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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제 목

21세기 국가원자력정책 환경분석; 미국의 원자력정책 분석과 협력방향

셜정연구

II. 연구목적과 필요성

미국파 구소련은 핵무기 개발에서 비롯된 원자력이용을 I명화척 목적으로

확대한 후， 원자력을 통하여 세계의 정치·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올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구소련이 붕펴되고 세계의 냉전체제가 종식된 1990년대에 이르

러서는 미국파 러시아는 수평적인 핵확산 방지에 노력하지 않올 수 없었고

상호간의 협력은 반수부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냉전

종식 이후 세계 무대에서 정치·군사적인 리더로서의 역할보다는 산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세계 시장에서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은 미국의 원자력 정책변화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발돋움

을 시작하고 있고 기술선진국파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

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이용개발에 가장 큰 영향올 주고 있는 미

국의 원자력정책 변천 과정파 최근의 체제 개편 과정올 면밀히 분석할 펼요

가 었다.

III



m. 연구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추진 파정에 대하여 1950년대

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책환경과 정책껄정 및 집행을 중심으로 하여 시대

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내부의 체제 개편과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하는 클련턴 행정부의 원자력정책을 보다 상세허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원자력관련 정부연구기관의 활동을 상술하였으며， 그 연구

성과의 상업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자력 협력

관계는 국내 원자력중·장기계획의 추진 파정에서 체결된 국제 공동연구 파정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며 원자력공동상셜위원회 추진 과정을 분

석함으로써 향후 양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협력방향 설정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관한 건의

냉전종식 이후 마국 원자력계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

편 작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족， 미국은 산하연구소의 역량을 동원

하여 세계 최상의 과학기술 집단을 보유하며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기

술을 개발하여 세계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파 미국은 전통척인 우호 관계하에서 원자력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양국은 원자력분야 기술개발의 위험을 공동 부담하고， 또한 효

율척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에서 추진중인 재량형 원자로개발이나 핵연료기

술개발 둥과 같은 기술개발계획 분야에서 정부간 뿐만 아니라 민간 차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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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지

리적으로나 정치·경제척 측면에서 홍남아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 가치가 크고，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경쟁력있는 원자력산업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공동으로 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언력과

기술력을 공유하는 동 원자력분야에서 상호 동반자척 협력관계를 새로 정립

하여 원자력 전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프로젝트 개발과 아시아

둥 제3국으로의 공동전출 방안 동융 모색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이에 더하여

한·며 양국의 건밀한 원자력산업 협력은 최근 OR 협상의 타결로 예상되는

원자력산업분야와 무환경쟁 시대의 전업에 대비하고， 또한 21세기의 한·미 양

국 원자력산업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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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Analysis of the National Nuclear Policy Environment in the 21st

Centry; Anaysis of U.S. Nuclear Policy and Directives for Korea-U.S.

C∞P없tion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fter turning from military applications to peacefuel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the U.S. and the former-U.S.S.R. have established

significant infuence on world politics and economy. Howev않.， in the 1990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U.S.S.R. and end of the cold war, the U.S.

and Russia w앙e unable to prevent horizontal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cooperation was enlarged to civilian application of nuclear

energy. Specifically, the U.S. does not seek the role as a leader of

political and military affairs but rather as a leader of the worldwide

business market by enhancing indus띠al competitiveness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past,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Korea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U.S. nuclear policy. However, now Korea

is taking a step toward the world nuclear market, and the relationships

with technology advanced countries should be modified. In this regar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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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nuclear policy which affects most significantly our nuclear utilization

and development, should be analyzed with changes of the times

emphasized by recent refonnation of nuclear sσucture.

ill.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report, U.S. nuclear utilization and development trends were

an려yzed by focusing on nuclear policy changes from the 1뾰Os to recent

ye따'S. Specifically, the nuclear policy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which

is carrying out b야h int앉nal reorganization and enhancement of

ill따national cooperation, was an와yzed in detail.

