵연료주기관련 기술의 해외연수는 열천한 상태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IAEA 창설 이후 1957 년. ] 96S년 I 1973년 I 1977년 I 1981

년， 1985년， 1987년 및 1991 년 풍 총 8번에 걸쳐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극

동지역에서 일본파 중국은 당연직 선진이사국으로 분류꾀어 있고 우리나라는

극통지역 대표이사국과 3개지역이 윤변하며 야사국으로 피선되는 윤번이사국

둥올 통하여 이사국에 션엄되고있다.

IAEA가 우리나라에 지원한 기술협력의 내용올 살펴보면， 약 85%가 인

력개발 및 기술적 Know-how 의 이전에 관한 것이며， 이중 안전 검토， 안전

분석， 운전중 검사 및 시운전에 관한 인력개발이 깊이 있게 지원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 기술협력， 비정규 기술 훈련과정， 계약 연구사업，

RCA 퉁 30여개 기술협력 사업에 참여하고있다. 그려고 정기총회 빛 이사회

참가， 국내 원전 안전 점검， 원자력 안전조치 이행， 전문위원회 위원 활동 둥

IAEA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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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협력 측면

가. 원자력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협정

원자력은 평화적이용과 군사적이용의 양면성이 았는 변감기술의 대

표적인 것으로서 평화적이용을 위해서는 원자력여용 국가간 또는

원자력관련 국제기구의 철저한 감시 사찰 조정 및 지원이 필요하고

원자력 이용국가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와 신뢰성

올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국가는 원자력관련 국제혐정에 가입하여 국

가간의 협조와 국제기구의 감사， 사찰 업무를 하는 해당요원이 아무

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임무 수행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원자

력기술 또는 핵물질과 판련된 기기 및 장비틀에 대한 수입， 수출시에

도 당사 국가들온 공개된 협약하에 상호 평화적이용-에 대한 일정한

규제조항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자력이용 국가는 국내법으로도 원자

력을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자력판계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협정의 체결， 국제기구의 가입，

국가간의 협정 체결， 외국기관과의 약정체결과 국내볍의 제정， 시행하

므로써 국제간 및 자국민에 대한 원자력이용을 명화적인 목적에 한한

다는 믿옵올 줄 수 았는 것이다

원자력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협정으로는 원자력의 균사적 이용억제

및 평화적 이용올 위한 협약인 국제원자력지구(I AEA)협정으로 1992년

말 현재 1187H 국이 가엽되어 있고 우리나랴는 이 협정에 1957년 8월 8

일 가입하였다. 그리고 야 기구 외 GEeD/ NEA와 lEA가 있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내 23개 국가가 기입되어 있는 “ The Trea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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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atelolco"가 있으며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당사국뜰은 핵무기를 제조，

실험， 획득， 도입하지 아니하고 IAEA의 전변얀전조치 (Full-Scope

Safeguards)룰 수락한다는 것과 동시에 당사국 중에 금지된 핵무기 제

조 둥의 활동을 하는 것이 지적될 경우 조-약거구 산하애 ”핵무-가 벙·지

기 구(Agenc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뼈ns:OPANAL)'f를

셜치하여 특별사찰올 할 수 었도록 하고 았다.

(l)!AEA

국제훤자력기 구( International Atomic Ener:당y Agency : IAEA)는

UN총회의 의결에 따라 1957.7.29 발족되었고 우리나라는 1957.8.8. 가

입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활발한 원자력 외교흡 하는 한편 따EA에

서 주관하는 각종 협약에 가입하여 원자력이용-에 대한 UN정책에 적극

호웅하여 왔다.

파EA의 협약 제 2조(욕적)는 ”기구”는 전세계룹 통하여 펑화， 보호

및 번영에 대한 원자력의 공헌올 촉진 확대 함에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제 3조(직능) 가항 제 1호에 전세계을 통하여 평화적 이

용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 및 실제적 적용올 촉진하고 원조하는

것，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 가입국이 타가입국에 대한 역무의 수행 또

는 물질， 셜비 또는 사셜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재룹 행하며 또

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또는 실제적운용에 유용

한 활동이나 역무룰 수행한다고 규정하였으여 같은 조 7}-항 제 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는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에 관한 과학책， 기술적 정보

의 교류를 촉진하고 원자력의 평화적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파학자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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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의 교환 및 훈련올 장려한다고 하고 있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

용한다면 어떠한 규채를 한다논 또논 하겠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히·였

고 오히려 각 회원국은 IAEA에 유억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제공(같

은 협약 재 8조)하고 여 기구는 이를 킥·회원국이 적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의 역할올 하며 각회원 국은 펼요한 특수핵분열

성 물질， 기타 물질， 역무， 셀비 및 시설의 확보룹 위한 원조를 이 기

구에 요청할 수도 있고， 필요시 자금 주선도 지원 하Eii측 하고(같븐 협

약 제 10조， 제 11조) 었다.

또한 이 기구와 다른 기구와의， 관계는 UN산하 각기관과 멜접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뜸히 UNDP와는 기술원조 및 상호협력을 하고

있고I OECDINEA와는 1960.9.30 원자력분야에 대한 혐력협정올 체결

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OPANAL(Tlate씨CO 조약)파는

1972.10.3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IAEA와 적절한 안전조치협조를 하

고 있다.

이 기구에서 주관하고 있늪 협약으로는E 핵무기비확신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핵물질

의 방호에 관한 협약， 핵사고시 조기통보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약 둥

이 있고 이러한 국채협정 및 조약틀을 통하여 우리나과논 정규기술

왼조계획， 비정규기술원조계획， 공동연구사업， 개발도상국 기술협력지

완， 안전조치협력 및 RCA계획에 의한 원자력기술의 각종정보 및 원자

력선진국과 기술협력둥올 할 수 있었으며 1945년 이전 원자력에 대한

아무런 정보와 기술이 없었음에도 원자력기술에 대한 후진국가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이 기구와 우리나라간 체결한 협

정 둥은 표 2.2.4와 같다.

- 89 -



표 2.2.4 우려나라와 IAEA간의 협정체결 현황

기구 및 협정(초약) 명칭 가입(발효)일자

• 국쩌l원자력기구(협정 1957.8.8

• 대한민국정부와 JAEA간의 기슐원조에 관한 착서 1961. 5.15

• I따A의 륙권과 면제에 관한 협청 1962. 1. 17

• 대한민국과 I묘A간의 기술원조 천문가의 용역(방사성 1962.10.15

동위원소훌 농업에 용용)에 판한 각서

• 대한민국과 I뾰A간의 거솔원조 전문가의 용핵(실험핵 1962.10.18

물리학}에 판한 각서

• 대한민국과 IAEA간의 기술원조 천문가의 용역(방사화 1963.4.3

학)에 판한 각서

• 대기핀， 외기권 빛 수충에셔 핵푸기 실험금지 조약 1964.7.24

• 대한민국정부와‘JAEA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판련 1975.11.14

된 안철조치의 척용옳 위한 협정

• 핵물질의 방호에 1 관한 협약 1987.2.8

• 안천조치척용에 관한 JAEA,대한민국및 미국정부간의 1972.11. 30

협력협정

• I뾰A， 대한민국 빛 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 안전조치의 1975.9.22

척용율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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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NEA 및 lEA

OECD!NEA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Nuclear Energy Agency) , 즉 선진국 경 제협 력 기 구의 원

자력기구로서 이 거구의 전신은 Marshall Plan에 의해 구성된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이었다. 아 OEEC

, 에 NEA는 1958.21 설립 되었으며 설립 당시는 서구유램국기·들이 전

력수요 중대에 부웅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캔셜의 펼요성과 이에 띠·른

방대한 연구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 할 펼요성에 의해 유렵 제국틀

이 이 71 구를 설립 하였다.

그후 유럽지역이외 국가로 일본， 호주， 키-나다， 미국이 참여 하면서

1972.4.20 기구의 명칭이 현재의 OECD!NEA로 변경된 것이다. 이 기

구는 현재 안전하고 환경문제가 없으며 경제적인 에너가원으로서 원자

력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간의 협력블 츰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도， 방사선방호， 환

경보존， 방사성폐가물관리 둥과 관련한 회원국의 볍규띄 조사， 규·제정

책 및 척용관례들을 일치시키도록 권고하고， 회원국뜰의 균형있는 원

자력기술개발을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지·문과 전분가 렛 정보.lit환·을

수행하며 회원국들이 공동으포 부담하여 떤구시설을 확보， 상용-완전

개발을 할 수 있는 실종시셜율 건설하논 둥 국셰공훔연구개벌과 꽁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구는 IAEA와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제기구와도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었고 벼회원국에게도 문호률 개방하고 있다. 이 지구에 우리

나라도 1993.5.24 가입하여 회원국뜰파의 원자력 공동협력사업올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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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제사회의 신뢰성용 축척하고- 원자력선전국과 함께 원자력에 대

한 국제무대로 한걸음 다가게 되었고， 원자펴기술자립과 원자력기술

수출올 위한 토대를 마련 하였으며 현재 이 기구에 가입한 국가는 24

개국이다.

그리고 제개발협력기구의 국제에너지기구얀 DECD/l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1974.11 석유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셜립되었고 이 기구의 조직은 원자력관련 에너지연구개

발위원회 (CRD) 및 장기협력문제상셜희 (SLT)가 셜치되어 있고 경비는

이 기구에 가입한 회훤.국에서 분담하고 있으I셰 연구재발협력사업요로

원자력안전성， 핵융합， 방사성폐가불처리 및 처분， 고입가스로， 에너지

R&D 시스템 둥에 대한 공동연구 및 에너지에 관한 71 술 교환을 하

고， 장기협력문제상셜회에서는 회완국의 연료주기 전체애 대한 정책틀

올 검토하여 공동사업쏠 쩨안하고 있다.

(가) OECD!NEA의 위원회

이 기구의 위원회는 7개로서 NEA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

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가 있고 이 운영위원회 산하에

다시 상임위원회 (STANDING COIVIMITTEE)와 전문가그룹(WORK

-ING GROUP)으로 구성하여 주요정책의 방향셜정， 과제추진선정 및

예산숭인올 하고 있으며， 기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은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방사선방호， 공중보건위원회( CRP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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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EA/WHOIILO와의 협 조로 ICHP (International COITllTIJ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권고 쳐 적 용

- 원자력발전소내 중사자의 작업선량 관련

- 원자력발전소외 비상대책 및 영향평가

-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폐기에 괜한 연구 및 환경감사

.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RWMC)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전략 정책， 처분시스템 안전성 및 성

능명가

- 방사성폐기물 처분관련 국채공동연구

- 원자력시설의 해체관련 과학기술 정보교환 및 시설부-지

환경 복구

. 원자력개발파 핵연료주기에 경제/기술적 겸또위원회 ( NDC )

- 우라늄의 생산 및 소요량 측정

- 원자력관련 인력 및 장비의 소요 예측

- 핵연료 주기， 전력생산벼용 및 원자력벌-전소의 수명연장둥

경제성검토

. 원자력과학위원회 ( NSC )(이 위원회는 Nuclear Science and the

NEA Data Bank COillrruttee on Reactor Physics(NEACRP), NucleC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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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mmittee(NEANDC) 및 NEA Data Bank Management

Committee 가 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됩)

- 훤자력에너지분야 과학기술 데이타 및 캠퓨터 프로그랩 수집，

처리 및 보급

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 ( CNRA )

- 원자력시셜의 안전파 관련한 NEA의 규제， 인허가 및 검사

프로그랩 총괄

- 규제기판간 정보 및 경험교환

- 규제요인 및 운전캠험 검토

. 훤자력시셜안전성위원회 ( CSNI )

• 안전관련 원자력시설의 셀계， 건셜 및 운용에 관한 NEA의 기술

적 측면 총괄

- 연구개발기관， 기술용역회사 및 규제기관간의 파학기술정보 교환

및 협력 추진

- 운전경험을 포함하여 최신의 원자력 안전기술 및 펑가정보 검토

• 판련분야 국제협 력 종전

. 원자력손해의 제 3자 책임에 관한 정부전문가위원회

- 원자력손해 발생시 각국의 책임에 관한 정보 교환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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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NEA 국제공동연구

이 기구에서 국제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Joint Projects단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그 방법중 하나는 중앙예산의 지원없이 각 참여국들의 상호

조정하에 해당 주판국이 참여국들의 공동 목표름 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이 기구의 중앙경영방법으로 참여국경영이사회익 주관과 감독으

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기구애서 운영하고 있는 Jomt Projects는 다음과 같다

(가) The OEeD Halden' Reactor Project '

이 Project는 8차(3년마다 협정 연장 검토) 계획이 끝나고 현재 제 9차

계 획 이 ‘ 91.1. 1부터 ‘93.12.31까지 Halden Reactor (소유지·는 노르웨 이 에 너 지

기술연구소)를 대상으로 미국， 영국 및 일본 풍 127ij 국가에서 고연소도연료

의 노내 거동 DATA 취득. Halden Reactor 조사연료의 P.I E. , 각종연료의 조

사( 照、射)실협， 프랜트제어 및 계산의 웅용에 관하여 공풍띤구를 함

(나) NEA-원자력 시 설 Decommission Project

이 Project는 ‘85.9.18 부터 ‘95.9.17 까지 미국， 영국， 카마다 및 일본둥

107ij국이 각국의 원자력시설의 Decomrrussion Project와 관련하여 총의 19개

pr이ect가 관련되어 있고 상호 기술정보 교환올 설시험·

(다) NEA-OMEGA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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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roject는 ‘89.6.부터 ‘94.6.까지 미국， 영국， 독열 및 일본 둥 12개국

이 참여하여 핵연료주기에서 발생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치분의 효율화， 유

효원소의 자원화에 대해 연구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보교환을 실시함

(라) NEA-TMI-2 원자로 압력용기조사계획(TMI-VIP 계획)

이 Project는 1988년부터 TMI-2 원자로에서 발생된 손상정도를 확인

하고 사고 진행도중 용기내 구조불 형태유지룹 얄아내려고 미국， 영국， 일본둥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4) OECD!IEA 국제공동연구

(가) lEA-TEXTOR 계 획

‘77.10.6 부터 ‘97.12.31 까지 독일의 유릿비원자력연구소의 시설을 이용

하여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와 미국 일본 둥 6개국이 프라즈마와 벽

면(뿔面)의 상호작용올 연구하고 었음

(나) IEA- 혜융합재료의 조사손상( 照射휩없)연구개발계획

‘80.10.21 부터 연구개발 종료시까지 마국의 기술개벌연구소와 과학연

구소 및 참가국의 시옐율 이용하여 왼자력유럽공동체 및 nl 국， 일본 둥 4개국

이 핵융합채료의 조사손상에 관한 공동조사실험올 실시하고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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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EA- 3대 TOKAMAK협 력 계 획

‘87.1.26 부터 ‘96.1 .14 까지 일본의 JT-앉)， EC의 JET 및 미국의

TFTR 시설들올 이용하여 유럽원자력공동체， 미국 빛 일본이 ‘ 3샤설의 장치

에 대한 연구성과를 교환 및 인력교환 둥을 실시하고 있유

(라) IEA-역자장(遊磁楊) PINCH연구개발계획

‘90.4.3 부터 ‘2000.4.2 까지 이태리의 Paduba 연구소， 영국의 Culham 연

구소， 미국의 Las Alamos 국립연구소 및 참가국의 시셜플올 이용하여 유럽원

자력공동체， 미국 및 얼본이 역차장 PINCH에 판한 정보교환， 인력교환올 실

시하고 있음

(마) IEA-핵융합의 환겪， 안전성， 경제성연구계획

‘92.7.6 부터 ‘97.7.5 까지 유렵원자력공동체， 미국， 카나다 몇 엘본이

삼중수소의 확산실험둥， 해융합의 환경영향 및 안전성， 경제성에 관한 정보교

환 및 공동실험을 실시하고 있음

(바) IEA-핵융합 초전도 자석개발계획

‘77.10.6 부터 실험종료시 까지 미국의 Oak Ridge국 립연구소의 시셜

을 이용하여 유럽원자력공동체 미국 일본 및 스위스가 대형코엘의 실험데이

타 취득， 신뢰성시험융 실시히·였음(이 부분에 관하여 새강운 협력계획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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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CA

IAEA에서 주관하고 원자책기술의 산업체이전플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

시아， 태평양지역의 각 회원 꽉가간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에 -란한 연구， 개발，

훈련， 정보교환 및 공동 관섬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협 정 인 RCA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Technology)는 ‘92.6.12( ‘72.6. 발효후

‘97.6.11 까지 연장) 다시 연장되었고 원자력개발도상국이 대부분 (아.태지역

IAEA 회웬중 이 기구에 미기·입 국가는 뉴질랜드， 깎보디아， TIl 안마 및 아프

카니스탄)으로서 우리나라는 ‘74.10. 가입하였고 헨재 15개략이 가입되어 있

다.

RCA 사업으로는 UNDP가 주관하고 었는 방사선 추적자 이용기술， 버파피검

사， 방사선처리기술， 핵제어시스템， 화학분석 둥어 있으며 의학분야에서는 간

질환진단 영상처리， 갑상선 호르몬 방사면역측정， 생체조직의 방사선멸균， 핵

의학장비 보수유지풍에 대한 연구， 농업분야에서는 식품조사사엽， 질소고정균

이용기술 둥과 작물개선 연구로 및 에너지관련분야에서깐 띤꾸용원지로 이용

기술， 원자력사업계획수립 둥이 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훈련과정개최， 연수생파견， Workshop 빛 세미나， 전문

가 지원， 공동연구 둥을 풍해 수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눈 최근 경제력향상과

원자력기술 축척으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훈련지원， 식품조사， 연구용원자로

이용， 유전공학부분에의 요원훈련 및 각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KAERI

에서는 RCA사업과 관련하여 ‘93년도에 식품조사공정처리 렛 수용성에 관한

최종연구 조정회의 개최， 개도국요원 초청기술지원 (비파괴캠사기술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lAEA지역간 훈련과정 개최)및 연구용 원자로이용사업추진회의

동을 개최하였고(비용 총 약 5.000만원) ‘93년도 RCA의 총예산은 271 백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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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사업별 예산내역은 표 2.2 5와 같다.

표 2.25 RCA 년도별 예산내역 (단위 :1000$)

、

사’엽내용 및 범위 1992 1993 1994

농업‘ ’ ‘ 410. 9( 17.4%) 376.103. 8%) 74. 5(2. 3%)

의학 및 생물 752.7(31. 9%) 775.5(28.5%) 874.9(26.6~)

방사선보호 128.0(5.4~) 271.l( 10. O~) 394. 9(I2. ()96)

완자로，에너지 및 기타 394.4 (16.7%) 232.5(8.6%) 523.0(15.996)

산업 및 환경 675.9(28.6%) 1061. 8(39.1%) 1422.7(43.296)

합계 2361.9 2716.91 3290.00

UNDP 410. 9(1 7. 4~) 883.06(32 5%) 871.80(26.596)

l

Extra-budgetary 1. 010. 9( 42.8%) 9B2.60{36.2%) 1.320.40(40.3%)

IAEA 940. 1( 39. 8%) 851. 25(31. 3%) 1. 091. 80(33.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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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간의 협력

(1) 국가간 협청

원자력은 그 특수성， 측 핵무기의 제조와 판련하여 퍼가간 협력에서도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여 훤자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시， 여전되논 원자력시셜，

핵불질， 장비， 기술 퉁이 IAEA의 보장조치하에 평화적 쪽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이전 받는 국가는 이에 관한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룰 l~ 확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국가간의 훤자력협력은 국가간 쌍무협청 이외 정부깐 각서교

환 또는 상호 협력기관간의 약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 i!} 나 원자력협력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국깐의 쌍무협정체결로 이환어 지고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는 워와 같이 정부칸 각서 교환이나 각정부의 승인하에 협력기관깐 약

정으로 상호협력을 하기도 헨다.우리나라가 타국과 체결한 협정(조약)은 대부

분 원자력에 대한 선진국가들과의 협정 풍으로서 표 2.2.6과 감고， 이들 협정의

내용파 협력방법은 표 2.2.7과 갇다.