Korea/U.S. nuclear cooperation was an떠yzed focused o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ontracted through national long-따m nuclear R&D

implementation. In addition, the history of Korea-U.S. JSCNOET(joint

S없nding Commit않e on Nuclear and Other Energy Technology) was

an려yzed in order to aid decision making on futur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S. nuclear group has been

reorgam강ngi양 sσucture to enhan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is

includes g휠띠fig. scientific 없dte하mical excellence by ga상1앉ing capacities

of entire rese따'Ch institues and leading the world by developing

sustainable and competitiv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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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the U.S. have collaborated in nuclear fields under a

traditional friendly relationship. In the future, both countries might bear

risks arising from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with collaboration.

however, leading to more effective res띠ts. Cooperation at a

non-governmental level would be more enhanced in nuclear 양chnology

development in areas such as advanced reactor development and fuel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U.S. 야~spective ， Korea is valued as

a strategic point in the sou앙l-east Asian nuclear market by virtue of 따

geographical situation and in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on the 0납E‘

hand, Korea can share com많titiveness and ex뿜riences in nuclear

industrial technology with the U.S. Both Korea and the U.S. can be go여

맹rtners by establishing joint ventures in sharing manpower and

technology. In this way they could e띠arge cooperation and develop joint

projects with third parties in Asia.

In addition, close co야>eration of both countries could allow for

preparation for the endless competition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and could lead to a springing up of nuclear industrie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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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미국파 구소련은 핵무기개발에서 비롯된 원자력이용을 명화적목적으로

확대한 후， 원자력을 통하여 세계의 정차·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즉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고무적인 측면과 또 한편으로는

핵무기를 통환 군사적 균형유지 측면에서의 이중성올 통하여 동서 냉전구도

를 유지하고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여 왔다. 이러한 파청에서 수립된 세계척

인 핵확산방지 체제는 원자력의 평화척 이용개발에 부청적인 영향을 주어 왔

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영향을 미철 것이다.

한편， 구소련이 붕괴되고 세계의 냉전체제가 종식된 l뽀0년대에 이르러서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에 의한 균형과 이를 위한 군사부운 개발에서 탈펴하

여 수명적인 핵확산방지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상호간의 협력은

민수부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원자력계 전반

에 걸친 대대적인 체제개편을 단행하고 있으며 특하 미국의 경우 냉전종식

후 축소된 군수산업부문 대신에 민수부문의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띠국이 세계 무대에셔 정치·군사적인 리더로서의 역할

보다는 산업부문의 경쟁력 체고를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이용개발은 온전히 미국의 지원하에 시작되었다

고 볼 수 있으며， 그 동안의 이용개발 과정은 미국의 원자력 정책변화에 따

라 커라란 영향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가 원자력기술 자립기반올 마련하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올 위한 발돋움올 시작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동안 기술의존 형태에서 탈피하여 기술선진국과의 동반자척언 관계 정립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이용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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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정책 변천과정과 최근의 체제개편 과정을 면밀히 분석

할 훨요가 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원자력이용개발 추진과정에 있어서 1950년대부

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특성올 청책분석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였고，

특히 냉전종식 이후 내부의 체제개편과 외부와의 협력강화롤 동시에 추진하

여야 하는 클련턴 행정부의 원자력정책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자력협력관계는 국내 원자력충장기계획의 추

진과정에서 체결된 국제 공동연구과정을 중섬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머

원자력공동상셜위원회 추진과정을 분석합으로써 향후 양국의 원자력이용개발

협력방향 셜정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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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2장 미국의 원자력정책추이

제1절 원자력 명화이용개발기

1. 원자력 명화이용개발

미국은 1942년 12월에 세계 최초의 원자로 CP-l1}을 환성한 이래 원자력

개발의 선진국으로서 세계를 리드하여 왔다. 당초에는 1946년에 제정된 구원

자력법 2) 체제하에서 모든 연구개말을 정부(원자력위원회)가 독점하고， 민간

의 활동을 제한하여 오직 군사이용의 측면에딴 그 노력을 집중하여 왔다.3)

처음부터 미국은 핵무기의 독점을 유지， 또는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엄중한 기밀유지 규칙을 부과하여 1945년에는 원자폭탄4) ， l954년에는 수소폭

탄5)올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제는 미국 국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얼어났다. 왜냐 하면 엄중한 원자력카텐의 배후에는 원자력위원회 CAEC)와