표 2.2.6 국가간 협정 현황

협정명 처l결일 (발효기간) 버고

• 안전초치 척용에 관한 IAEA ,대한민국정부 1968. 1 5

및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간의 협정 (‘ 68. 1. 5-상호 통보)

• 안전조치 적용에 판한 IAEA ,대한민국정부 1972.11.30

및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간의 협정 개정 (‘ 73.3.19-상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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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환 대한민국정부와 1972.11.24 ‘ 56년， 65년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율 위한 협정 (‘ 73.3.19-2003.318} 협쩡대처

•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판한 대한민국정부와 1974.5.15

미합충국청부간의 협력올 위한 협정개정 (‘ 74.6.16-2015.6.15}

. IAEA ,대한민국정부 빛 불란서공화국 1975.9.22

정부간의 안천조치의 척용옳 위한 협정 (‘ 75.9.22-상호 뽕보)

•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정부간의 1981. 4.4

원At력의 명화적이용에 관한 협정 (‘ 81. 4. 4-상호 용보)

• 대한민국정부와 차나다청부간의 명화척 1976.1 26

북적올 위한 원자력악 개발 빛 용용에 (‘ 76. 1. 26-상호 뽕보)

있어서의 협력율 위한 협정

• 원자력의 명화척 이용개발과 웅용율 위한 1976.12.10 과학기슐

위한 대한민국원자력위원회와 스페얀 (‘ 76.12.10-상호 통보) 협력에 기

원자력위원회간의 보충협약 초한 것

•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원자력의 1979.5 2

명화척이용 빛 핵불질의 이견에 관한협정 (‘ 79.5 2-상호홍보)

• 한.호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과학기술처 198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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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국과 호추 안펀조치행간의 약정 (‘ 83.11.25-상호뽕보)

•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청부간의 원자력의 1990.5.25 ‘ 85과학기

이용에 판한 협력 협청 (NOTE VERBALES) (‘ 90.5.25- 상호뽕보) 슐협정근거

• 대한민국정부와 톱얼연방공확국정부간의 1986.4 11

원자력명화척이용에 환한 협력율 위한협정 (、 86.4.11- 상호홍보)

•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소벼에트사회추의 1990.12.14

연방공화국 윈자력산업생간의 원자력의 (‘ 90.12.14-상호뽕보)

명화척 이용에 판한 협력 의정서

• 원자력의 평화척이용에 판한 협력올 위한 1991. 11.27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깐의 협정 ( ‘ 91.-11.27-상호홈보)

-“

표 2.2 7 협력범위와 협력방법

협력법위 및 협력방법

미 국

·안천쪼치 척용혜 판한 IAEA와 한.미쩡부간의 협정과 이 협쩡의 깨청

협정은 한.미 양국쩡부는 미정부에 의하여 한국에 제공된 창비，장치

빛 물질이 오칙 명화쩍 목척옳 위해셔 이용하고 안천초치홉 이행

,- 102 -



·양국은 북룩표(물질，장비，시설) 제 1. 2. 3. 작성，보고， IAEA에서 보관

·물질， 장비 빛 시셜의 이용으로 생산한 륙수물질울 IAEA에 롱보 둥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미정부간의 협력율 위한 협갱과 이 협쩡

의 개정협정의 내용은 본 협정의 제규정，인원 및 물질의 이용 가능성

과 양국의 국내 현행 척용 법률， 규칙 및 면혀요건에 따를 것으로하여

원자력의 명화쩍 북척에 상호 협력，그 내용은

-연구용，물질시험용，실험용，시법동력용 및 동력용 원자로와 원자로

실협의 개발，쩔계，캔셜，가동 빛 이용

-방사성동위원소와 선원물질，륙수핵물질과 부산물질의 물리학척 및

생물학척 연구，농학 및 공업에의 사용

-기타 위에 언급되지 아니한 것들에 관련되는 보건 및 안전문제

-정보의 교환방법은 보고서，회의 및 시설방문옳 포함한 혜수단을 롱함

불란서

·IAEA와 한.불정부간의 월자력의 명화적이용에 관한 협챔은 한.불 양국

정부와 IAEA는 안전조치룰 위해 상호깐 협조

·다옵의 경우 재고북록을 작성 유지

-불란서가 공급하는 핵시설，륙정장비 빛 물질(이 경우 IAEA에 상호봉보)

-불환서가 공급하논 정보에 의해 또는 이률 이용하여 쩔계， 건셜 또는

가동되는 한국내의 핵시쩔 및 륙정장비

·양국정부는 IAEA사찰관과 이률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IAEA의 륙권

과 면제에 관환 협정율 척용

한 불정부간의 명화책이용에 관한 협청은 양국은 연 구 개발 빛 산업용용|

- 103 -



카나다

스페인

분야에 있어서 원자혁의 명화책이용울 위하여 상호 협력，그 내용은

-공동이익율 위한 계획 수럽

-양국간외 과학 및 기술정보 교환 주선

-요원의 교환，과학자의 방문，천문가의 회합 및 훈련생의 접수에 관한

철차의 결정

-원자력의 평화척이용율 위한 물질，핵물질，장비，시셜 및 기술쩡보 공급

，양국은 공동조정위원회를 쩔치하여 이 협정옳 효과척으로 이행

·원자력의 개발이 쩨팡힐 수 있는 양국민의 확지 빛 번영에의 기여블

측진하고 IAEA의 안견초치룰 수락하며 명화적 목척율 위한 핸자력개벨파

웅용에반 상호 협력옳 천체로 한 내용은 다읍과 같다.

-연구，개벨，보건，안천，장벼，시설，핵물질이용 빛 이률의 쩨공

-허가약정，륙핵괜양도，장비 및 사젤에의 접근과 사용，기술지원，용역제공

-상대국의 핵과학자 방문 및 기술훈련

·원자혁의 명화척이용옳 위한 개발과 중진 협력내용은 다융과 갑옵

-버힐사항을 제외한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

-훈련생， 기슐자 빛 천문가의 상호 쿄환

-공동판심사인 조사 및 연구사업의 수행

-양국간 산업간의 접촉 훔진

r _핵장비의 쩌I공

-기술사용권 및 혹허핀의 양도

-공동관심사안 산업과제의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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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톱얼

일본

·협력사업과 계획의 칩행은 양국 원자력위원회가 담당 함

·월~t력의 명화척이용올 위해 협력내용은 다읍과 갑용

-핵물질의 이천， 원자력에 대한 연구개발. 비빌이 아넌 자료교환

-기술훈련， 과학자의 상호 방문

-상호관심있는 서업의 추진

·다융 사항율 협력

-각 당사국내에서 원자력벌천소 및 기타 핵시설과 연구시설의 기획，

건썰 및 운영

-핵시셜의 안천 및 방사션 방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빛 과학기술요원의 훈련

-의학，생물학，놓업에의 원자력이용

·위사항올 시행하기 위해 정보 및 요원올 교환하고 공똥(합동)연구 빛

깨발사항울 시행하며 시설 및 기술율 이전 합

·한.일청부간 과학기술협력협정{‘85.12.20)에 따라 원자혁의 평화척이용

옳 위해 다옵과 갈어 협력(내용)함

-원자력발천소의 안천성

-방사생보호와 환경 갑시

-방사성물질 및 방사생 동위원소의 이용연구

‘양국간의 합의에 의한 기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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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위의 사항옳 시행하기 위하여 뮤제와 관련됨 안전생 정보교환，과학기슐

의 정보교환， 과학자. 기술자 빛 전문가의 교환， 공동연구， 기타 양국간의

합의할 수 있는 방법

·한. 러간의 원자력의 명화척이용옳 휘한 협력운 다융과 갈융

-고속증식로 개발 및 농축 UF6의 무게측정과 화학척분석

-우라늄광처리，헤르노.빌 핵사고제엽 및 계업폐기물 취굽

-사용후핵연료의 장기관리에 관한 시나리오 연구

-확훌론척 위험생명가

-방사선과 방사능의 환경명가，원천용’운영자 지원콤퓨터 시스렘 개발

-원전환련시설융 위한 내진썰계의 개발

-방사션통휘원소의 개발 빛 웅용，개량핵물질의 개발

-양성자，전자，충성자 빛 업자빔의 이용

-동시설치 (Synchronous Installation) ,고자력 초전표.훌질에 권한 연구

-핵융합로 기술， 레이저 웅용기반기술에 판한 연구

-개량핵연료기슐，이온주입율 위한 장비 및 기술개발의 상용화

-지역난방로의 개발

·위 사항률에 대한 협 력 방법은 다옵과 갈옵

-구체책인 토픽의 합동토론 빛 공동연구릅 위한 워크삽 회의 및 세미나

-정보，물질，기술논분 몇 출판물외 교환

-전문가 빛 post-doctorate specialists의 교환

-공동연구，연구소간의 협력구혹

-기타 상호 합의된 엽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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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원자력의 평화척이용에 관한 협력율 증진하고 다음분야에 있어 양국간의 l
핵 및 기타 물질，장비 및 기술을 이전 한다.

-수냉원자로의 개발과 운영가통

-조사된 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판리，져장 및 총벌쳐봄

-방사성물질의 운송

-방사농옳 띈 원자력시설의 오엽처}거 및 해쳐l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 및 환경감시

-방사생동위원소 및 핵방사능의 명화척 척용

-위에서 언급된 분야와 양국간에 합의될 수 있는 기타 연구 및 개발

·위의 사항은 다융과 갑은 방법과 보조약정으로 이행한tL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의 교환

·개인 빛 전문 대표단의 방문 빛 연구 시철 교환

-과학기술 셰미나 빛 회의 개최

-상호 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그리고 원자력 빛 기타 불철，장비，시쩔 및 용역의 제공올 위한 상업

계약옳 포함한 여타 형태의 과학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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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자력관련 공동(상셜)위원회

각국파 원자력에 관한 협플|야행올 위한 협정 맺 과학기술협정에 따라 이들

국가와 협정올 이행하고 완지력기술협력윷 보다 긴밀히 하기 위하여 각국간

의 원자력판련 공동(상설)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뜰- 위원회는 표

2.2.8과 같고 각위원회외의 활동내용은 다음(KAERI 의 국제 71 숨협력)에서 기

술하고자 한다.

표 2.2.8 국가간 원자력관련 공동(상셜)위왼회 현황

명칭 북척 개최현황 썰~I근거

• 한.미 원자력 빛 기타 원자력의 명화척이용 빛 에녀지 ‘ 77년이래 ‘ 76년 한.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연구개발 동에 관한 기슐척， 경쩨 (1 5회 ) 미 기술협

척 협력 추진 력회의결과

• 한.카 원자력공동조정 핵에너지 연구개발，핵안전규처l퉁 ‘ 83년이래 ‘ 82년 한.

위원회 에 대한 공동협력 추진 (11 회 ) 카 기술협

‘ L

력획의결과

"

• 한.불 웬자력공동초정 쌍무협정의 수행과 협정의 법위 ‘ 82년이혜 본 협정
‘ r ’

위원회 내에서 완자력의 연구개벌 풍에 (9회 ) ;써IJ 2초.,

대한 조치 이행
‘

• 한. 일 원자력협력회의 원자력안천생퉁에 란한 기술협 ‘ 91년이해 ‘ 90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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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및 정보교환 (3회 ) 협정

• 원자력의 명화척 야용 핵에너지의 명화척이용에 있어 ‘ 91 년 이래 ‘ 90년체결

협력에 관한 한.러 양국간 관계 구혹 빛 원자력 (2회) 한과기처와

원자력공동조정위완회 연구 충진 러원부협력

• 한.호원자력정책협의회 양국간 원자력명화척이용에 ‘ ‘ 91 년이래 ‘ 91년 협력

관한 쩡책，기슐협력 ,. (3회 ) 협청

-
• 한.영원자력협력회의 원자력형화척이용에 판한 ‘ 92년이래 ‘ 92년협력

정책 및 기슐협력 - (2회 ) 협정
J

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외국기관과의 기술협력

(1) 외국기관과의 약정

어느 나라의 한기관야 외국기관파의 원자력관련 국제혐딱을 하려면 국가

간의 기술협력협정 또는 쌍무협정 및 정부간의 의정서〈행정협정)에 끈거하여

협력에 관한 약정을 활 수 있다. 원자력에 관한 국제간의 기술협력은 선진기

술을 갖추고 있는 기판이 다콘 한기판애 일방적으로 원지력관련기술윷 。l 전

하여 주는 경우와 양기관이 대풍한 관계로 원자력기술올 공향으로 연구. 7fl 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수원국(기관)파 수혜국(기관)의 국가기술 쟁책에 따

라 원자력기술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떤구， 개발을 하고

r ,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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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 연구소에서 외국기관파 약정올 체결한 것은 19R2.2.l8.뿔란서 원자력

청 (CEA)파 체결한 “ KAERI-CEA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s on

Nuclear Safety"를 포함하여 8개국， 20건의 원자력기술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으며 일본원자력연구소와는 기존약정이 기깐의 민료(‘92 11 ]5)로 약정연장

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었다 우라 연구소와 외국기깐과익 약정현황은 표

2.2.9와 갈고 약정내용 중 주요내용과 협력방법은 표 2.210과 곁-다. 그리고 ‘93

년 4월말 현재 타기관과 외국기관의 원자력약정현황은 한국전력공샤가 카냐

다 원자력협회(’ 74.5)와 “카나다 원자력산업체 동향자료 넷 중수로기술정보 제

꽁”올 위한 약정와 19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일원 JCAC( ’ 89.~)깐 “환

경 방사선 측정올 위한 기숨협력 양해각서”외 1 건 한국원전껴갚(주)와 WH사

(‘92.12) 간의 “원전연료의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제꽁”외 1 깐， 한국전력기술(주)

와 중국광동핵전합영유공사(’ 92.1 -12)칸의 “GNPJVC 기숨자의 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약정”， 한국원자력산엽회의와 일본왼자력산엽회의(‘73.5)깐의

“원자력 판련 세미나， 기술정보， 원자력전문가 교휴 빛 협력에 대한 약정”외 4

건，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열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92.6>간의 “원자력익 평화

적 이용 및 국민적 합의 형성울 위한 세미나 개최 몇 시활던 .liL환에 관한 약

정” 외 2건 풍이 있다.

표 2.2.9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외국기판과의 약정현황

국가 기판 약정명 채결일

불란서 CEA KAERI-CEA Technical Co。뿌ration

Agreements on Nuclear Safety ( ‘ 82.

빛 벌효기간

1982.2. ‘18

2.18-상호통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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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

CEA

KAERI-CEA Agreement in the Field

of Radwaste Management

KAERI-CEA BETHSY and PHEBUS-FP

A뼈gree때me매n따ts

1989.11 2

( ‘ a9. 11. 2- ‘ 94. IL l)

1991.3.8

( ‘ 91. 3.8- ‘ 94.3.7)

카나다 | ACEL KAERI-ACEL Agreement on Nuclear‘ 1986. 1. 29

Fuel Technology Transfer (‘ 86.1.29- ‘ 98. 1. 28)

AECL KAERI-ACEL Subsidiary Agreement 1987.11. 1

No.5e on MRR for Korea ( ‘ 87.11.1-사업완료시 )

ACEL KAERI-ACEL Subsidiary Agreement 1991. 2. 19

No.II on Development of CANFLEX {‘ 91. 2.19- ‘ 96.2.18)

Fuel Bundle

ACEL KAERI-ACEL Subsidary Agreement 1991. 11.6

No.13 on NSSS Engineering and ( ‘ 91. 11. 6- ‘ 2001. 11. 5)

Design of Wolsung Nuclear Unit No.2

ACEL κAERI-ACEL Subsidary Agreement 1991. 11. 7

No.10 on 50 Man-Year Attachment ( ‘ 91. 11 7-사업완료시 )

Program

ACEL KAERI-ACEL Subsidary Agreement 1991. 11. 7

No.12 on Direct Use Fuel Cycle (‘ 91. 11. 7- ‘ 93.1 1. 6)

Feasibility Study-Phase 1

ACEL KAERI-ACEL Master Agreement 기본약챙 연장

(‘ 938.20-2003.8.19)

ACEL Agreement for Joi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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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주

。n Future CANDU Units in

Korea (KAERI-AECL Subsidiary

Agreement No.14)

UKAEA I KAERI-UKAEA Umbrella Agreement

ANSTO I Implementing Arrangement between

ANSTO and KAERI

(‘ 93 8.20-2003.8.19)

1990.5.9

(‘ 90.5.9- ‘ 95 5.8)

1990.5.11

( ‘ 90 5.11- ‘ 95.5.10)

톱일

러시아

KfK

GPI

KIAE

IPPE

KAERI-KfK Specific Arrangement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KAERI-GPI General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KAERI-KIAE Special Arrangement

KAERI-IPPE Special Arrangement

1991. 4. 22

( ‘ 91. 4.22- ‘ 96.4.21)

1991. 8.17

( ‘ 91. 8.17- ‘ 96.8.16)

1991. 11. 11

( ‘ 91. 11. 11- 、 96.1 1. 10)

1991. 11.11

( ’ 91. L1. 11- ‘ 96.1 1. 10)

•----

미국 I USNRC I Agreement between KAERI & the USNRC 1992.1 1

relating to Participating in the I ( ‘ 92. 1.1. -‘ 94.12.31)

Severe Accident Reseac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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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1 1. 16

11. 16- ‘ 92.1 1. 15)

993.2.19

2.19-사업완료시 )

19911.2.24

.2.24- ‘ 93.10.31)

챔 연장 협의충

--뉴----
.“ !

RINPO Contract between Research

Institute of Nuclear Power ( ‘ 91

O야r‘ation and KAERl for GNPS BOP

Lot 29 Package C Pre-service

Inspection

중국 NPIC KAERI-NPIC Technical Co。야rat ion

Agreement on LOCA Analysis for‘ ( ‘ 93.

Advanced 600MW Reactot‘
t

J

일본 JAERI Agreement for the lmplementatation

。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in ( ‘ 89

the Nuclear Saftey Area and Other ~

‘
Related Areas between KAERI-J~ERI

* 참고척으로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 외국의 원자력관련기관과의 약청은 불한서의

CEA 포함하여 원자력션진국 및 후진국의 각기관과 약쩡 (677ft 기관; ‘ 92년3월말)

올하고있옵

표 2.2.10 약정 주요내용 빛 협력방법

기관 l 주요내용 및 협력방법

CEA I. 원자력안천생기슐교류 및 원자력요왼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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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 공동협력프로그램 도훌

.가압경수로 설계기준사고의 실험결과，중대사고시 핵분열 이동연구

일험결과 동 활용협력

AECL I. CANDU 핵연료에 판한 기술정보교환

.다북척연구로 기자재 공급

. CANFLEX 핵연료다발 공동개발

.월생 2호기 NSSS사업 참여

.왼자력일반분야에 대한 요원파켠 프로그램

.PWR 핵연료의 CANDU 원자로 연계 타당성 연구

.정보교환，전문가교환，공동연구프로그램，요원파견 훈련 퉁 통해 수행

UKAEA I’ .원자력 일반분야 협력수행

.원자력 R&D，핵연료추기，원자력안천，방사생혜가물관리/기초과학연구협력

.정보교환，인력쿄환，인력단기방문，륙별사업수행，세미니/기타 회의 개최

률 롱하여 수행

ANSTO I .원자력신소재 과제 기술협력

. 방사션의학. RI 생산/웅용 및 방사성폐기물판리

.원자력시셜위해도/신뢰도 분석

.핵물질보장초치 및 교육훈련

.정보/인력교환，회의 캐최 퉁율 롱하여 수행

KfK I. 방사성혜기물관리 및 환경영향명가에 관한 인력교환，챙보교환 빛

공동과져l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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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공동프로젝트 수행，인력교환，장버구매 상호지원，회의용해수행

KIAE I. 원자력기술분야에 관한 협력프로그랩 수행

IPPE I. 원자력기술분야에 관한 협력프로그램 수행

GPI I. 레이저 옹용기술 연구

(2) KAERI의 국제기술협력

외국 정부 및 외국기관과의 원자력기술협력올 위한 협정 및 약정(상엽계약

제외)에 따른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기숨협력은 해당기관에서의 기술협력여라

할 수 있고 이와 판련하여 각국의 원자력 기관과의 구체적안 기술협력은 다

음파 같다.(KAERI의 가술협력은 정부의 원자력에 관한 협정， 조약가입， 상셜

또는 조정공동위원회 및 KAER!와 외국기관-간의 약정 이행므-로 실행되고 었

h
F

(가) 미국

미국(원자력발전소 : 10971 , 년간발전량 : 6l8.8TWh, 국가전제발전량의 l

22.3%)과의 원자력기술협력은 “안전조치 적용에핀한 IAEA, 대한민국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간의 협정，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

합중국간의 협력올 위한 협정， 한.며과학기술협랙회의”에 띠라 원자력기술협

력올 하고 있으나 주로 원자력협력에 대힌 기술협력은 “한.미 원자력 빛 기타

에너지 공동상셜위원회(JSCNOET)"콜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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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홍하여 KAERI는 미국의 각기관(USNRC， GE(사)， WIf(사»의 연구프로그

햄둥에 참여하고 있거나 기술정보교환을 하고 그 내용은 표 :~ 2 .1 1과 판다.

(편의상 야 내용중 협력과제책임(담당)자룹 회의 당시. 조직 개편전의 소속으

로 일부하였음)

표 2.2.11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미국간의 기술정 보 고l 훤· 판효’.:-1 랩

----

협력과제명 책임(탐당)자 추진(합의)내용 추진실객

PRISM 액체급숙로 고속증식로개 협혁채낼로 GE( 사) KAERf/GE간

설계 및 개발 발부장조만 률 미혹~1 청， KAREL PRISM셜계，개발

사정으로 천문가협 기술협력 약정

협의 계획 보류 체결

수동형안전로개발 신형안챈로개 AP-600프로젝트에 WH사에 AP-600 빛

발부장 대한 참여，미측동의 SPWR개발참여희망

문갑석 KAERII째100E 간협 력 미흡， KEPCO판련으

추진 로 혐의 연기

KAERI-NRC 중대사 중대사고연구 KAERI/USNRC 깐 충대 KAER[/USNRC 간 약

고연구 프로그램 실장 킴희동 사고 연구 프로그랩 정연장처l결 (3년)

참가 약정 참가 약정연장.

SARP악쩡연장

KAERI-NRC 확률론 완자로안펀 SARP와 PSA륨 분리 , PSA 약쟁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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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안전생명가프로 명가실장 KAERI의 예산환계로 진행중
j‘ I ,

그랩 참가 약청 박창규
!

‘
핵물질 재이전 핵불질보장 “소량 핵물질 포팔 조사후시험대상

‘
또는 원형/초생 죠-*1 설 척 사전동의에 관한 원자로률 고리

-I

변경에 관한 홍종숙 제안”율 KAERI 제시. I호기룹 포함

미국풍의 철차 미혹은 한.미원자력 국내 모든 PWR

협청과 일판생옳 휴 로확대하는

지하면서 KAERI 의판 한.미 PIE 합의

련문제 해결 요망 서에 셔명

‘-

원자력협력정 국체협력셀 제3차 과정개설쩌l안 연꾸과정 상호

책연구 얼장 장홍래 양혹.세부사항 검토 협익중

(나) 카나다

카나다(원자력발전소 : 21 기， 년간벌전량 : 76.0TWh, 균가전체발전량의

15.2%)와는 1976년 “대한민국정부와 카나다정부깐의 I영화적꽉적율 위한 원자

력재발 및 용용에 있어서의 협력올 위한 협정”웰 체결히·였 ~Il 때년 개최되는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훤회룰 롱하여 기술협력을 하고 있으 l셰 특히 ‘93.10.27

부터 같은달 29까지 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눈 CANDU 원짜로 관련기술 및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기술개발 협력올 강화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기술

자의 카나다 기술연수 실시와 원자력관련기술분야에서의 제 3국 공동진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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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협의 하였으며 그 밖에 핵연료- 기핫이젠， CANDlT 훈

련계획실시와 인도네시아 동 제 3국의 연수과정 채셜운영지원， 방사성 폐기물

관리 협력 퉁 13개의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러한 내용·뜰은

실질적인 협력윤 KAERI와 AECL간의 약정에 의하여 기슛혐펙을 하고 있으

며 그 내용은 표 2.2.12와 같다.

표 2.2.12 한국원자력연구소와 AECL간의 기술협력 약정

협력과제병 책입(담당)자 추진(합의)내용 추진실척

KAERI-AECL 기본 국쩌l협력실 ‘ 92.8.19약정 완료 연장약정 합의

약정 연장 실장 장흥래 약정연장 협의 (1 0년 연장)

KAERI-AECL핵연료 국제협력실 CANDU원전용 핵연료 AECL에서 41 건

기술이천약정이행 실장 장흉래 기술사용판 허여， 논En 쁨

R&D정보제공 빛 월성 KAERl 에서 3편

l호기 핵연효에 대한 노」송부! 풍

PIE수행풍 협력 (진행 충)

KAERI-AECL CANFLE 핵연료집합체 31 action item중80% CANFLEX기슐

핵연료공동개발 개발실장 완료.CANFLEX 컴퓨터 정보팡동판러

프로그램 석호펀 묘드 활용기회 요챙， 체계 풍논의

AECL은 이률 겹토 (진행 중)

- r---

KMRR 프로젝트 연구로기술부 양측 KMRR의 뻔경훤 차환기자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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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 이지북 건쩔계획율 예정대로 기자재쩌l작 94%

추진키로 약좁 진도 확인 둥

‘ 2 (낀행 중)

-'-1- ---

CANDU훈련 원~t력연수원 CANDU의 NSSS기슐 연수과정 개최

프로그램 원장 서인석 확보와 관련요왼 (친행 충)

교육 및 정보지원

50명장기 국제협력실 KAERI-AECl，.까본 진행 중

파견프로그램 실장 장흉래 약쩡 연참혜결후
1 ‘

계숙 협의

“

(다) 러시아

러시아(원자력발전소 : 28기， 년간발전량 : 119.6TWh, 퓨가전체발전량의

1 1.8%)와 원자력기술협력은 1990년 우리나라 과함71 술처와 랴시아악 웬자력

부간의 완자력명화적이용에 관한 협력 의정서의 발효와 이에 끈거한 한.러원

자력공동조정위완회 및 KAERI와 GPI, KIAE, IPPE와의 약정에 의해 기술협

력올 하고 있고 그 내용은 표 2.213과 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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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3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러시아간의 기술혐력 협정

-

협력과제명 책임(답당)자 추진(합의)내용 추진설척

고속증식로 7H발 액쳐l금숙로 안천생올 구비한 우 없옴

개발부부장 하늄 급숙핵연료개발

조만 율 위한 노물리실험

계획작성 및 5개년

계획수립위한 협의

방사성동위원소 원자로동위원 제 2차 세미나 개최 세마나개최함

생산 빛 이용 소실장 김재룹 합의

핵융합로 연구 핵융합연구실 프라즈마 진단붕야 함의사항이행

실장항철규 협 력차방소， KAERIT

토카막개념철계 명

‘ l 가훌 위한 러，천문가

초청 합의

----- --- ‘

산업용이용 핵융합연구실 、 91년부터 4개년간 휘의사항이뺑

주입기솔개발 연구원 회병호 공통수행 합의 (시료분석)

(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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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원자력발전소 :56기 년간발전량 : 321.7TWh 과가전체반전량의

72.9%) 와의 원자력가술협력은 “대한민국정부와 프링스공화콰 정부간의 원자

1 력의 평화적이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활 개최하

고 구체적인 협력은 KAERI와 CEA깐 원자력기술협력율 히고 있으며 J 내

용은 표 2.2.14와 같다‘

표 2.2.14 한국원자력연구소와 CEA깐의 원자력 71 슛협력

협력과쩨명 책임(답당)자 추진(합의)내용 추진젤척

원차력발천소 인간 인간공학연구성 기술정보교환

공학연구 섬봉식 천문가상호방문

원자력교육훈련 교육개발실 상호협력방안수립 불확 교육훈련과청

과정 개발 야한영 하기로합의 파악I KAERl과쩡활용

1

방사생태학 빛 환경연구부 인력 및 청보 RESSAC프로그랩참여

방사농감셔연구 이청호 교환하기로 합의 방안협의.제안서첩

수하여 검토충

CLOTAIRE연구 안천성계통 KAERI I 과제참여 KAERJ참여시 ‘ 중기 발

개발사업참여 개발실 김동수 예산확보 노력 생기의삼차원혈수혁

모의용코드 GENEPI율

제팡하기로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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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중식로 핵체금솜로 NA냉각재기술개발 NA루프국내건조에따

기술협력 (2) 개발부초반 율 위한 NA루프건 른 부품구입및고축

셜협력동협력합의 로섬코드검증，불협초

CATHARE천산 안전계흉개발설 이분야에 대한협약 현채 CATHARE2IRev.5

코드사용과 키a흙 체결하고， ‘ 91- ‘ 93 VI 2E.VI.3E7}KAERI

BEl‘HSY설협 참여합의，비용지급 애선치，운영종

참여

~

PHEBUS-FP 중대사고연구실 아분야에 대한협약 Cadarache소프트웨어

성험참여 김회동 처l결하고， ‘ 91-97 텀애참여，연구수행

참여합의，비용결정 중에 있음

(마) 독일

독일(왼자력발전소 :2171 년간발전량 :150.0 TWII. 국가선채발전량의 30.1%)

과는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 원자릭평회적야용·에 관한 협력

을 위한 협정”에 따라 KAERI와 독엘의 Kfk간의 훤자력 -'1 슛협력약정올 하여

방사성폐기불관리와 환경영향평가 기숨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촬 추진하면서 전

운가 및 기술정보교환을 하였으며 KWU사와 꽁향으로 가압성수형 핵연료설계

을 수행하여 독자적으로 교체핵연료륜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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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원자력벌전소:3771， 년간 발전량:69.J TWh, 깎가 전체 발전량의

23.2%)과의 원자력기수협력은 ‘90.5. KAERI-UKAEA( 영국 원자력청)간의 약

정이 체결되고 ‘91.11. 한.영 정부깐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 반-효되었고 ‘92.5

런던에서 제 1차 원자력협의회가’ 개최 되었다 이 원자력협익회 (2차 ‘ 93.5. 서

울)에서는 원자력안전성에 관련된 정보 교류， 차세대 원자로 /11 발을 위한 71 술

협력， 중대사고 현상분석 및 설험， 방사성폐기끓 !꽃 사용후 휩|연료의 장기관라

정책 연구， 신형로 평가에 관한 정보 교환둥에 대하여 혐력하기로 하였다.

(사) 호주

우리나라 과학기술처와 호주(원자랙발천소:없유)의 안전조치 청간 훤자력협

력에 따른 약정올 체결하였고 1991 년부터 한호 원자력정책 혐의회(제 3차

‘93.6.2. 캔바라)올 통하여 양국간 원자력 정책， 기슛협력(원자펴 선소재개발， 방

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웅용， 핵물질보장조치제도， 중성지범 설험시셜 공동이

용， 방사성동위완소 웅용 신기술)올 하고 있다.

(아) 일본

일본은 훤자력선진국(원자력발전소 :447 1， 년간 발전량'217 ‘o TWh, 국가 전 ‘’

체 발전량의 27.7%)이고 인접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71 술협력은 미국， 차나

다 및 프랑스와 비교하여 저조한 설정이다. 일편과한 ‘80년초까지 IAEA 자금

및 콜롬보 프랜 자금을 이용-한 협력으로 요완훈련에 _1.쳤고， KAER-JAERI칸J

약정에 따라 원차력안전성분야와 방사성폐기물 관괴분야에 내한 협력이 이”루

어 지고 있었으며 ‘90.5.25 양국정부간의 원자력이용에 관한협력협정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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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LES)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엘 원자력협의회(제 3차 ‘ 93. 1. 18.서울)

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소의 활동에 있아서의 안전성， 원자력벨전소 사고시의

피폭 평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션의 연구와 꽁용 및 원 Al-펙 인력개발 동

올 하고 있으나 일본(jAERD과의 원자력;끼술혐력븐 표 2.2 ，] 5에서 보찬 바와

같이 실질적인 기술협력은 극히 부진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15 일본(JAERD과의 원자력 가술협 력

의제(과제)병 책입(답당)자 합의내판 추진실척

--
인척과오 최소화률 천산부 KAER/JAERI실행

위한 천문가 System 허영환 약정후“인적교류

공동개발 및 정보교환”퉁의

협력방안 합의

‘

확률논척 안전생 원자로안천명가실 한. 얼 PSA Work-

분석 실장 박창규 shop의 지속적

추진

원자로사고시 중수로핵연료개발 뀔행약정후협의

핵연료 거동연구 총괄실 실장

석호천

핵연료열수력시험 열유동연구실 양흡사업책임자의 합의 ..부수로에서의

기술개발 실장 정문기 합의에 따륨 난류혼합실험”결과

률생산

- 124 -



---- ----
고연소도 핵연료 기계구조실험실 실행약정후 협의

노내 초사거동연구 실장 강영환

원자력발천소사고 환경시스렘해석실 실행약정후 협의

시 실시간피폭Code 실장 이영북

방사생동위원소의 원자로동위원소실 실행약쩡후 협의

생산과이용 실장김재록 (천분가.쩡보교환)

‘

차세대원자력발전 액쳐l급축로개발 실행약청후 협의

기술개발 연구부장 조만

---

원자력인력개발 교육개발실 상호방문으로

설장 이한영 일륙 전문가초챙

원자력시쩔보수용 천산부 부장 양혹현황 썰명후 ‘

꺼;농 Robot개발 허영환 구체척 협력추진 ‘

원자력 소채연구 원자력소재개발실 실행약정후 협의

생장국얼현

KAERI/JAERI기술 국쩨협력성 양기관 설행 약정문안 검토충

협력실행 약정 껄장 장흉래 약정 쳐l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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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국

중국(원자력발전소:1기， 년간발잔량·0.5 TWh, 놔가 전체 만전량의 0.1%)과

는 ‘92.3. 양국간의 과학가술처 장관 회담에서 첨만파학기숲에 대한 협력괄 하

기로 하고 야에 대한 협력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원자력기술협력에 대하여는

아직 양국간의 협정이 없으며， KAERI--RINPO 깐 발전소 7}꽁전 검사용역，

중국 핵동력완(NPIC)와의 진산2호기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안전해석 지원

및 차세대 원자로 (AC-6()()) 젤계자료 고l환둥애 대한 약정퉁이 있다. 중국의

원자력분야에 대한 거술은 핵무기개발은 상당한 수준에 이 jE고 있으나 자본

의 빈약둥으로 원자력의 i평화적이용·분야늪 발닿되지 못하고 있다.

라. 원자력 기술협력 분석

국채원자력협력기구，국제완자력관련협약，꽉가낀 원자력관련협정(9개국 12

협약)， 국가간 공동(상셜)위원회 (7깨) 및 K.AEHI의 약정 (20 개) 등에서 살펴

본바는 우선 약정에 있어서도 일본원자력연구소가 외국기관과 체결한 약정 (67

개) 보다 숫적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었다. 이와같은 원자력국제협약

동의 내용은 대부분 기술도입위주로서 그 대상국도 기술도엽이 가능한 원자

력선진국아었으며 공동으로 연구 및 개발을 하는F 경우에도- 대둥한 자격으로

의 참여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허 기술이전둥에 있어서는 혐력조건

들이 포괄적동의가 아닌 사전개별적통의 둥이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다 앞으

로는 원자력선진국과의 협정둥올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의 협의활 할 수 있도

록 사전에 많은 외교적 노력야 필요하고 원자력개발도상략과·의 협정 풍은

장기적인 면올 고려， 상호 충분한 협의블 거쳐 원자력기숨의 수출화를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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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것이다. 그라고 우리나라는 원자로 노형이 3종으j갚 원자로의 운전， 유

지 및 핵연료의 성형가공 사용후연료의 관리풍 혜연료주가 선반을 통하여 여

러가지로 복잡한 부담올 주고 있다. 즉 원자로의 노형이 하니언 경우와 3개얀

경우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 몇 숙련기숭자포 .J.만콤 더 펼 J1.하게 되고 안전

성에 대한 청검 및 대책도 각노.형에 따라 다르고 관리만에샤도 복잡성이 있

다 하겠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당시 꽉가 재정상의 이 R·기 가장 크고 71 술

이전동도 고려되었을 것여다.

외국기관파의 기술협력을 위한 약정은 연구소 단위에서는 협력실행올 위한

약정과 상업적인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IιAERI에서의 외국기관과

체결한 약정온 8개국 11개 기관 20711 상업적인 계약은 2 개국 5 기판 9개

률 체결하고 있다.

약정의 형태는 기술협력이 대부분이고 그 내용과 순서는 서문， 협력분야，

협력방법， 특허， 공동프로젝트， 책엠 빛 분쟁에 대힌· 것이고， 상업적계약은 기

술이전계약 또는 공동연구 둥-으로 계약서의 전문.(표제， 젤 I빙조항)， 계약서의

본문(정의， 계약의 범위， 기술정보， 기술지도， 설시화 또논 대 까， 보고 빛 캄사，

개량， 비밀유지， 지적소유권， 기간파 종료， 최혜대우-， 계약이핵 ~r:력조항， 불가

향력， 양도， 통지， 준거법， 중재， 말°1 문-언)， 계약사 말 ul 둥에 대하여 기 재하고

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나리- 정부와 외곽정부킨의 윈자력관련 협정，

KAERI와 외국기관의 약정 및 상업적계약=(지적재산권 포함)페 대한 비교， 분

석을 하여 협정， 약정 및 상엽적계약에 때한 구체적언 기l선방안올 연구하여

국제화 시대에 월자력기술협력(기술수입 및 수출)과 스스로띄 권익보호휠 모

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실무적인 면에서 외국기관의 약정 및 계약을 성꽁적 으로 이끌기 위하

여는 국제관례， 당사국칸의 법률(판례)， 당사국의 정책 및 입장， 당사국들의 기

술 수준 둥을 우선 파악하여야 하고 약정 빛 계약에 대한 기술이 뒷 받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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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야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원자력관련기술은 외균기판으로

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二l뜰의 기술전이 건셜， 운용-단계와 Turnkey base

로 도입하던 단계를 거쳐 공동역무수행 및 기술협력으로 기숲자립의 잠재력

올 배양하였고， 현재는 연구， 개발과 설무훈련쓸 통하여 ‘중수i응용 핵연료기술

을 개발， 월성원자력발전소에 해연료를 생산 공굽하고 있으 1셔 외국기순전과

공동설계 및 기술협력형태로 경수로 해연료성계가술과 겨l 통설껴l 기술을 국산

화하였고 그에 대한 제조.가공기술도 기숲협딱으로 꽉신화 하였다. 원자력기

술은 그 특성상 복잡 다단한 종합적인 기술이므로 일부 가팔올 보유하고 있

다하여도 종합적인 경제성관련기술과 안전성 측면에서의 웬자력관련기술올

전부 갖출 수 없고 특히 기술자체의 Know-how l. t Know-why의 확보도 푼제

이고 앞으로 연구개발한 기술과 외국의 71 술간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권

리 침해둥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즉 특허의

방어 및 역방어에 대한 방안도 n1 리 마련하여 두어야 활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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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숨자협 전략

1.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가. 연구개발 장기 발전 방향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빠른 기술성장이 있었으며， Zool년까지 선

진국 수준의 훤차혁 기술확보를 목표로 하고 었다. 우리나과의 기술개발단계

，를 크게 나누어 분류하면， 해외의존， 기술자렴， 기출수줍로 나눌 수.-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룰 기술자립 던-계 기간으로 분활 할 수

있다. 기술자립 단계를 연도별로 정리하변 중수로힘l 연 ii 기술개발올 1잃7년

까지 완료하고， 경수로핵연료 기술자립을 1990년까지 수행하고， 영광 3.4호기

‘준공을 1996년까지， 경수로계통설계기술자립을 1999년까지로 계획할 수 있다.