특수한 관계인 거대재벌이 원자력산업을 독점하고 거액의 이윤을 거둬 들이

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 소련에서의 평화이용의 진보는 구원자력볍

체제의 반대자들에계 힘이 되었다.6}

마침내 1953년 12월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UN총회 연셜7)을 계기로 원

l} Pu239생산방법 개발(암호명 :‘ 야금계획)올 위해 설치된 시차고대학의 야금연구소에서

쩨르미 퉁이 1942년 12월 2일 세계 최초의 원차로인 CP-1(천연우라늄혹연형)의 핵환

열 연쇄반웅 제어에 성공

2) 1946년 8월 1일 성립， 원자력개발의 문민통제 확립 및 전쟁중의 대외협력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훤자력의 세계독점올 목표로 한 것임.

3) 鳳子力年훌， 日本康子力흩業會훌훌， 1959년 p.93
4) 1없5년 7월 16일 뉴멕시코에서 세계 최초로 pu형 원폭 실험 U9KT) ， 1946년 7월 24일

비키나섬에서 세계 최초로 수중핵폭발 실험 (20KT)

5) 1954년 2월 28일 비키니섬에서 수소폭탄 실험(Bravo 실헝， 15MT)

6) 전께서 1957년 p.125
7) 원자력 평화이용올 위한 국제관리기관과 핵분열성 물질의 국제π)OJ체 제안(Atoms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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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법은 l엎4년에 개정8)9)되었다. 개청 원자력법은 (표 2.1.1)과 같이 대폭

적으로 원자력의 군사우선 체제를 완화하여 종래의 축척된 막대한 연구개발

기판과 성과툴 평화이용개발에 이용함에 따라 그 이후 원자력평화이용은 크

게 진전을 보게 되었다)0) 당시의 원자력관리 체제는 (표 2.1.2)와 같다.

(표 2.1.1) 1954년 개정 원자력법의 주요 개정사항11)

구 구원자력법(1 946년)의 체제
개정 원자력법(1 954년)의

주요 개정사항

。 훤자력 연구개발을 정부

연구개발
(AEC)가 독점 。 원자력 셜비와 공장올 일부

。 원자력 설비와 공장의 면간 민간기업에게도 허가

소유흘 금지

。 엄중한 기밀유지 규칙을

。 기벌정보 취굽의 주도권을 군에

기밀유지
서 AEC 권한으로 이행

부과(사형 포함) 。 먼간기업이 펼요로 하는 훨료

물질파 자재를 AEC가 공급

특허권 0 민간인의 특허권올 제한
。 훤자력 분야의 특허권융 민간에

게도 부여

국제협력 。 외국과의 협력올 제한
。 외국과의 협력둥에 대한 AEC의

활동 범위를 확대

8) 1잃4년 2월 17일 아이젠하휘대통령， 우호국파의 원자력정보 무제한 교환， 핵물질의 방

출， 군사이용에 관한 정보 교환， 외국 훤자력발전업계에 대한 미국의 민간기업 진출

둥올 제안

9) 1954년 8월 30일 훨자력법 개정， 군사이용과 평화이용 측면에서의 정보교환 확대， 훤

자력정보를 동맹국에 채공하는 권한올 대홍령에게 부여， 만간산업체에 원자력발전 개

발계획 참여를 인가

10) 전게서 1959년 p.93
11) 전게서 1957년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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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원자력법 개정 당시 미국의 원자력 관리조직 12)

구 분 주 요 내 용

총괄기관
웬자력위원회 (Atomic 훤E합ner홈gy」 Commission, AEC)
1946년 12월 31 얼 양 원자력위원회 GeAE)

실시기관
Oak Ridge, Hanford, Argonne, Brookhaven, Los Alamos 연구소

t::
걷r

부속기판
일반자운위원회 (Gener허 Advisory Commit않e)

군사연락위훤희(Mili없ry Liaision Commi야ee)