가술수출단계에서는 이미 개발된 기술의 수출 산엽화를 지향하고 2어)l년까지

차세대경수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2011년에 설중;로 준끊올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 국가 완자력 기술자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과 연구개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1 원자력연구개발- 사

업올 정부주도 및 산업체파제로 분담하여 상호협력 및 연계하에 연구개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게획왈 확정한바 있다. 이 계/

획에 따르면 정부주도 연구개발 분야는 원전사업관련 기초 및 개발연구분야，

방상성 폐기물 관리사엽 관련 기술개발분야， 원자력 안잔규제 기술개발 분야，

1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술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에 산업체주

도 연구개발 분야는 적용 및 설용화연구 분야로서 원전건셜.운영에 직접 필

요한 기술개발 분야， 원자로 실용화 및 개량화 연구분야， 기존핵연료 개량 빛

성형가공 기술개발 분야 원자력발전소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분야 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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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 및 산업체주도과제간의 기술개발이 연

계 추진해야 조기에 기술개발 목표률 달성할 수 었다는 것이다.

표 2.3.1 분야별 기술의 단계별 추진목표

혐재 1990년대 2α)()년대 2010년대

훤자로기술
명팡 3，4호기 기존 경수로 차세대경수로 액체금속로

독자쩔계 껄계 기술자립 독자겔계 실용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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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파제에서 개발되는 기술이 원전컨설 및 윤·영 풍 산업체파제의

기술개발에 이용되고 산업체주도과제에서 훨.요한 기술꽉야를 정부과제에 협

조하여야만 기술개발 성파률 극대화 활 수 있다 분야밸 기술의 단계별 추

진목표룰 차세혀 살펴보면 표 2.3.1 과 같다.

나. 분야별 연구개발 계획

(1) 완자로 기술

차세대 경수로 기술개발은 국내주도의 실질적인 기술자립 탈성 및 국제 (

경쟁력 확보와 선진국의 핵심기술 이전 기피에 대처하여 기술의 종속성을 탈 ‘

피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1996년까지 차세대， 로형 결정을 하여 2001

년까지 차대세 원자로를 셜계하는 것이 우리의 71 술수준으로 보아 목표달성

가능한 것으로 간주원다. 이와함께 차세대 원자보 기술개발올 통해 원전 안 I ,

전성 및 경제성올 향상시킬 수 있고， 가술자립을 통한 웬자력에너지 국산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액체금속로 개발은 우라늄자원 활용의 곽대화딴에서 중요하며， 먼저 액

체금속로요소기술개발을 수행한 후 예비깨념을 정립하고， 기본껄계， 상세철계 l

률 한후 설중로 건설올 하는 것이 효율적인 액채금속료 기술확보 방향이다.

우라늄 자원의 이용률 앉)배 증대로 미래 국가에너지 자웬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액혜끔속로 개발은 완자로기술 개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안전성 향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2) 핵연료 주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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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형 개량핵연료는 우라늄자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점진적인 개

발 즉，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 초고연소도 핵연효 개발 차세대 경수로용 핵

연료 개발이 필요하다. 이로인한 기대효과눈 해연효 주기버룰 철감 할수 있

으며， 국제경쟁력율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경.중수로 떤계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은 경수로와 중수로 동시보유로 언한 경.중수로 핵연료 연계활용이 가눔

하게 함으로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으로 누 ~I 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운제룰 해결하한데 기여할 수 있다. 기술개받의 목표는 경수로 사용후핵

연료롤 중수로에 재사용하논 경.중수로 연계 핵연화 극:기 기술을 확립하는

것에 었으며， 이률 위하여 기초연구 및 핵연료 주기 기반기술을 수행한 후

핵연료 주기 기술확립과 핵연료 주기 기술 실중올 함으포서 효올적인 기술개

발올 확렵활 수 있다. 경수로 3기의 사용후핵연료로 중수로 1기의 핵연료 공

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감소로 현재 우리나라가 않고

있는 저장.처분 비용을 깎소 시킬 수 있다. 미래형 핵연료는 사용·후핵연료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고， 액채금속로 상용화에 대비한 액체금속로용

핵연료 개발을 의미한다. 경수로용 미래형핵연료와 액채금속로용 핵연료 기

술올 개발하는데 있어 기초 및 셜계/제조 기반기술 개발이 션행되어야 환다.

국산실증로용 핵연료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핵연화 룹철의 중식특성에

의한 에너지 준자립이 가능하게 된다.

(3) 방샤성 폐기훌 관리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은 원자력 에너지 기술자립면에서 중요-한 문제이

다. 저준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확보기숨과 얀천성 평가는 기술자립에서

확보해야할 파제이다. 기술확보 전략은 먼저 저준위혜기물처분 기본기술을

확립하고， 기술선진화를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고준위폐기물처분 기술올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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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서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디.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올 확보함으로서 좋은 국토환경윤 보뜯할 수 있으 u:j 국민 선뢰감을 확보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온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및 수송기술

확보면에서 충요하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에서 ￥~:t1취곱기술은 현재 세

계척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중에 있다. 사용후핵연료수송 및 저장기술 개발을

먼저 수행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원격취급기숨! 빛 재사용 기반

기술올 확립함으로서 원자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용

후핵연료 관리기술 확보로 국가 정책결정의 좋은 영향음 줍 수 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반기술은 기존기술개선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와 제염복구기술

및 원자력시셜 해체기반기술확보면에서 훨.요하 1껴， 방샤성폐기팔관펴사업의

가술지원 및 정책방안연구도 이에 포함된따. 제염.해체:1]반기술의 확립은 우

리나라가 확보해야 할 중요한 기술의 하나이디. 아환워하여 먼저 기초기술올·τ

확보하고 저준위혜기물 처리기반 기술과 같은 기반기술뀔 확보하여 고준위폐’

가물 처리기술， 원자력시설해채 몇 폐지기술 둥과 잔은 선진기술을 자립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성폐기물 처리기할 개선으EE 폐기물량

감소 및 처분안전성 향상올 기활 수 있으며， 제염.확보기술 확보로 방사성 작

업환경 개선 및 원전해체 경제성 향상폴 도.5~한 수 있디.

(4) 원자력 안전

원전의 종합 안전성 평가 기술올 확보함으로서 국민의 훤전 안전성에 대

한 불안감올 해소 할 수 있다. 안전성 목표룹 구체화시캔으로서 원전 안전성

종합 평가기술과 안전성 향상 방안올 도출할 수 있다 _1 래서 원전의 신안전

7~념 평가기술올 개발 할 수 있다 안전성 평가기술 확 i갑은 충대사고 명가기 ‘

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기술 둥이 포함되며， 사끄관리가숨은 사고방지.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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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위한 안전성 평가 전산체제개발이 바랍직히니. 이리한 기술올 71 반으로

하여 미래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마. 미래원전은 고속중석로률 의미

할 수 있으며， 원전의 종합사고관리를 체계화함으로서 안전성 향상올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완전의 사고예방과 종합 사고판리기술을 확보할

수 었으며 원전 안전성 향상으로 국민의 선뢰룹 회뜩힐 수 있다. 또한 방사

선 환경안전기술은 원자력 안전성 확보의 펼수적인 기술이다. 방사선 환경관

리 및 감시기술의 향상은 국민의 원자력 이해 충전에 츄요한 요소로 작용활

수 었다. 원자력 시셜에 대한 방사션 환경안천기술을 선진화함으로서 국민

신뢰성올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요소기숨 즉， 국내 고유환경

특성명가 및 방사선 핵종 분석 기술올 확보하여 원전사고시 환경평가기술올

개발할 수 었다. 극저준위 환경방사능 정밀 분석기술， 방사능 오염의 바이오

모나터링 기술은 이러한 면에서 개발기숭의 선진기술에 포합된다‘ 원자력시

설 사고시 비상대웅방안 확보눈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떤에서 중요하며 이것

윤 국먼 신뢰성 향상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원자력 기반기술

완자력 신소재 개발은 원자로의 장수명화 및 고출력에 어용힐· 수 었으며，

미래형 에너지 및 발전소재 변에서 매우 중요하다. 신소재 개발이란 구체적

으로 내부식성， 내방사선， 고온 고강도재료 개발월 의미하며， 미꽤형 에너지

재료 재발 및 고온초전도체 재료 재발에 중점올 두고 았다. OJ 러한 미래 원

자력 재료 개발율 위하여 먼저 기반기술 부터 개발올 하여 점진적으로 원자

로 재료와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정책 지표중의 하

나인 실용화기술은 원자력산업에 있어서도 부흉하고 있마. 실용화 기술은 원

자로구조재료， 미래형에너지소채， 고온초전도재료， 초강자석 개발올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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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원자로 장수명화 및 고출력 원자로 소재개발은 원전경제성올 제고시킬

뿔아니라 발전효율올 향상시킴으로셔 미패 힘.자려소재의 기반을 구촉하는긍 젓

이다.

원전 이용융 제고를 위하여 선 7} 술 적용은 최선 기|측 제어기술의 원전

도입으로 나타나고 었다. 원전 안전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계똑제어기반

기술은 필수적이다. 첩단 계측제어기술을 크게 나누떤 지·통화 신기숨과 지능

형 재어기술을 의미한다. 자동화 신기술은 센서 루프 캉|전성 감사기술， 실시

각 고장진단기술， 제어 선기술을 의미하며， 지능혐 채어;’l 숨은 지능형 감시기

술율 의미한다. 자동화 기숨 선진화포 인하여 국가의 겪제에 영향을 미치눈

파급효과는 원자력산업뿔아니라 전 산업에 좋은 영향을 띠칠것이다. 원자력

의 안전성 및 효울성 팍대화를 위하여 우꾀가 고려해야 한 부분의 하나인 인

깐공학기술은 인적요언 특성 분석기술 개발을 의미한다. 언전오류 감소 및

작업성능 향상올 위한 최적화 기법 개발은 인간공학기왈의 복표야다. 이러한

기술온 인간공학적 분석기법 개발과 작업수행도 평가 빛 검증기술， 기숨체껴l

화로 발달될 수 있으며 인적오류 저감에 의힌 윈전 안선성 제고와 불시정지

율 감소에 의한 원전 이용 이용활 향상올 꾀할 수 있다. 원자력산업용 챔단

로보트 기술온 고방사능 자역에서 원격 유지 보수 몇 ll!. 인 감사흘 환 수 있

어 완전에 대한 이상상태 조기발견으로 원전 선뢰도를 셰고 할 수 있고 완자

력 서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저감화 시킬수 었디. 원자력산업용 다기

능， 고지능 로보트 기술개발올 목표로 먼저 챔던 로보갚 요소기술을 개발하

고， 갑시점검 및 비상때용 로보프를 개발함으로서 원자토해체용-로보트를 개

발할 수 있다. 첨단 로꾀트 요소기술은 센서기술， 정보체려기숨， 분산제어기

술올 포합한다. 첨단 로보트 기술올 개발함으쿄서 고방사능 피폭으로 부터

작업자률 보호할 수 있고， 차후에 제염 원자로해체 풍에 활용활 수 있다. 레

이저기술은 고감도.정멸계측 및 비파괴 검사와 윈자력소재 정멀가공 빛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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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랴 및 원격가공기술에 훨-요하다. 고출력 레이저 개발 및 웅용기술 확립은

선진국의 기술수입애 대용하여 효융적인 기술개말계획윤 서I 워야 환다. 이러

한 기술올 단계별로 구분하면 레이저 제작기술， 정띨겨1 측 웅용기술， 가공.표

면처리 웅용가술， 고출력 레이저 웅용기솔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레이저 체

작 기술확립은 고출력화， 고효율화에 중접올 두고 있다. 원 선 안전성 향상 및

장수명화에 레이저 기술올 웅용활 수 었으며， 웬전 종사자의 작업 안전성을

제고 할수 있는 면에서 레이져겨술은 중요하다. 웬자분굉·기술은 원자력 소재

용 안정 똥위원소 분리.추출， 원전 주변 환경오염 휴정 및 분석， 방사성폐기

물로부터의 유용 회귀원소 추출변에서 중요하다. 윈자분광기술을 이용한 원

자력 소채용 안정 동위원소 분리.추출 기술올 확립함으로서 원자력 소채용

안정 동위원소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플라즈마 진단기숨을 확립함으로서 핵

융합연구개발에 기여활 수 있다. 현재 원자분광기술올 개발하는 단계이며， 고

감도 분석기술， 원자력신소재기술， 방사성폐기물에서의 유·용-원소 불리추출 기

술은 우려가 개발해야 활 기술이다. 창수명핵종 소멸처리기술은 방사성폐기

물에 함유된 장수명 해종을 분리하여 소멸시컴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간

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처렐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방사성폐기물에 함유된 장수명 핵종파 소멸처리 기술확립

올 하기위하여 먼저 군분리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소멸처리기술 및 소멸처리

기술올 실중해야 활 것이다. 어렇게 하여 땅사성폐기뭘· 처분후 관려기찬의

획기적 단촉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소멸처리포 언한 l특성김·소로 처분이 용·이

하고， 고출력가속기 개발로 이온범 및 방사선 이-용기숨띄 다양화를 가능하게

- 한다. 소멸처리기술은 장수명 핵종분리기술， 왼자로 아휴 소멸기술올 포함하

며， 소멸처리 실중은 가속기 및 원자로 이용 소멸처려 설증시혐올 포합한다.

핵융합로연구는 미래의 궁극적인 에너지원 확보수단으포서 지속적인 핵융합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보적이며， 앞으로 선전국파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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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률 축소하기 위하여 해융합 연구기반올 ‘조성해야 한다， 현재의 목표는

중형토가막 개발이며 먼저 개발해야 할 것은 플i!}즈마 진단기술이고， 차후에

풀자죠마 가열기술 및 플라즈마 밀폐기숨플 게반해야겠다 플라즈마 진단기

술은 소형토가막실험， 중형 토카막 설계， 플따즈마 제아 71 초 기술을 포함한

다; 현채 뒤떨어진 선진기울올 추적하기 위하여 대형 !.~ 71‘막을 활용하는 국

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수쿄 개량 71 딴거술은 선진국 기술

보호 장’벽에 대처하기 위한 원전 개량기술 조치 국싼화와 중수로 및 핵연료

개량올 홍한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올 위하여 필요한 기숨이다. 현재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개량형 가압중수로 로형 개냄셰시가 환벌하게 진행중에 있

으며， 중수로용 개량핵띤료 기술개발도 전행중에 있다. 선전국과의 국제공동

연구졸 함으로서 션진 개량기술 도업을 통한 설계기술 선진화 딸성도 가능하

다. 이렇게 함으로서 로형개념 제시를 통한 개량형 중수로 기본설계 토대륭

구축하고， 개량형핵연료. 사용사， 중수로의 출력증가 빛 만전성을 제고활 수

있다‘ 우리의 현재 궁극적인 목표는 개량핵연효 기반기숨을 확립하는 것에

있다.

- (6)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인체방사선장해 빛 암의 원인 진단， 치료연구는 방사선 펴폭으로 인한

장해에 대한 의료대책의 체계적 요구에 때용하고 동위훤소 생산 및 의학적

용용확대 및 암정복을 위한 첨단의료기숨 개발변에서 셔끔한 기슛이다. 이

기술윤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장해대책의 체계화와 풍위원소 생산 및 의학

적 이용 기술개발 및 암의 예방， 원인， 진만 및 치료에 l껴한 선진기술 확립이

주 목표이다. 실용화률 위해서는 먼저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생불학적 안정성의 확립 빛 방사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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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합적 이용-기술의 중대， 암의 왼인올 규명하고 진단 빛

치료율의 향상올 가져흘 수 있논 변에서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연구는

매우 중요한 기술의 하나이다. 또한 국내 방사성 동위웬소 수용의 종가와 내

방사선성 및 기능성 고분자 재료개발 공해물질처리， 식품보존기법의 개선을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헨소 띤구가 활벌히 진행층에 있다. 방사션 이

용기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기술은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흘을 30%

로 증진시킬수 었으며， 환경보건， 의료용·품，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식량자원

확충 둥에 가여활 수 있다. ‘

2. 환경보존 및 PIA 측면

가. 환경 문제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상황

2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기오염， 삼림감소， 사1냐화 둥으로 압촉적으

로 표현되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관 여퍼까지가 있으며， 그 해

결 방안은 부분적으로 열마간 가시화 되고 있자만， 그. 츄 가장 근본적이면서

그 해결이 어려운 요인은 산성비와 지구온실효괴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문제로서， 이를 해결활 유일한 방도는 현재로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윷 억제하

는 길 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화로서의 원자력의 이

용 확대 주장이 셜득력을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디.

10여년 전 울산의 공장밀집지대에서 처음 발견된 미국자리공이라는 식물

이 수원， 인천올 거쳐 북상하여 최근 서울의 낚산， 종묘， 비원에서까지 발견

되었으며，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무서훈 기세로- 퍼져나감으로써 일부 지역

에서는 이미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국민들에게 판 경종올 울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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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미국자려공은 대 7l 오염이 극섬한 지역의 1E양에서만 자라나 주위의 토

양올 황폐하게 만틈으로써 종국에는 일대웰 다판 식물이 설 수 없늠 사막으

로‘반들어버라는， 공해지표 석불인 동시에 식윌생래서l ’꽤 있어서 죽음의 사

자와 같은 매우 불길한 독초로 알려져 었다 우펴나따애 였어서 환경푼체를

둘러싼 상황윤 다른나라， 뜩히 선진 각국에 비해 열익현 편어나， 二L 동안 경

제성장 우선정책의 그늘에 가려져 오염방지플 뷔한 셜 t’l 투지는 상대적으로

소훌한 감이 있었다. 좁은 국토띤적과 인구증가， 인구의 도시 집중， 가속적인

공업화 둥으로 인해 이미 SOx. NOx 분진 동 각종 공해물질에 의한 전국 주

요 도시의 오염의 실상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느슨한 기준쳐 조차 훨씬 초

과하고 있으나(표 2.3.2) ,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성장을 볍웰 수 없는 형편이

라 에너지 수요의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 할 것으효 예싱되어 환경 악화의 요

인은 가중되고 있다.

표 2.3.2 서울의 대 71 오염 현황(1988)

공해물질 1 단위 패홍판형괄 l폭파-카훈차-l-wlio 판-표차]

SOx I ppm __L o.맹f‘~_J__ O.Q§ ‘ J t젠)14- -Jl.(걷JJ
분진 I l0-6g/m~1! 175 I 1당) I 40 - fjQ I

자료원: 이병휘，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관한 국내외 정세’ (990)

」
.~

국내적으로 이와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기후협약의 채택 동 국재적인 환

경보호 압력이 질수록 증가되고 있어 앞으모 환경 분재는 산업의 전 분야 뿔

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을 제약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우리나라를 더이상 개발도상국으로 보지 않으i예한 선진국들의 시각

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기숨지원 및 재정지원 둥의 혜

택으로부터 재외된 채 션진국파 동일한 수준의 환경규재흘 감수하면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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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제약올 안게 되었다. 소위 green

protectionism이라 불리는 이와같은 선진국뜰외 무역보호주의는 지구 환경

문제 조차도 후발국에 대한 기술개발 억제 빛 똥상압력 수단으로 이용함으로

써 후발국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기술창업자가 갖는 독접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려눈 냉혹한 포석이다. 이는 단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함

유하거나 발생시키한 CFC 사용 제품 자판차 둥-의 상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

의 적용파 무역규제로 나타나고 있다.

나. 원자력발전의 환겸영향

환경문제는 에너지 소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펼

.수적으로 따르는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소비 부문 중 벨·전 부문에서의 이산

화탄소 배출 비중윤 1990년도의 15.7%에서 2010년도에 25.1%, 2030년도에

30.7%로 배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발전부문에서익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대

책이 관심의 훗점이 되고 있다(표 2.3.3).

3.3% I 2.9%

3.2 I 29

6.4 I 45

707 당~O 5.0 2.4 06

39.5 40.6 58 3.3 2.2

19.1 17.5 8.9 2.4 08

11.2 91 0.9 0.7 -0.3

09 08 -04 -03 01

-----

293%1 32.0%1 109

282 I 307 I ]06

1.1 I 1.3

-
1990 2α)() 2010

•--- }

에너지전환부문 15.5% 243% 25.9%
발전부분 15.7 2..1.7 251
지역난방 0.0 05 0.8

최종소비부문 84.3 757% 741
산업부문 36.6 많>.5 37.7

씀부’문 17.0 22.0 21.4
가정.상업부문 27.9 16.8 139

공공.기타부문 2.8 15 1 1

표 2.3.3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l==-r-~~-=--r 연궐11:중가율
2020 I 2030 덧1rjd Tjl ribTi]-r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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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오진규외， .기후변화협약체결과 에너지부문의 과제’， 에너지경제연구훤，<’92.8)

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의 경우

에 비해 상당히 척으며 정상가동 중에는 환경에 ul 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륙히 .굴뚝없는 공장’인 원자력벌전소는 이산화탄소률

전핵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판한 한 원자력발전은 면책이 인정된

다(표’ 2.3.4)

표 2.3.4 주요발전원별 야산화환소 배출단위

(1，아X>MW급， 젤버여용율 75% 기춘)
- ‘ ’

항 S-1L 단위 석탄발전 석유발전
LNG

원자력
C/C

’‘

발전전력량(발전단) G~까II년 6,570 6,570 6,570 6,570
발전전력량(종전단) GWW년 6,160 6.182 6,311 5,914
연료(석탄) Tc려/년 15,397 14,906 11,769 16，앞50

이산화탄소배출량 kt-CI년 I，많4 1,201 677 -
.------- ---

연효 g-C!k빠1 싫8.95 194.34 107.23 -
셜비 g-C!kWh 0.82 0.69 0.65 0.83

이산화 탄소
운전보수 g-C!k빠I 9.80 7.33 32.671 6.26

배출 원단위 ------ ....-.-....-
t

합계 g-C，싸빠1 259.57 202.36 140.55 7.09

메탄원 단위 g-C!kWh 12.70 3.85 15.76 0.45
t ‘「

온실가스 종합단위 g-C!kWh 272.?:l 206.21 156.31 -7.54

1) 타연료에 비해 채굴 액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

자료원: 안병훈， ‘지구환경협약과 전력부문의 대웅전략’， 한국파학기술원，

199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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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환경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이 안고 있단 웬처|눈 두가지가 있으나，

첫째는，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팔질의 치단 문제이며， 둡째는， 사용

후핵연료와 폐기물의 처리 문제이다. 본 항에서눈 원자 i웨별전과 관련하여 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요인과 이뜰에 대한 국내의 관리 현황을 검토해 봄

으로써 훨자력기술 개발 전략 모색올 위한 정당성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 원자력발전과 대기오염파의 관계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지구상에는 현지l 깨년 약 200억 톤의 이산화

탄소가 방출되고 있다. 1992년도 기춘 세계 총 전력생산랑의 17%를 담당하

고 있논 원자력발전량을 석탄발전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함 경우 연간 약 18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바 원자력발션은 지구 온섣효과의

억제에 이만큼의 기여촬 하고 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에

가장 치중하고 있논 포링·스의 경우<1992년도 경우 원.자 1격발전 비중 73%) 화

력발전량 감소의 덕분으로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전력생산파 관련된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을 80%나 줄일 수 있었다.

o 환경방사선관리

‘-“ ’

원자력발전 과정에서는 방사선이 나온다. 이의 외부 누출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정도까지 낮게(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 그

리고 ‘제한치 이내로’ 유지하고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의 정도를 완화시

킬 수 있도룩 확실히 보중하는 것이 방사선 안전관리와 환겸방사선관리의 목

표이다. 원자력의 경우 대체로 세계적으로 공통된 가춘꽉과 규제수준뜰이 잘

정립되어 통용되고 있으나， 야러한 목표의 달성올 위해 우려나라는 국제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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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호위원회(ICRP)의 선량제한 규제치활 반영한 병사4-! 안전관리 기준을 관

련 법규에 명시하여 띠·갚고 있다. 원자력법 및 힌-경정책 :7] 판법 뚱에 의해 엠‘

격히 규채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배웰 가춘분 상녕히 보수적인 가정 아래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릅 만족하는 방사성불질의 배헬어i 의한 환경 • 얀체，

영향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한 정도이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7}: 권고한

방사선 방호의 목적은 확률적 영향의 감소와 갤성직 영향의 방지에 두고 있

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원칙 아래 수립펴었다

첫째， 방사선 활동의 정당화로 방사선 피폭띄 워험 보디· 훨씬 큰 이둑이

있는 활동올 채태하며 (cost-benefit analysis) ,

둘째， 방사선 활동의 최적화로 방사선 피폭쉰 겸제;석， 사회적 요인을 고

려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로 유지시켜밖사션 훨r동의 불공정성올 감

소시키 며 (ALARA),

셋째， 개인선량과 위험한도를 기준치 이내로 유지시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없도록 보중할 것.

우리냐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와 부 ;;<1 판 가상사고시 2시간 동안 전신피

폭 25 랩， 갑상선 피폭 :300 렘 미만이 되도록 거주제한 구역율 설정하고 있

으며， 인구밀집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상운전 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물질의 유출에 의한 주변 주민의 연간 최대허용

피폭량은 500 멀리랩으쿄 규정되어 있으.떠， 액채 맺 기체 떼기물도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올 셜정， 그 기준치에 못미치는 양윤 내보내고 있다. 특히 기체

폐기물은 주민에 대한 연간 최대허용 피폭 선량볼 5 밀 i끽웹 미만으로 낮추도

록 컬계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예방안전성보고서 및 최종안전성보고서

에는 설계상태 및 젤계가상사고시와 환경영향 명가를 의무화하고 았다.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셜 및 운영과 관련히여 시행되고 있는 환경감사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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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원전 환경감사 내용

κ 원 전 건r;괄二;二I=~二.- --휠---- -션- -푼-- 염

o 환경영향평가 실샤

- 원전건설 및 운영으로 안한

환경영향 예측·평가

- 환경감사 계획 수립

。 환경방사능판끈l 풍 지속적인

환정관리 수행

- 운영 2년전부터 기초자료 수￥l

· 운영풍 :Al 속직인 촉정·분석

- 운영 션과 lJ l_IJl 돼 가 및

안전성 확인

자료원: 동력자원부， ‘원자렉발전백서’ 1992.

。 방사성폐기물 관피

방사성폐기물의 관랴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한 상태이며， 보따 값짜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격려시키기 위한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처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은 원자력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퍼정책윤 원자력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다. 원자력위원회는 1988년 7월 중 • 저준위 폐기불음 관려하기 위한 영구처

분 사셜올 1995년까지 컨설하고 시-용-후해연화는 재처리 많논 영구쳐분에 대

한 방침어 결정될 때까지 중간저장관리하며 이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올 1997

년까지 건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부지확보의 정벽에 부딪쳐 그 천셜 일

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시설이 건설， 가동펠 때까지늪 완전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파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운영자언 한국전력공사가 원자력발전소 내

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방사성폐기물은 그 형태별로 기체 액체 및 고체폐기똘로 분류된다. 먼저

기체상태의 폐기물은 고성능마 립자 제거펼터 (High Efficency Particl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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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

Filter)와 다량의 활성탄펼터(Chacoal Filter)를 통과사걱 뱅·사능을 갤러 내거

나 감쇄탱크(Decay Tank) 내에서 일정시깐 저장함으로써 방사능감사기와 자

동차단 장치에 의해 제한치 이상의 방사능이 방출되지 끊도록 하고 았다.

액체 상태의 폐기불은 특수한 여과치펴 껄 UJ 를 통i’}시켜 방사능이 없는

물로 만들거나 중발서켜 순수한 물로 만판 후 바띠화 방출한다. 방출시에는

방사능감시기와 자동차단 장치에 의해 제한쳐 이상의 밖사능이 방출되지 않

도록 하고 있다.

고해폐기불은 방사선 구역에서 종사자가 사용했던 \9-호복， 장갑， 모자 둥

폐방호 용품파 기기정비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빛 기채 • 액체 처리계풍에

서 인출한 필터， 여과재 풍으로서 수분이 없는 폐기팔은 드럽에 넣어서 압축

하여‘ 포장하고， 수분을 함유한 폐기물은 시멘트와 섞어 드램 내에서 고화시

켜 포장한다.

이틀 세기가 약환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불은 발전소 내에 위치한 전용

저장고 내에서 원자력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저장 • 관 i!l 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발전소 별로 특수설계된 철끈펀·크려E 구조물 내에

안전하게 저장 •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 종인 집중석 저장시설(중간저

장서셜}이 건젤되면 이곳으로 운반하여 처장휠 예정이다.

다.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대한 원자력산엽의 대웅빙안

0 기후협약 채택의 영향과 문제점

지구용난화 문제는 그 성격상 어느 한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될 수

없으며， 범세계적인 공동대웅을 요구하는 문제이녀. 이에 따라 기후변화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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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간 협 의 체O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hmate Change)와

정부깐 협상위원회 (INC, Inter-goven1mental Negotiating Committee) 둥 양

기구의 주도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6웰 단파철의 ~1 우- 데 자

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1207ij 국의 함의로 채택， 동년 7월

뀐헨에서 개최된 선진국정상회담(G-7)의 경제선언에서 1993년 말까지 각국

의 비준을 거쉴 공표카로 한 기후변화협약<Convention for Climate Change,

이하 기후협약)은 향후 각국의 산업정책 전반에 가장 큰 영향올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협약은 각국으로 하여금 2000년또까지 온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의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눈 것붉 전제로 온실가스 저감 및

홉수원 보호를 위한 정책율 실시하고 그 구체직 조치 til 용， 설적 및 전망을

상세히 보고하며， 경제수단에 있어서 곽가까 조화렐 .5 _1[，_활 것올 요구하고

있다. 국가간 조화란 EC가 자신들이 추전하고 있는; 에너지 • 탄소세의 도입

과 실시를 범셰계적으쿄 확대할 것올 염두에 뚜그L 곡’l 철한 항목여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애 그치기 보다쓴 경제전쟁으로 나타나끄 있는 신

국제질서 아래서 선진곽에 의한 통상규제 렛 패권장악의 도구로 야용-될 가능

성이 농후하여， 산업구조가 에너지 I斗소벼형이며 화석연료에의 의존도가 높

고， 에너지 소비의 중가세가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파에 있어 화석연료 이용

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채성장이 제약·율 받논 풍 엠청난 희생이 따릅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진국의 에너지 효윷 기준에 의한 무역규제가 가시화될 경

우 자동차， 가전제품 동의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는 협약 제 4조 8항 몇 9황에 나타난 화석연료 괴-다의존경제 빛 에

너지 다소비형 산업국에 대한 특별고려사항폴 섭분 활용하여 중장기 종합대

책올 위한 준비기간올 확보해야 할 것이다. 터우기 1996년 DECD에 가입하

게 될 경우 선진국으포서의 의무조항올 자압하게 되어 :'1. 부담윤 가중될 것

인 바， 이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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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후협약 종합대책

우리나라는 리우 환경개발회의 야후 대통령 주재 판계부처 합동보고

(1992년 6월 23일)와 국푸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6월 2‘ l원)플 열고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성치하여 지구환경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이에 따라 1992년 7월 10일 국무총리 훈령 제 261조에 의거하여 지구

환경 관계장관대책회의(위원장: 국무총리) 설무대책화의(위원장: 경제기획원

차판) 및 기획단(단장: 경제기획왼 대외경제조정설장) 동-올 구성하여， 환경보

전과 조화콜 이루며 국내 싼업정책올 추진하기 위해 2개 대분야의 44개 세부

대책과제률 선정했다. 또 이산화탄소 규제기준 설정 등 71 후변화 방지에 중

요한 역활올 수행하고 있는 IPCC에 적극 참여하여 우i’l 의 입장올 반영하기

로 하는 한편， 상공자원부(당시 동력자원-부)와- 과학가숭처찬 각각 최소의 경

제부담 하의 온실가스 떼출 억제릅 위한 대웅전략 연구파 기후변화가 2000년

대 한국에 미철 영향과 이에 적웅하기 위한 국가 캠책뱅향 연구 풍의 연구룰

수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의 변화로 가장 견정적인 영향올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국내의 에너지 정책임온 두딸할 !나위가 없다 지구환

경종합대책 중 상공자원부가 담당활 에너지 부분파 관련펀 세부과제로서논

종합 에너지 절약 시책， 산업부문 에너지 젤약 기술 개발 중 • 장기 에너지

수급계획 조정，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방안 수립， 기후협약 부속의

정서 협상 대웅방안 강구， 가후협약이 규정한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

풍이 었다. 에너지의 주종올 이루고 있는 발전 부문의 성우， 1991년 10월 제

안되어 검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기 전력수급계획안에 나타난 전원개발

계획에 의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0년에논 1990년의 1.6배， 2010년에

는 1990년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로서뉴 이로 안한 국제

적 압력 강화 풍 어려움이 발생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의 표 2.~.3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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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바와 같이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발전부문에서의 배출 1:11 율은 2030

년에는 1990년의 거의 2배로 늘어 1날 전맙이어서 전력익 l 셰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야다. 이는 발전원 구성과 함께 꾸준한 전력수요의 중가 풍-에 크게 기인

한다， 상기 장기 전력수급계획안에 나타난 선원개발 계 획에 따릎 기간별 발

전썰비용량 및 발전량 증가분의 구성비는 J.£. 2 :3Ji과 간뜬데， 이에 의거할 때

유연탄발전 치중 둥으보 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에 980만톤이던 것

이 2000년에는 그 2.3배인 2.244만톤， 20101건에쓴 .:1 28배인 2，841 만톤으로

늘어남으로써 범세계적인 칙구온난화에 대한 관↑l과슨 역행하고 있어， 세계

적인 압력에 따랴 앞으로 도업이 웰자피하게 될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를 예

상하여 원자력 동 청정연료의 비중을 높이는 땅향으로 발전원 구성\.ll 룰 재조

정해야 활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표 2.3.4에 나타난 주요. 발전원별 온설가스

특성올 볼 때 운실가스 배출원단위에 관한 한 원자펴발션의 그것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에 지나지 않아 원자력의 강점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3.6. 기간벌 설비용량 빛 발전량 증가분의 꾸성비

발전원
1990 - ]

셜비용량

원자력 167
석 탄 50.9
LNG 24.2
석 유 3.5
수 력 4.7

997 I 1997 - 2010
발전량 | 셜비용량 | 발전 l양

8.1 I 46.6 I 6H 5
53.7 I 23.3 I :30.7
22.1 I 18.5 I 0.8

5.7

O.L_U<2l __l
자료원: 안병훈， ‘지구환경협약과 전력부푼의 패웅전략’，

한국과학기술원， 1992. 12

기후협약온 이체 현실로서 우리 앞에 q가와 었다， 션력업제논 이를 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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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회피하거나 시련으쿄만 받아틀일 것이 아냐랴， 전랙구조 개선， 전력소비철

약， 효율향상 둥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 석극적인 자세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라. 국민이해 측면

(1) 한국적 특수성

우랴는 1990년에 있었댄 걸프전쟁쏠 통해 애너지 가립의 중요성올 다시

한번 실감한 바 었다. 소련 연방의 붕괴로 몽서 냉전체쩌7l 종식펴자 국제사

회는 자국의 야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에너지 자원의 확보애 총력을 기울이

고 있는 가운데，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기인한 지구온난화 현상 동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각·국의 에너지 전문가와 정책 담당지콜은 청정에너지로서

의 원자력에 대한 평가콜 새로이 내리고 있다.

반면 우려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풍 각 분야의 면주화， 자유화， 개방화

의 진전에 따룬 다양한 의견 표출과 민완의 중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 산업화의 부산물언 개인주의와 집단이거주회의 만연으로 국가공동체

적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라 할지과도 개인 EE논 개인이 속해 있는F 집

단에 약간의 불편올 줍 가능성만 보여도 전채 꽉민의 (II 익플 무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윈차력번·젠소의 경우 뿌리깊은 부정

적 선업견과 이해부족으로 그 혐오의 정도가 우-섭하여.，컨설올 위한 부치의

확보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올 겪고 있다. 더욱이 1991년 기초 빛 광역단위 지

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소위 혐오시설애 대한 지역척 만감성윤 더욱 첨예화

되어 특정 지역과 판련된 문제를 결정하눈데 있어 주민의 이해와 동의는 불 시

가피하게 홍과해야 할 관문이 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지역단체장의 션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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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민의 직선으로 이푸어져 지방자치제가 명섬상부하게 정착될 경우 원전

추진 문제는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훨 것이나-

보편적인 요인틀에 추가하여， 이와같은 원자릭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의

근훨파 관련된 한국적 특수성으로는 대체로 φ. 과-거 원자력이 권위주의 정

치쳐l채에 의해 추진되어 왔던 관계로 은면중 웬지력산~]괴 구체제플 동일시

하는 정치적 선입견이 개재됨으로써 완자력 정책에 디}힌 웰신감이 싹트게 되

었으며， (2). 정치적， 경제적 국제 패권주의와 멸접하게 판련되어 었는 웬자력

문제의 미묘한 성격에 따라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태도샤 국가적 피해의식에

크게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3). 국내적으로 과거의 정치세력에 의한 특정지

역 푸대접론 동에서 연유한 바가 륜 뿌려깊판 지역대립 깎정과 지역적 피해

의식이 원자력 시설 부지 선정 둥 지역푼제첼 겸정함에 있어 지배적으로 작

용합에 따라 그 당위성 여부룰 떠냐서 ::z.에 대한 해당 ‘쥬민의 과민반·웅이 표

출되고 있으며，@. 인류의 번영파 i영화릎 염두에 두고 개밤된 원자력이 원자

폭탄의 모습요로 인류앞에 최초로 나타났다늪 점과 힘깨， 우리냐라가 바로

그 간접적 피해국이라눈 사설이 악몽으로 산아서 아직껏 우리 국민의 잡재의

식을 지배하고 있으며， <5>. 동양적 정선문화의 천통 속에 있는 섬충적인 국민

의식이 짧은 기깐동딴 소개된 서구의 합떠척 • 과학적 윈F회의 精華라 할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해 아직껏 척웅하지 못한채 생활과 의석 가운데서 충똘하고

있다는 점 둥을 들 수 았다. 앞의 세가지 지적은 한국에서의 원자력 문제가

그간 본의아나게 현저하게 정치적 합의를 수반하고 있있음율 의미하니， 특히

φ，~와 관련， 외국의 반원전 활동이 온건한 시민분동의 형태로， 또는 제도

정당을 통한 체제내적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단데 반해， 우리나라의 핵심적

반핵운동 집단이 그동안 소위 반체체 자주화 • 민;주화 묶통-권괴 말접하게 관

련되어 있었음이 이를 반증하고 았다. 이눈 에너지 자댐이라논 순수한 국가

적 소명으로 묵묵히 일헤온 한국의 원자력계가 뷰의아나게 깎수해야 했던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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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고 활 수 있으나 다만 국제적으로 푼서 양극체제의 종식에 따륜 이데올

로가의 퇴조와 국익 우선의 새로운 세계 젤서의 형성 빛 균내적으화 오랜 시

련과 갈둥 끝에 수립된 문민정부에 의한 정치적 상」유카L조의 민주적 개혁에

힘입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국민적 통합이 착설허 성숙되어 나갈 경우 극한

적 정치투쟁의 명분은 점차 쇠퇴할 것인 바， 최소한 이러한 멍에는 점차 해

소될 것으로 보언다. 즉 원전의 국민 이해 문서l 쓴 앞으로 그 정치적 성격이

희석되어 가는 반면 사회적 지역적 성척이 놓후-해지변서 변화해 나갈 것으

로 전망된다.

(2) 국민이해 몇 반핵운동 실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r볼 때 많은 사랍뜰이 현재의 발전원의 주

종인 화석연료에 의한 화력발전 (4.5%) 에 비해 원자력발 션(23.8%) 의 펼요성을

인정하며， 환경 면에서도 석탄발전 (47.5%) 에 버혜 원자 l펴발전 (21.2%) 이 공해

를 댈 유발하기 ，때푼에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전선야 ~l 속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81.3%)고 생각하고 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지식윤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원차력발전의 안전성을 불신 (41.5%) 허·고 있는 걱으로 밝혀지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91. 7'>

대체로 남성， 청년총， 고학력충， 고소득총， 전문직 • 관리직 • 사무직 종사자들

의 원자력발전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디욱 높으면서도， 원자

력의 잠재적 위험성파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 또한 이틀 가운데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대초적으로 저학력총， 저소득층， 여성， 농어민들은 원

자력애 대해 상대적으쿄 무지하면서도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바닷물이 오염되

며 인체에 해롤 미친다거나 발전소가 폭발할 수도 었다는 공포감을 상대적으

로 많이 가지고 있다. 아틀의 불안감은 구·체적 끈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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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결여는 원자력

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올 층가시키지만 이에 l꾀한 지삭본 원자력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올 높이면서도 풍사에 :1 펼 요성에 때한 인식도콸 높인

다.

이와같여 원자력발전을 찬성하는E 벼춤이 훨씬 높-암떼또 불구하고 이뜰은

대중 속에 흩어져 있윤 뿐 조직화 될 수 없으며 적팍적 천원전 의사흘 표명

하거나 관철하기 위해 활동하지 않는 반면， 소수익 반원전 집단은 조직의 형

태로 결속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세인의 이꼭을 딸고 있다는데 문제

가 있으며，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사업의 틸렘따찬 여기에 었다. 우리나라에

있악서 원자력셔업을 촬러싼 3대 도전집단은 대체로 선념화되고 조직화된 전

운 반핵운동가 그룹，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면서 원지-렉산업에 대해 막연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일반대중 몇 원자력 사섣 부지 인끈의 직접적 이

해집단으로서의 지역주민 둥으로 대별훨 수 있다.

먼저， 적극적 반핵운동가 집단은 다사 뚜 부류로 I. I 누어 볼 수 있으나，

그 하나는 과거 운동권으로 알려져 왔던 부류쿄서 앞의 항에서 보인 원자력

에 대한 대중둡의 거부감의 끈원의 한국적 확성으1 CD. ®외· 관련된 정치적

요인에 따라 동기화 된 접단인 바， 아틀은 싼자펴을 훤 ;<1 펴 자체로 보지 않

고 체제문제와 결부시켜 봄으로써 이셰까지 원자력게에 대해 가정· 적의를 나

타내 왔던 비타협 그룹이다. 이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관섬에 비하면 원자

력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부차적여며 도구적이다. 이똘끈 그 가장 강렬한 투

쟁성과 전술의 세련성에도 불구하고 그흘야 기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띤주화와 자주화가 착실하게 진전될 경우 오히려

그 존재 기반을 스스로 상설하게 되거나 궁국적 R로찬 세도정치권 내로 편입

될 가능성올 내포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이틀펴부터의 도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치성올 배제한 전문 운동가둘로서， 시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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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이에 속한다. 환경푼제에’ 대한 순수한 시민적 정연에 의해 동기화되

어 원자력올 포합한 모든 환경오염 요인뜰에 적극적인 관선을 가지고 개입하

는 이들윤 원자력을 원자력 그 자체로 보고 있다는F 점에서 앞서의 부류와 구

별되지만， 이들의 원자력에 대한 언식은 끈본적인 오-해애서 출발하고 었다.

이들 첫째 부류는 그뜰의 취약점인 대중성올 보강하가 위해 선전 활동을 정

력적으로 훨치거나 각종 이벤트콸 끊임없이 연춤혼}으5'_써 대증올 풍완코자

한다.

둘째의 부류， 즉 비조직화 된 일반 대중뜰은 원지력이 국민 속에 뿌리내

리기 위한 가장 긴요한 토대야차 원자력 국민이해 중진 사업의 본평야다. 원

자력 문제를 표면적으로 표방하지 않은 채 원자력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율

가지고 대중들의 일상 가운데 혼재해 있는 생활집단언 이활은 ‘침북하는 다

수(silent majority)’로서 국가 정책에 대한 가장 준엄한 감사자이자 최종척인

섬판자가 된다는 챔에서 이들의 지향성은 가장 유의 01 하다. 여기에눈 학생，

교사， 여성， 종교언， 언콤인， 공무원， 노동조합원， 각종 시민단체 등 사회 안의

모뜬 전문 • 비전문 여환집단이 포함된다. 이플이 원자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올 취득하는 방식은 위의 한국적 특수성 설명 중의 (4)，(5)와 관련이 있

으며， 그것은 합리적， 파학적이기 보다늪 情意的， 땀網的이나.

세번째 부류， 측 왼전시셜 지역주민은 주로 파거 오랜 세월. 정통성이 취

약한 정치권력에 의해 그들의 풍처의 방편으로 조장되어 온 지역감정파 최근

의 갑작스러운 개방화 추세에 편숭한 지역이가주의 풍~애 의해 추동되는 경

제적 이해관계 동 복합적 요인틀에 의해 통기화 된다. 샤역척 피해의식은 이

미 단시일 내에는 치유가 어려운 망국병으로 섣화되어 았어， 꼬든 챔책을 지

역 편충 여부의 잣대로 평가하논 지경에 이르렀다. 당초: 꽉정 지역 간의 대

립관계에서 비롯된 이와같은 풍조늪 전염병과 같이 전깎적으로 확산되고 얼

반화됩으로써， 지역이기주의라는 보다 적각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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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고질적 증후콜 뇨:정하고 있다 NIMBY(NoL In My Back-Yard) 라는

造語로 단적으로 표현되깐 이러힌 병폐는 소위 ‘혐.9_ )，1 젤’ 의 입지 접정에 있

어 전체 공동체를 위한 펼요성 여.부첼 떠나 자기 지역에 쉰-어서는 것울 일단

반대하는 태도로 나타나며， 어떤 경우 이룹 담감로 최내후!의 경제척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려힌· 딴사회직 병리현상의 끈윈유 :성쳐 • 경제적 요인파

함께 공동체적 가치와 규뱀의 와해라는 시-회샘리학적 요언이 내재꾀어 있다.

지역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이와 함께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지

역주민의 행동화 단계에는 앞서 언급한 운동의 외적 자원으로서의 조직화

된 전문 운동가 그룹이 개업됨으로써 주띤분똥의 양상t:1 복잡하개 발전된다

는 점이다.

조칙화 수준에서 적꽉 • 소극적으로 반웬자력 성향을 뜨러내고 있는 첫째，

셋째의 부류와 관련된 단체들을 망라해 원 꽤， 현재 우꾀나라에서는 약 200

여개의 빈간 환경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i 이를 性格別， 랬度

別로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반핵 • 환경단체 현황

서민환경
급진적

적극적
투쟁단체

반핵단체

4 45

지역단체

적작적 | 소극적

딘-체 | 단제

15 I 30
체

-
‘
적단
i
6

체
-
극
경
-
m

단
초

환
-

(3) 문제점과 향후의 국민이해도 증진 선략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늪 오놓의 세계사적 상황은 혼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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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와중에서 새로운 질서를 향혜 용토르림하고.‘ 있다 01 제 와서는 오히려

새삼스러운 감 마저 있으나 국제적으로한 냉전 "1 테볼보기가 지배하던 동서

양극체체가 청산된 후 다원적 가치에 입각한 젤써재편 <:11 부산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며， 국내적으로는 오.랫풍안 본갖 혼란과 펼·선， l칸목의 요인으

로 작용하면서 국민통합의 장애가 되어왔던 권위주의직 군사정권이 퇴장한

후 들어선 문민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펼·목할 만한 개혁작엽은 국민 모

두에게 모처럽 회망과 화혜의 기반을 마련하끄 있다. 든lf내외적으로 상호 호

용해서 전개되고 있는 이와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관점피 사고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경쟁은 있을지언정 투쟁은 종식되‘껴야 하며， 갈퉁은 있

을 지언정 끝없는 길항은 더이싱· 사라져야 할 섯이 1斗. 즉 새시대의 윤리는

우리에게 이제 대립과 반목을 그치고 협상플 통한 꽁황선의 추구를 지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증유의 역사직 전 71 에 엠헤서 :::L 도전의 의미

를 십분 자각하고 이에 적젤히 웅전함으로서 fJl 레에 대 III 하는 거시직이며 장

기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하논 몽매성올 탈피하지 못할 때 우리는‘ 또다시 지

구촌의 낙오자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명섞할 때다.

혼히 원자력 홍보활동으로만 말려진 원자혁애 때한 국·민이해 중진 과업

도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라는 큰 틀에 갤맞게 차원올 깨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날 행정력의 보호막 속에서 열 P~깐 순탄하게 착수 • 추진되이

오던 우리의 원자력 산업이 자생적 적용력을 갖추기도 전에 일순 범람한 개

방화의 조류에 빌려 그 맨몹이 노출되지 않흙 수 없었 .il ， 그러한 상태에서

누적되었던 국민의 불만과 비난， 음해와 의혹의 화살을쓸 한꺼번에 받는 한

편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초01 의 사엄플올 멈출 수 없었기에 완자력

홍보활동은 가히 전투와 같은 양상을 띠면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즉 ‘원

자력계’라는 ‘주체’와 ‘대중’이라는 ·객채’첼 양분하고 객체를 주체의 공략

·대상’으로 삼아 전쟁올 치루어 왔던 듯하며， 원자 i격겨l 헤 때환 반핵훈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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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인식도 또한 마찬가지였따. 양측은 대화의 제년을 추l 잭히 폐쇄한 채 서

로를 사갈시하면서 승자와 패자륜 기-르려갚 써·운-을 벨여 전- 것이다

최근 미국의 Cumbus tJon Engineerin생시와 데표적인 퍼-셰 환경운동 단체

인 Greenpeace는 처음으로 원자펴산업의 당우|성음 주시|또 한 대회콜 갖고

서로의 주장을 개진한 끝에， 비록 서로휠 설득시키깐더l 늪 이갚지 못했다 하

더라도 이와같은 대화가 유익했음과 지속적인 대화의 픽요성에 서로의 인식

을 같아했다고 한다-0993년 10월 26일 국제원자력기구 렛 한국 과학기숨처

공동주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 국제세 n1 냐’에서 c- E International의

Mr. C. W. Bagna]이 공가D. 또한 일본원자력산엽회의91- 열본의 반핵단체인

시 민원자력정보센터 (CNIC， Citizens' Nude따 In fonnatinn Center)도 지난 9

월 25일 오오사카에서 찬 • 반핵 양측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초의 혐력사례인

플루토늄 사용에 관한 공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정죄|‘꽁깨와 대화 지속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첨예한 문채룹 전지한 분위기 속에

서 토론할 수 있었던데 패해 양측이 ..9_뚜 만족올 표시했다고 전한다(ENS

NucNet 1993. 9. 30).

국제적인 탈이데올로기 및 포.스뜨 미·프드1시핀의 ;죠덤‘는 문민화 된 국내

의 정치상황과 맞아 떨어져 과거 극한적인 벼따협E:선꽉 퓨과옥조로 견지하

고 있던 소위 민민세력(빈중 • 민주세력)이 투쟁의 i정분플 잃고 세력이 약화

되고 있으며， 그 자라콸 자유민주주의의 7J 본 71 치흘 수용하깐 시면운동 단

체들이 대신하고 었다. 그러한 가푼데 과거의 반체제적 답진주의자틀도 상황

인식을 새로이 함으로써 접단적 • 개인적 차원에서 채채내로 편입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의 정·에서도 분명히 1= 러나고 았으니， 야

당의 변모가 야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건전한 1:1 1 편·파 정책 대안의 제시，

성실한 의정활동， 국익 차원의 문제에 관한 초당적 협 죠 둥은 괴거 반대를

위한 반대와 푸쟁요로 점철되었던 야당사첼 펀이켜 볼 ull 퓨석지감을 느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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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사업의 방향을 재

푼세와 관련해서 빨 I때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빈주

대표적 야당， 선명성을 표l향한 야당뜰의 원자력에 대한 관

심이 오히려 적극성올 띠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E，L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아

다. 이러한 내외의 새로운 현상들븐 원자력 E광띤이해

에 충분하다. 원자력

당 및 선정당 둥

정립하는데 있어 주목환 만한 사사점을 던져주고 있디.

문제가 국민들원;<}력

특·수성뜰과 내외의 시대적

선략관국민이해 증진

현

도출될 수 있다. 특히 홍랜.5'1 꽉성온 본절적으로

원자랙있어서

설의

우리나라에

의 의식 속에 역사적으포 차리잡게 된 한국적

변화를 교직함으로써

첫째，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유효하게 조작하는 기술올 요구하며， 둘

변

변화에71 초하여 사회현실의

그렇게

모되어 가고 있듯이 원자력 홍보는 이제 숭부블 건 전푸 7t 아닌 하나의 과학

문화운동의 차원으로 숭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족 이세 혹백논리， 전부

째， 따라서 홍보업무는 가장 챔예한 현실의식에

민감하게 적용해 가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위와 같윤 총채적인 변혁의 현실

가운데 처하고 있는 원자력계는 보다 일선된 현섣인식올 바탕으로 원자력 사

업의 홍보에 임해야 합이 당연한 요구이다. 시민운동， 환경운동이

가 아니면 전무(all Of nothing) 식의 버타협 적 게임 논 i내룹 탈피하여 타협파

경쟁을 통한 공동선과 차선책의 추구라눈 새로운 시 ell 적 윤리의 의띠를 되새

기여하슨 동반자적 관계로 만l·t야 할 것이다. 이룰국가발전에 함께

기고 찬 • 반핵 양 진영판 서쿄의 댁을 허몰고 서로의 츄정과 선의를

으로써

인정함

위해 원자력계는 이제 “원자력은 盡-환짧美”하며 “원지력 넨·이 유일한 대안”

이라는 식의 주장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갑진적 반핵판자틀’ 조차도 이상

연구의

포용의 자세를

도전집단에 대한 전략을 개별적으로 검포해

한 괴물로만 볼 것이 아니랴， 솔선해서 상대측에 대해 lH국적

보엄으로써 참올성 있게 대화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 할 젓이다.

이러한 기본인식올 염두에 두고 앞서 분석된 우리나라의 3대 원자력사업

환이 훨요-차다. 다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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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홍보 실무률 위한 대책의 묘-색올 위힌 젓이 아l-l 기 때분에 여기서는

원자력 국민이해 중진의 구체적 ‘전숨(tacLJcs) ’ 이나 설천과제콤 입안하기 보

다는 보다 근본적인 ·전략(strategy)’의 7J 펀·방향올 세시하는데 국한하고자

한다.

먼저， 적극적 반핵운동가 집단 중의 첫째 부감， 즉 급전적 반핵집단에 있

어 원자력은 다만 체제투챔윷 위한 도구에 111-:뭔가 때문에. 만주화와 자주화

가 착실하게 진전될 경우 원지·펙에 대한 -;1.뚫의 도션은 A스쿄 해소훨 개연

성이 있다. 이들은 정치체제 자체륜 투쟁의 대싱·으걷 삼아 왔기 때문에 이뜰

에 대한 대책은 본젤적으로 원자력겨l 스스로.의 ]r.허 범위꽉 넘는 수준에 있

는 듯하다. 그 둘째 부류언 순수한 사민환경단체뜰익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오해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계토서는 이끌파 적극적인 대화의 통

로를 열고 이러한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원자력올 추진히고자 하는 의도가 환

경올 깨끗이 가꾸어 나가려는 그뜰·의 목적4 조화될 수 있음올 합~적， 과학 ‘

적으로 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주요한 여폰주도 집

단으로서의 이들이 갖추고 있는 도덕성괴· 순수성 비폭 l츠l 성， 열정 동의 덕성

이 대중들에게 발휘하판 막강한 위랙은 원자력에 대한 ·뚜민적 인식의 기저를

오도할 소지가 있다

둘째의 부류， 즉 조직화 되어 있지 않거나， 조직화 수준이 낮은 사회 안

의 각종 전운 • 버전문 여론집단에 있어 원지력에 패해 석극적 관섬을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개개인들이 꼬여 여성.집단’， 종·고!언.집단’， 학생.집

단’으로 범주화 될 때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띠한 과장 으로 은연중애 원자

력에 대한 거부의 성향을 띠게 되는지는 un우 홍미‘파운 일로서， 이에 판해서

는 별도의 보다 심층적인 사회학적 연구가 펼요할 듯하마. 아풍뜬 이틀의 인

식의 근원은 대체로 합리직， 과학적이가 보다는 情훨tY:J 해網的인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자력 국띤이해 증진음 위한 노력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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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의 친근한 모습율 이들의 설제의 생활 가훈디l 소개함 o 로써 그뜰의 경원

섬올 불식시키는데‘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자력 국민이해 중진 활

동이 보다 전면적이떠 근본적인 원자력문화운몽·쓰모 고양되어야 하눈 소이는

바로 여기에 았다. 원자력문화운동의 목표는 단순한 우1 /:~펙사엽의 장애 제거

라는 행정편의적 발상을 지양하여 국민의 총체적인 운회 수준을 풍요롭게 살

쩨움으로써- 세계쩍이며 보면적인 문화공동체에 찬여하고자 하는 원대한 이상

에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원자력분화운동 나아가 괴-화4관화운동의 전개에 있

어서논 운동가 스스로 사회적 대중의 일상적 상호작용 속으로 뛰어줍으로써

주체와 객채를 하나로 엮어내는 상호주관성(1I1tersuhjec1 ivity)올 획뜩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학고[jil 육， • 사회교·와을 포함한 국민 i~ 육， 언좀， 정치， 경제，

예술， 과학일반 둥 국민생활 전반올 망리-하한 제 분야가 」조화롭게 동원되어

<interdisciplinary) 어를 조직화 할 수 었한 닫화이륜기 의 양성이 요구되며，

따라서 이는 단순한 원자력 정책 과학정책 또쓴 산엄정책의 차원플 념어 문

화정책， 또는 대중운동의 파제로 다루어 져야 환 것이 1 -t . 이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으로부터 대중사회의 하부구조(sul>stnlctllre)까지에 미치는 심

층적 영역올 포괄하고 있는 만콤 이를 위해서한 보다 끈원적이며， 장기적이

며， 우회적인， ‘아례에서 위로(bottom-up) ’의 지향성을 가전 문화사회화적，

지식사회학적 전략의 개발이 훨요하다.

세번째 부류， 즉 완전시셜 지역주민의 경우， 우션 주변들과의 많온 대화

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올 풀어줄 수 있는E 통EE 렐 넓히야 한다. 원차력시셜

의 부지에는 상주요원흙 파견하여 주민룹과 첸 I밀하고또 지속적인 접촉을 유

지해야 한다. 또 주민대표와 지방보건 딩국， 환갖!단체 관이 참여하는 지역위

원회를 구성하여 그들강 하여금 원자력시현으l 운영상황블 직접 조사， 확인하

게 함으로써 신뢰성올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1 ~1 한 지역위원회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와 공동으로 원자려과 판련된 제반 분제를 확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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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크게 도움이 펼 것이다. 눠 Al 력을 둘려싼 지역

문제는 정치 • 경제적 요인과 함께 공똥체적 가λl 와 규-백의 와해라는 사회섬

리학적 요인이 개재되어 있는 만픔， 정치적 정댐성과 사회적 규뱀의 회복을

포괄하는 보다 근본직이 1껴 총체적 접끈에 의해 섞각헨t· I깐사회작 l챙리의 하나

인 지역이기주의를 치유하지 않으맨. 안된디

원자력 국민이헤 제고한 일시적으로 Ef: {-~ 단기찬에 이푸어 절 수 없다.

즉 구체적 사업의 추진에 엠해 임기웅변적으로 대처하래는 발상올 지양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굉·범위하껴 끈본적인 전략을 통해 국민이해의 하부구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철학이 편요할 것으쿄 생각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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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비확산의 국제환경조성 측면

가. 국가 원자력 정책 및 핵버확산 정책 획-립·공포

국가의 핵비확산에 대한 신뢰성올 확보하기 위하이 국가 차원에서 핵비

확산 이념올 존중하고 핵비확산체제의 춘수에 ~-력하며 원자력올 평화적 목

적으로만 이용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천명하여야 한다. 또

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증가 및 이에 따륜 원자력 사엽의 확대 불가피성

과 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이 펼수적임을 홍보하여야

한다. 아올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윷 위한 장기 기술개발 방향윷 제시하며

개발도상국파의 원자력 협력올 포함，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활동을 강화활 것

올 공포하여야 한다. 이는 국내 원자력 기숨개발 정책의 확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개발 정책노선의 불분명으로 인해 기쏠개발에 관한 구체적

얀 계획수립이 어렵고 또한 수립된 계획의 추진에도 결댐돌아 된다. 한편， 대

와적인 기술개발정책 천명으로 국제사회에서 원자력 기;，쓸개발에 대한 신뢰성

올 확보하여 가술채발에 대한 의구심을 제거하는 것이 !"E 힌 훨요하다.

‘ 나. 국제 핵비확산체제 대웅

(1) NPT 연장

1995년에는 NIT의 효력을 무기한 또늪 유기한 연:상할 것인지름 결정하

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NPT 연장문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선잔국들은 NPT

의 무기한 연장올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77그룹동 개벌포상국들은 NPT의

무기한 연장에 대해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노력， 핵불사용 보장，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 증진 둥올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NPT 연장에 대한 입장은 두가지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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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가 효과적으로 핵무기 확산 방지에 기여해 왔으며， 핵1J1 확산체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광범위해짐애 따라 우리기 동참하지 않을 수 없고I NPT가 유

기한 연장될 경우 핵비확산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 1 는 측면에서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둘째， NPT 자체의 불명풍성괴· 지나친 훤I ul 확산 규제를 개션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우기한 떤장혈- 슈 는 없다논 입장이다.

핵비확산체제의 유용성올 인정하지만 핵무기 보유국뜰의 진정한 핵무기 폐기

또는 감축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웅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올 유도하는 근

본적인 통기률 제거환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뜰의 확실한 약속올 받

아 내어 진정한 핵바확산을· 이루고 원자력의 평화칙 이용 증진도 꾀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입장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논 국셰 역회·관계 원자력 정책 동

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청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자력 수출통제

(가) 국제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가입

최근 우리나라눈 국제적으로 원지력수똘 부상학 7t로 평가 받고 있으

며， 미국 둥 선진국요로부터 다국간 수출통제제도에 기·땀하라한 권유를 받고

있다. 원자력 기술자립을 추진하고 있논 우리나파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함으로써 꽉제적 신뢰도가 중진되고， 향후 수출산업화를 위한 법

적 기반올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유려하다고 편단된 1斗 二 If 제 원자력 사회에서

아직 문제국가로 분류펴고 있는 상태에서 다국깐 수출몽채제도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국가라는 낙인올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가입에 따른 단점은 크게 두 부류보 나누 l꺼 볼 수 있다. 첫째，

행정수요의 증대를 플 수 있다. 이는 수뿔통제를 행하지 않-다가 행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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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는 행정적인 검토절차가 증대하게 되고 ::1.에 수딴되는 기술적 평가능

력올 배양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 시장에서 비가입싹가와 1J1 교하여 산엽경쟁

력율 잃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수출통제로 인한 산업경쟁력 영향분석에서

수출통제로 유발되는 비용이 미국의 경우 당해년도 수훨액의 약‘ 4-5%억l 달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의 원인으로 수출통제쿄 인한 판매 상실

파 통제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거래선의 변경 동을 들고 있다.

다국간 수출통제제도의 통채품목을 비교 분석하이 보면， 핵꽁급국그룹

의 경우 수출시 수입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시약， 기 할、 수출의 통제， 재이

전의 통제， 복제된 기숨이나 장비의 통제， 그리고 이중사용·품목의 통제동 쟁

거위원회보다 더 심한 통제를 하고 었다. 우리나과의 잔업이 급속도로 발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사용품목의 수춤통제는 국기·의 수출산업‘화 정책에

많은 영향올 미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 문제는 우따나라가 199，3떤부터 시행하고 있

는 COCOM의 수출통제로 인한 영향 평가 및 쟁꺼위원회니 런턴콜럽 가업에

대한 산업경쟁력 평가， 외교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

다.

(나)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제표 구축

우리나라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게 되면 국가 내부 수출통제

제도를 구축 운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냐라 원자력 수출통제의 근간올 이

루는 원자력법 106조의 수출입 절차 규정올 보면 “원자로 및 관련시‘설" 핵물

질，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발생장치의 수출입철차한 파학기술처 장관이

상팡부 장판파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끄 되어 있어， 수출통제를 위

한 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자력 수출통제를 효파직으쿄 관리하지 위하여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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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정 또는 보완 둥이 필요한데 이흙 위한- 방안으로 -’ l 폰-와 완자력법올 그

냥 두고 대외무역법령올 수정·보완하거나 원자력법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올 개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한가지 l챔 1섭 .r;> !，~ 19~ r~년 7월에 시행할

COCOM의 수출허가 젤차에 원자력 수출똥제 가l 념올 :H힘-사켜 똥합 관리하

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국제동향올 번·땅한 홍;써체제의 기숨적·제도

적 후속조치도 강구하여야 한다.

원자력 수출통처l재도를 구축하고지 하면 우선적으로 국가의 원자력

수출통제 정책야 설정되어야 하고， 원자력법이나 대외무역법령을 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원자력품목의 수출 또논 이중시-용품목의 수출이 해무기 제

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외관련 젠부부처 및 관련기관이 수출

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핵확산의 위험흘 직절히 평가하면서 수출을 촉

진시키는 한편 최소한으로 영향올 미치도꽉 고려하여 수출통제체제륜 구축하

여야 효과척얼 것이다. 이뜰 위하여 수출허가 철치·에 표함되야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 허가콸 위한 접수 및 평가 부서

- 수출 허가 최종결정 부서

- 수출 허가흘 위한 정부 협의체

- 수출 허가 평가기간

수출 허가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였윷 때 01 렐 해결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가칭 원자력수출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자력수출심의

회는 각 부처간의 아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의견 조정플 위한 전문가 차원

의 회의로서， 파기처가 주무부서가 되고 관련부서 및 그 가관의 부속 연구기

관 둥이 참여하여 수출 허가에 대한 가부릎 결정하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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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물질 안전조치 국가체제 구축

동 체제는 우리나라의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콰가 자제로셔도 필요

한 것임율 인식하여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선핸l되어야 하껴， 관련기술의 확

보 및 개발 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조치블 이행힘에 있어서 핵물질

의 형태 변화， 관련 공정기술 및 시설등에 대한 전분 Al 삭괴 국제동향의 신속

한 파악 및 능동적 대처 둥이 요구되프로 젠단 부서의 성 ~l 및 운영파 전담

요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전담요원의 양성 l상안은 lAE.!\와의 공동 주관하에

국내 핵물질 계량관리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한 방안피 선진국파의 협력올

통한 양성방안 둥이 었다. 또한 핵물질의 계량관리 빛 ;’l 록의 유지·보고·수행

체계를 전산화 체제로 전환하고 핵물질 중앙계량관리 보고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바랍직하다.

(3)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 및 보완

우리나라는 산업기반이 약하고 원자력 저개발국이었을 때에 핵수출국들

과 대부분의 원자력 협력협정올 체결하였다. 따과서， 우펴나라가 체결한 쌍무

협정은 열t본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협정파 벼교하먼 원자력의 I영화적이용율

위한 협력보다는 규제쪽에 치중되어 있으l셔 1패등·한 입깡에서가 아니라 국제

법이나 관례 동을 벗어나면서까지 수활국의 엽장!간이 끽}조된 불평둥 협정이

다. 우리나라는 현재 눈·부선 국가벌전으쿄 원자력 산양1 ! ~l 자립율도 높아졌고

가까운 미래에 원자력 수출국이 된디는 목표할 까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

표에 부용하기 위해서한 왼자력 저개발국 입장에서 체결원 협정의 불리한 조

항들이 캐정되어야 한다.

협정의 재정올 위해서 국가와 국제기구칸의 조약 몇 국가간의 협정 체

결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과 국내법올 충분히 주지하여야 하고 수

혜국으로서의 불평퉁한 입장이 아니라 주권이 촌중되고 상호 호혜의 원칙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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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협정이 개정꾀아야 한 것이나.

1975년 인도가 카나다보부터 공급받은 물젤올 이용허여 해실험에 성공

한 어후 핵공급들은 웬자력의 군사적 전용-방;<:1 활 위해 핵비확산 조약 준수

및 국제 원자력의기구 안전조치 적용을 깅쪼헤 _9.고 있냐 따라서 그똘윤 공

급한 품목의 변형이나 이전에 대하여 빈 1켠하게 사전서면동의릅 요구하고 있

고 전면적인 안전조치흘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기 뿐만 아니라 협정 위반

사항올 명백하게 명시하지도 않고 수혜국외 협정위반시 이전원 품목의 반환

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협정을 폐기， 종료시킬 수 있5~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급국의 요구사항은 수혜국의 평화적 핵활통에 커다싼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국가와 체결한 협꽉협정 중 7t장 문제가 되고 있

는 부분이 농축， 재처리， 재3국 이전 둥에 대해 상대콰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포팔적 사전동의로 개정하여야 힐-것야따.

우리나라는 야미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 적용융 위한 협정을 체결

하였고 원자력올 펑화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주지시

켜 평화적 핵활동에 장애가 되는 핵공급 당사극의 빈번한 사잔동의 요구 빛

이전된 품목에 대한 반환요구 둥이 완화되는 밤향으로 협정이 개정되어야 활

것이다. 이밖에， 협정 체결국간의 협력활몽에 대한 선뢰도 및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협정의 유효기깐을 무가한 또는 시성의 수명 71 간으포 하여 불분명

한 것을 명확한 시간으로 할 펼요가 았고 협정에 대한 괜제점이 발생할때 협

정이 시정될수 있도록 협정 개정 조항이 명시되도록 협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국제사회에서 지위 향상 및 지지기반 구축

전문가 파견， 기술훈련 둥과 같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자력 사업지원，

협력사업올 추진하고 국제 원자력기구의 기술지완 및 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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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개발도상국파의 원자력 기숨협력올 확대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국제훤자력기구가 학체적 왼차력 활통의 중심이 되고 있·원플 인식하여 동 기

구 총회， 이사회， 전문위‘웬회 둥에 적극 참가하여 우-려나과의 입장올 홍보，

강화토록 하며 동 기구 담당 인력의 종가， 똥- 기구내 직왼 진출의 확대，

Cost-free Expert 파견 확대 동에 의해 우리나리의 xl 위를 향상시키도록 하

여야‘한다.

1958년 유럽 국가들의 경제협력올 위해 발족한 경자l협력개발기구

(OECD)의 산하기구인 NEA에 1993년 5월 우리나라도 성식 가입함으로써 선

진국블의 원자력 이용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꽁팎 참여할 수 있는 계

기를 만련하였다.OECDINEA는 1현재 세계 선진국 2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

여하여 주로 회원국들 간의 선진 기술개발 및 혐럭을 워주로 운영되는 선진

국의 외교 무대로써 국제원자력기구와 타 웬자력 관련 ;ξ직과도 낀 1꿇찰이협조

체제훌 、구축하고 있어 끔번 가입올 통해 꽉채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올 높

일 수 있는 기회에 보다 접근 활 수 있다고 하겠다.

‘ ’ 、

(5) 원자력 외교 강화를 위한 국내 체제 강화

현재 국내의 원자력 산업개발을 위한 국내 원자랙 개발 체제는 원자력

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포 격상 윈자력산엽올 국가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

게 되었으며 원자력 관련 정부 부처 및 산엽채 연구소 풍의 국내 원자력 개

발체제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원자력 산엽과 더불이 진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원자력 개발체제와 병행되어 개발되어야 할 원자력 외교체

재는 정립되어 있지 않은 설정이다. 원차력 외교 체새는 핵심가술 확보， 핵원

료 공급 보장， 국내 원자력 개발에 대한 대외적인 세약요소 완화 또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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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력 사회에서의 국가지워 향상， 기반 규l춤 맺 강화 둥 국내 원자력

개발체제가 감당하가 어려운 문제뜰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원자력 개발체

제와 원자력 외교체세가 상호 보완적， 유기직으로 -i t 걷F꾀 I때 비로서 국가 원

자력 체제가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 외교를 수행하쓴 주뚜부서뭘-의 기능흘 보떤 외교흘

주로 추진하는 외무부한 원자력 개발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과학

기술처의 경우 전담부서가 모호하며 외교에 대한 인식 ell 상대적으로 부족하

다. 또한 원자력외교 관련 직원 역시 그 수가 적고 대개 풍 업무 이외의 다

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 과중으쿄 언하여 원자력 외교에 전념

할 수 없게 되어 었다. IAEA, NPT 둥과 판련원 쭉제폐의에 참여하는 대표

단이 자주 바뀌고 있요며 각 기관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어 전문적이고 지

속적인 지식과 경혐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i과 우러나파는 원자

력 외교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전문인력 미비로 효율적인 활동을 못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논 첫째 정부 펀l 련부처깐의 역할 분담이

정립되어야 한다. 즉1 꾀학기술처논 핵버획-산 관련 각종 국제적 의우사항(안

전조치， 핵물질방호， 핵수춤통제 동)의 이행과 원자펴 협력사엽(개발 도상국，

핵선진국， 국제 원자력기구 동)올 추진하여야 하며， 외듀’-부는 대외홍보， 협력

협정 개정둥과 같은 대외 원자략 교섭 빛 첸반적인 총판올 담당하여야 하고，

상공자원부는 원전 구매 및 핵연료 확보와 관련펜 정책흘 수렵하여 추진하여

야 하며， 안전가획부는 핵확산 정보룰 수집하고 평가하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기관 내에서의 원자력 외교 판련부서렐 깐화하여야 한다. 이중

우선 시급한 것요로는 외무부 내에 원자력 담당- 부서를 설치하논 것과 오스

‘트리아 대사관의 국제원자력기구 담당 얀원올 증원하는 엘이며 아쏠려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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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연구소 내에서도 국제원자력거구 담당 언￥1을 증원하여야 한다.

셋째， 원자력 외교 관련 협의체촬 설치하여야 한다 흑， 정부， 학계， 연구

소， 산업체에 있는 전문-가들로 원자릭 대외혐력 및 외고!정책 전반에 걸쳐 협

의， 자문할 수 있는 협의체률 구성함으로써 대외 여컨 변화에 대해 보다 현

실적이고 능동적으로 돼쳐할 수 있도록 돼야 할 것이다

4. 기술협력 측면

가. 국제원자력관련기구둥을 통한 기술협력 방안

IAEA에서 우리나라애 지원한 원자력기술은 때부휠L 인력개발 및

기술적 Know-how 의 이전이었고 우리나라가 ‘88년부터 ‘92년까지

파EA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총 약 170만$， 분담끔흙 비l 년 10만$부

t ’

터 20만$ 정도였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쉰 원지력관련기구로부터

수원을 받는 수왼국에 머무르고 있논 상태이다. 국제시·회논 이데올보

기의 대결에서 경제적 대결， 기숨의 대결화로 전환되어 가고 있어 에

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논 필연적으로 원자력발전파 이의 확대가

절대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원자력기술의 자립올 하여야 하논데

원자력기술의 해심기술뜰문 민감기술로서 웬지럭선진국 빛 기타 여러

국가들이 많은 제약올 가하고 있어 이러한 제약올 탈피하기 위하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확고한 국가의지의 표명， 국벤의 신뢰 및 합의， 국

제적인 신뢰확보둥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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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AEA에 대하여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선진이사국 진출， 직

원진출의 확대， 사무총장에 피선 둥을 통하여 원자력 외교에 활력소가 되어야

하겠S며 이 기구에서 계획되고 실시하고 있는 각종 pr찌ec’에 적극참여하여

원자력기술자립에 이바지 하여야 할것이다.

현재 KAERI에서 참여하고 있는 LAEA 공동연구프포::1-랩은 3개 과채

(216 .455$)로서 매년 lAEA에서 1 ，000여개(‘92년 1 ，094 건， 47.420 전$)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적은 것이라 하겠으며 ‘80년 I헤 중반까지는 원

자력기술이 후진국 수준에 있었고 더우기 경제적여건으보도 어려운 때 이었

기에 원자력에 대한 기술의 습득은 주로 IAEA 지원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

었으나 ‘80년대 중반부터 영광 3，4호기 공동설계를 통한 원지력기술자립파 국

가경제력의 발전에 따라 원자력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국제회의 및 원자력선

진국의 연구기관 또는 판련회사와의 직접교류가 활발하에 점에 따라 IAEA에

의한 수원은 점차 감소현상(‘88년 ;385천$， ‘ 92년 :316천불)윤 나타내고 있다.

그러냐 원자력선진국의 기술보호 장벽븐 쉽게 허딸 수 없으뜨포 IAEA릅 통

한 기술정보입수 빛 국제원자력 폼향파악을 더욱 강화， IAEA률 원자력협력외

교의 장으로 최대한 할용， IAEA에서 실시하고 있한 각종기술협력과 공동연구

동에 적극 참여，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라고 UN에서 펄치는 각종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외무부내에 전문

가 파견기구(National Recruit Service:NRS)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기구에

서는 UN의 정회원국으로서 UN에서 실서하고 있는 사업 및 연구활동에 활발

히 참여， 한국의 국제적위상을 높이고 고굽인력들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올 터주기 위해 미리 츄능한 인력을 UN와 NRS에 뜸록하는 역할 둥

을 하게 된다. 이 NRS에서 매년 펼요로 하는 인웬은 각종전문가 약 1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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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산은 9천만 달라로서 기간은 2월부터 12개월 u1 만 활용되며 해당분야는

하이테쿄퉁 첨단산업 및 지역개발 퉁이다. 웬자력기술관련 인력도 외푸부에

셜치되는 NRS어1 퉁록하여 UN에서 전문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하여 펼요시

고급인력을 국제무대에서 활동활 기회의 폭을 넓혀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

의 위상올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국제협력방안의 하나라 하겠다.

RCA를 통한 기술협력은 아시아지역의 국가될이 대부분 개도국언 첨올 고

려하여 그간 우리나라가 축적한 원자력기술과 경험을 바탕 (I 보 보다 적퓨적

이고 장기적인 협력파 지원이 펼요하다. 이들 국가와 협력가~듯한 분야눈 현재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력기술의 아용-에 대한 기술협렘에서 웬자력안전성， 원

전의 운전 보수， 핵연료주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펴， 처분을 포함 시킬수← 있

고， 이미 건설된 각종 원자력시설 및 건셜될 시셜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 운

영비도 공동부담하며 그 결파도 공유하한 것이 상호 유익할 것이다. 언력교류

관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올 지속 하면서 상대국‘에서 펼요로하한 협력분

야7t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분야를 협력할 수 있는지 퉁올 파악한후 앞으로

공동연구참여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RCA, UNDP협력은

원자력기술의 산업적이용을 목적으로하고 있기때문에 t 산엽계에서도 적극참여

가 요망되고 원자력기술올 산업적인 면에서 활용하기 위하QI 의료제품 채조，

제철， 제지， 비파괴검사 및 환경분야 둥 관련산업분야에서도 참여 활 수 있도

록 국가적인 대책파 지원이 필요하다.

GEeD의 NEA와 협력은 1993년 5월에 우려나라가 OEeD에 가입， 정석회원

국가로 되었고 이 기구의 회원국툴은 대부분 원자려선진국으로서 회원국틀이

보유하고’; 있는 원전셜비용량은 전세계의 약 85%를 차지하고:있고 이 기구는

소규모이면서도 다양한 집단으로 파EA둥 국제기관과의 협력쏠· 통하여 원자

력개발 분야중 안전성에 대한 연구개발빼서 ·선도적 역할올 하고 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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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 가입한 우리나라꼬 이 기구의 각종위원회와 참여외 이 기구에서 실

시하고 있는 분야충 원자력외 안전성 방사성폐기할관리 및 방사선방호와 관

련된 공동프로젝트에 점진적으보 참여하여야 하고 특히 OF:CD/OLIS(Online

Information Service)에 가입(‘93.5)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많은 정보활 수

집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가간의 기술협력방안

우리나라와 원자력판계 협정(협약)올 체결한 나과단 ，，]국‘ 프랑스 풍올 포

함한 10개국이며 그 내용도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띠l 년 각국과 원자력-공동상

셜(조정)위원회에 각종의제를 상정하여 협의를 통하여 원지팩기술협력올 하

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원자력기술협력은 웬자력애 대한 획도[한 국가장71 정

책파 일관성 결여로 원자력외교에 대하여 부실한 면이 있었고 기술협력딸야

에 있어서도 다양화하였으나 그 내실은 부족한 편이었으며 재원 및 요원의

부족둥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원자력선전국과의 기술협정도 불리한 입

장에서 체결되어 왔다.

다른 면으로는 국제적으로 민감기술인 원자력기슛자립은 꽉히 분쟁을 야기

시킬 위험이 예상되는 북한파 대치하여 었는 우떠나라한 웬자력선진국으로

부터 원자력기술이전이 어느나라 보다도 야렵고 국제석 감시가 석하였으며

민감기술이전을 받올 수 없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그깐 싼자력기술자렵올

위해 많은 노력으로 개발도상국 중에서 원자력개받올 성공객으로 수행한 냐

라로서 원자력개발의 경험과 기슛올 다룬 개도국에 전수하고 있다.

그려나 원자력기술올 자립하기 위하여는， 원자력선진국이 되기 위히·이는，

원자력기술의 수출국이 되기위하여는 뼈무기훌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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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훤자력의 선진국이 된 원본이 우리나라가 원자희기슛올 자‘립하한 더} 많

은 참고가 될것임으로 일본의 원자려기술의 국셰협력을 살펴보변 염원은

1955.12 초당파적으로 원자력기본볍， 원자려위원회볍둥을 셰깎하고， 원차펴 평

화적이용 3원칙올 재천명한후 원자력의 명화적어생-에 진력파·면서 띠국의 핵

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미국은 그간 일본이 원자력올 평화적으로만 이용하도록 많은 규제와 lAEA

를 통한 사찰올 하여왔으나 멸본은 서방 완자력선진국 특히 영국， 독일， 프량

스 둥과 연대하여 원자력기숨은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나라jE서는 에너지안

보상 필수불가결하며 핵비확산 노력에도 배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미국에

대하여 셜득시켜 1988년에는 미.일간 원자력협정올 개정하여 미국으로부터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하고 농축 렛 재처리사설을 하게 되어

지금은 왼자력선진국으로 되었다.

우리나라도 그칸 순수하게 원자력올 명화적이용에 힘써 였고 부존 에너지

자원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룹 감소시킬 수 있

는 방안 중 하냐는 원자력기술의 자립이과 할 수 있다. 우리도 일본과 깜이

국가의 확고한 의지와 원자력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벨판석 있는 정책으로

꾸준히 인내를 갖고 원자력에 대한 원자력선진국파 기술협력 및 외교를 펴고

「특히 미국파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계최하고 있늠 한.

미 원자력 및 가타 에너지 공동상셜위원회를 통하여 원자펙판련 쌍무협i정개

정문제도 원자력기술개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제화하여 개선하고 원자력거

술협력올 도모하며 원자력기술자럽에 끈간올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와 좁시

에 한.카 원자력조정위원회，환.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풍킥국1!}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원자력관련 회의룹 통하여 구체적어고 현설섞었는 의제룰 상

정하여 점진적으로 쌍부협정풍도 개션하여야 활것이녀 이와 함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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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선언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ill- 남북한어 공동

으로 선언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스스로 국가경제

력파 복지생활과 벌접한 관계가 있는 윈지랙기슛지 립의 열부룹 포기한 이 선

언들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국제적인 신뢰 및 대북한 i't 의 판계 등올 고

려하여 농축 및 재처리시설에 대하여 연관과 같이 국셰기구파 사활의무릅 충

실히 이행하면서 원자력을 오직 평화적 꽉적으쿄만 이용하고 있고， 앞으쿄도

펑화적으로 만 야용할 것이라한 믿음을 쌓아가한 한떤 우려의 경제능렘과

수요에 알맞는 원자력기술개발 전략을 세워야 히겠다.

또한 동남아지역국가들은 석유에 대한 비용과 꽁해를 줍이고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으중 중국 대만 파키스탄， 베트낚， 깨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빛 인도는 2000년에는 ‘93년 17기에서 30기의 웬전율 건셜할 전

망이다. 앞으로 이틀 국가와도 국가간 협정 및 펼요시 원자력관련 공동위원회

를 개최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술협력분야， 대상국 둥에 대한 검토를 사

전에 준비하여 두는 것이 펼요하다.

그리고 현재 체결되어 있는 국가간의 원자력혐정은 혐랙의 조건들이 보통

13개로 구분하여 체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평화척인 목적애 이용， 핵폭발이

용금지， 제 3국에 여전 규제， 재처리의 규제， 형상 111·용-의 if 개， 20%이상 -농축

의 규제， 플루트늄 및 고농축 우라늄의 저장 규제， 규제때상 기숨， 보장조치의

적용， 핵물질방호조치 (P.P) ， 반환청구권 및 협정종 j1후 EE늠 협정뼈기후 규제

권 유효기간으로 구분하여 사전동의， 개별동의보 엄격히 규제플 하고 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간의 원지력협정과 원자력관렌상설(조정)위원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내용올 검토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확고한 원지력정책수립과 함

께 외국과 중장기적으로 원자력기술협력의 방향올 ~'T지적인 차원애 대책올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지원과 관련연구소 및 기업체에서의 구체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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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책， 즉 기술협력을 필요로하는 t범위， 대상국가， 언력 l 및 새원을 고려한 우

선 순위 둥을 결정하여야 할잣이다.

이러한 국가간의 협정과 위원회의 문영을 종합적으로 펀 ~I. 조정하기 위하

여 현재 과학기술처 원자력협력파가 있으나 국제 71 관， 퓨가간의 협청 및 협

력，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원자력기숲협력들올 분류하여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담당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국가의 제도적인 상치부터 개션되

어야 할것여다.

다. KAERI의 원자력 기술협력 방안

j'KAERI와의 원자력관련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 기간이 민료되지 아니하고

유효한 약정은 20개로서 야틀 대부분 약정은 국가간의 원자략협정 또는 경

제， 과학기술협정파 매년 킥국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원자력관련공똥

(상셜)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후 합의된 내용에 따라 약정으로 체결하거나 상

업계약을 하고 있다. 그중 미국의 원자력관련기핀과의 기술협력은 ‘국가적인

정책올 감안하여 향상 많온 제약이 따랐으며 앞으로도 1 며국꾀 기본입장의 변

화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미국에서 수용하기 쉬운 윈자벽기숨a(원자력

안전성， 원자력기반기술 동)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쿄한 원자댁기술자

립에 필요부분은 상업적차원에서 단계적인 외교 노력피 접끈으로 기술이전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카나다와는 중수로 핵연.파기술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를

표본으로 핵중기공급계통 동 원자로의 핵심기숲분야 빛 안건성 확보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고 독일의 KfK(깔쓰루헤 완자력연구소)와단 현재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원자력시셜주변와 핵종에 관한 방사:생대학적 면:규”만이 계속의제

로 남아 있고 양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이 없으며 이는 KfK에서 기술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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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엽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선호하고 았으므로 KAERl도 꽉섯을 충분히 겸토

하여 협력분야를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는 아직 원자로률 이·용한 전려생산을 하고 있 χ1 0 1-니하고 있으나 원자

력올 산업에의 이용， 의학에의 이용쓸 하고 있고 이들 분야。11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ANST。와는 연구로와 판련된 기술 빙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통

을 포함한 상호 공동 관섬사향을 개발하여 협랙방안윷 마련하고， 러시아와는

러시아의 GPIt KIAE 및 IPPE와 KAERI는 ‘91 .11 윈자력가슛분야에 관한 약

정을 체결하고 고속증식로 개발， 핵사고 제염 및 방사성 폐 지꼴판리，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빛 이용， 레이저 웅용기술 이온-주입기의 기술 및 장치의 개발

과 상용화 둥 협력사업올 하고 있으나 초기단계로 선문가 고l환율 주로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간 조사된 자료를 충분허 검표E하여 요원훈 i넨 풍 완자력판련

연구기관 풍파 구체적인 약정이 있어야 하겠다. 중국윤 정부기관인 춤콰핵공

업총공사(CNNC)가 원자력개딴엠 관련된 싸엽부뿐을 총판하‘균 산하애 가엽체

와 연구소를 갖고 있으며 현재 KAERI와는 해동력운행인구소(HINPO) 및 종

국핵동력원(NPIC)과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우선 전문가 생-호. 방문을 통하여

원자력 기초기술에 대한 중국의 우세분야를 파익- 분석한후- 외꼬적인 측면도

고려 하면서 실효적인 협력을 하여야 할것이다.

원전의 안전성확보와 통시에 경제성확보를 위해 국가간악 원자력기숨협력

및 공동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대규모의 기숨개발버뜰 서로 분담하논 국가간

협력체제가 펼요하므로 KAERI가 외국의 기관 또는 국제혐력기구와의 공동연

구는 반드시 필요하고 활성화 하여야 할 것아다. 이를 활성회 하기 위하여는

재원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I셔 연구개발의 젤적향상과 개발위험

의 최소화를 위한 기술획득의 전략이 펼요하다. 측 도입가놓선진 71 술， 전수

빛 이전기펴기술， 국제공통관쇄기술 동으로 세분하파 I o\EA t RC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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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NEA 풍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협력 및 팡동연구풍뀔 정확하게 파악

하고 선진국 연구소의 주요 연구시설 연구분야， 연구과제 떤구인력 및 주요

인사 둥에 대한 Data Base룹 구축하여야 할 것이냐. 이 Ll 한 Data f3ase논 원

자력관련 각거관에서 정기 또는 수사로 발행하고 있찬 잡지 둥을 수집， 분석

한 자료와， 우리 연구소에서 직원이 출장 방문시 면구소- 둥-에 대한 정보수집

임무(일정양식에 따라 작성)를 부여하고 이를 인정한 부서에서 국제원자력관

련기구의 자료와 합께 종합판려하여 기술혐략의 자료로 훤취·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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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캔의사한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60'년대의 도입단계와 뻐년대의 설용화단계

를 기반으로 기술자립의 완성 단계에 틀어서고 있다. 정부눈 원자력기술자립

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산업체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버한 기술자력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다릎나라의 기술자립 현황 몇 천략올 웬자력 선진국파 후발

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원자력 후발국중 새처꾀시설을 보유하고 있논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아르헨터나의 기술자랩 전략을 분석해 보면 각국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고유의 기술자립 전략을 추진해 운 것올 얄수 있다.

각국의 기술자립전략을 살펴보면 인도는 국세조약의 맹점을 활용하여 안전

조치를 최소화하는 천략올 추진해 왔으며， 국제직 위상꽉 인식하여 적극적인

외교적 대웅전략올 수립하였다. 이러한 첸략은 국가 지도지의 핵개발 의지에

서 주도되어 왔으며 핵개발을 위하여 인모출신 해외과학자를 적극 유치하였

다. 파키스탄은 안전조치 비적용·시셜을 최대한 휠용하는 지속적인 정책을 견

지하여 왔다. 특히 웬전계약시 요원 양성윤 최대한 반염하고 있으며， 산업체

률 통한 핵심기술부품 구입올 시도하고 있논 성황이디. 브라질은 국체적인

핵비확산 정책 추세를 고려하여 안전조치 적용-사엽과 비적용사업올 구분하여

기술자렵 전략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아갚헨티냐는 국내 우라늄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기반으로 원전 공답자의 다원화i를 모색하여 왔다. 이

를 위하여 원전건설도 분활발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원자

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PA전략도 수렵하고 있는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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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의 국내외 환경분석올 살펴 꾀면 전력부웬의 주요환경 영향은 석

탄에너지원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석탄에너지원은 수질오

염 뿐만，아니라 대가블 오염시키는 SOx 및 NOx 배출로 인한 공기오염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C02의 배춤로 인한 기후변화에도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협약”이 ‘94년 3

월 21일자로 발효됩으로써 환경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원자력은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어

선진국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정차 바뀌어 가고 있다. 원자랙에 있어

핵종에 의한 토양 및 해양오염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기숨올 개발하면 원자력

이 환경측면에서 우수한 에너지완으로 평가 될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환

경문체를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원의 기숨개발올 추진하jl 었으나 소Ul 전력의

중가울에 비추어 발전량이 °1 미하여 실용성에눈 의웬-한 갖게 된다. 이러한

판점에서 훨자력의 역할이 보다 강화훨 것으로 예상되 1 에， 우리는 이러한 기

회를 잘 활용하여 국가 원자력 기술자립을 통해 국가에너지익 안정적 확보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 핵비확산 환경측면에서 살펴보면 국제적인 핵확산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예로서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핵보유국의 중가， 핵물질 또

는 기술유출 가놓성 증대， 북한 빛 이라크의 핵우기 개발사도， 북한의 NPT

탈퇴선언 및 탈퇴유보선언에 따른 핵비확산체제 약화 까능성올 틀 수 있다.

이러한 핵확산 위협에 따라 왼자력 선진국뜰윤 국제적인 핵 H] 확산 체제룰 강

화하려는 동향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원자력공·급국 그룹(NSG)을 중섬으로

하는 훤자력 수출통체체제 강화아다. 아 체제의 특정분 이종사용품목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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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제룹 하며 원자력 관련 수출시 전면안첸조치를 죠건으로 한다는 것이

다. 또한 lAEA 안전조치 강화률 위 하여 전면보 고체 ~1I (Universial Reporting

System)를 구축중에 있으며 셜계정보의 조기제꽁을 요구하고 있다

NPT연장회의는 1995년에 개최되한데 핵무 71 보유꽉 ill 일부- 비동맹국 국

가간의 의견대립이 예상펀다. 핵보유국은 무기한 연상쓸 주장힐 것이띠， 비동

맹국가는 유기한 연장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요 환안은 전면 핵

실험금지 (Comprehensive Test Ban) 체결문제， 소꽉·~I 안전보장 (Negative

SecUJi~ Assurance) 문제， 비핵지대 (Nuclear Weapons Free Zone) 셜차문제，

핵군축 (Nuclear Disarmament) 문제가 았다

원자력 기술 국제협력 현황 측변에서 살펴보띤， 우러나·라는 국제적으로 민

감한 이들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웅책을 tIt 랜함으로서 향후 원자력기술자렵

나아가서 원자력산업의 수출화에 작용하게 훨 검림똘흘r을 제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꽉제 ￥!자력 판련기구와의 주요협정왈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57년 8월 8일 국제 원자력기구UAEA)에 가입한 이래 1993 년 5월 24

일 경제개발 협력기구/완자력기구 (NEA)풍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연구소는

카나다 AECL올 비롯하여 원자력 선진국 8개국의 외꽉;’1 관과 협정올 체결하

고 있다. 국가간 원자력 공동위원회 현황은 77년 이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에너지 연구개발 품에 판한 기술적/경제적 협력추진 목적 아래 설립된 한

마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통상설회 동이 있다.‘ 국가깐 협정체결은 며국을

바롯한 션진 8개국간의 협정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 협정틀의 내용은 대부분

이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파 원자력의 평화석 이용에 관한 협정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우리니라는 2때0년대초 원자력 기

- 180 -



술 선진국 수준 진입이라는 목표아래 정부와 산앙l 체의 넥할 분담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율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올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원지력 :71 슛지립의 달성을 위해

추진해 나아가야 활 분제들은 디·폼파 같다. 최균 튜I.각되는 지구차원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웅방안으로 첫째， 청정에너지원(원자펙， 깐·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 및 개발율 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첼약 및 효-윷개션을 통하여 산업구

조룰 환경적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자력기술협력 촉변에 있어서는 해외사무소 개설을 훈한 정보 수집 및 분

석올 강화하여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동향올 파악함으모써 국체 협력올 강화

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강화룰 통한 국제협력 요원

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하겠다. 또한 핵비확산의 규제환경에 대한 대웅전략으

로써 첫째， 국가원자력 정책 및 핵비확산 정책올 확댐 및 공포해야 한다. 툴

째，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웅을 취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NPT 연장문제， 국제 원자력수출통찌체제 가임에 대한 괜제를 능동적으로 대

처해야 한다. 셋째， 국가 원자력 수출 풍제제도첼 구축해야 한다 수출통채

정책 확립과 관련법 및 시행령의 제정 또는 개정올 해야 한다. 넷째， 핵물질

안전조치 국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원 ;1，1· 럭 협력혐정올 개정 및 보

완해야 한다. 여섯째， 국제사회에서 있어 지위향상 렛 지지기반올 구축해야

한다. 이률 위하여 원차력 국제거구 활동올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훤자력

외교강화룰 위한 국내체제릅 강화해야 하고 정부 관련 부-처간의 역활 분담정

립과 각 기관의 외교관련부서 강화 및 원자력 외고l펀련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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