원자력법 훤자혁법 (Atomic Ener.개gy정Act>
1잃4년 8월 30일

연료 및
록수핵물질 (U235， U233, Pu, 기타)의 국유， 원료물질(우라늄，
토륨)의 여전， 보유， 분배에 대한 라이센스 발행， 원료물질

광물관리 관리규제， 국내 우라늄 구매 정책

원자력개발 초기에 핵무기 산업으로 발전해 은 미국의 원자력산업은 대

부분이 군사산업으로서 미국의 원자력정책올 옵칙일 정도로 막대한 힘올 갖

고 있었다. 이것은 듀풍， 록훨러， 메론， 볼깐 둥의 재벌기업이 원자력산업의

대부분율 지배하고 있었고， 미국의 핵무기 생산을 떠맡아 원자력정책과도 직

접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1951년 이래 오로지 원자력

발전에만 주력해 온 민간기업 그룹으로는， CD Common Weath Edison파

Public Service, (2) Dow Chemical과 Detroit Edison, @ Monsanto Chemical

과 Union Electric, @ Pacific Gas and Electric파 Bechtel 둥이 있었다. 이 들

민간그룹은， GE와 Westinghouse도 원자력발전에 참여하지 않고 수소폭탄 생

산에 주력하였던 1951년 5월에， AEC와 원자력발전 및 플루토늄생산의 이중

목척 원자로 타당성연구에 계약하였다.13)

12) 전재서 1957년 p.458
13) 전게서 1957년 pp. 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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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술한 거대채벌파 동얼 목적으로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후 1955년 이래 원자력 평화이용 경쟁의 물결을 타

고 이둘 4개 그룹은 급격하채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뒤늦게 시작하였지만 원자력산업 자체가

간단히 원자물리학파 관련기술의 발달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광

공업을 포함한 광대한 종합산업이 필요하므로 전술한 4대 거대채벌과 4개 훨

자력발전그룹과 같이 산업계에 방대한 배경을 갖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산업

은 금후 급속하게 발전하여 원자력 평화이용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

었다.14)

2. 동력로 개발계획파 개발체제의 재편성

비군사용 원자로개발 5개년 계획은 1953년 7월 상하원합동원자력위원회

(jCAE) 의 요청에 따라 1954년 3월에 AEC가 발표한 것으로 원자력법 개정보

다도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ARC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원

자로는 5개 15) 이다.

1955년 1월에 AEC에 의해서 실시된 제 1차 발전로 시험계획온 AEC와

민간기업과의 공동개발계획으로서 실험용 동력로의 검토， 개발， 건셜에 대하

여 민간전력회사의 재정을 원조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은 민간기업야 맡고，

AEC는 일정기간 연료물질 임대료의 면채 I AEC 연구소의 무상 또논 할인 연

구재발， 건설·운전에서 얻은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수지불 둥의 형식으로 원

조하였다.

제2차 발전로 시험계획은 1955년 9월 AEC가 민간기업에 요청한 대형 동

력로에 대해서 쌍업발전의 현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제 l차 계획의 원

14) 전제서 1957년 p. 129
15) PWR(Shippmgp 야t， 6MW), SRE(6MW), EBWR(5MW), EBR-2(I6.5MW), HRT-1

(3OOkW)로서 모두 AEC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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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외에 원자로 부분에 대한 출자도 포함되었다.

제3차 발전로 시험계획은 1957년 1월에 공모되었다. 1958년 11월의 개정

16)으로 이 계획에 대한 용모는 ARC 지정 노형에 대해서 그때마다 행하게

되었다. ARC의 원조는 연구개발에 대한 것이며， 그 밖애 필요에 따라서 중

수를 5개년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다. AEC가 최초로 지정한 노형은 천

연우라늄 중수형 및 수끌질형으로 I 1959년에는 상하원합동원자력위원회가 천

연우라늄 흑연형을 추가하였다.

1950년대말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원자력개발의 주도권올 국가가 맡을지，

민간기업으로 점차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확

히 현실적으로는 재래 발전방식에 대하여 경제척으로 경쟁할 수 없기 때푼

에， 장래를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정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원자력개발 정

책은 뉴달 정책의 사회복지 정책과 같이， 국가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리 제일주의로 하는 사기업에게 주도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잘못아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하여 자유경쟁의 이점이 반롱

으로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의 전통인 적극척 간섭정책에 따라 공화

당 정부와 민주당 우세의 의회대립으로 나타났고， 원자력위원회와 상하원합

동원자력위원회의 대립은 매년 원자력예산을 둘러짜고 반복되었다. 결국 이

와 같은 대립이 절정에 달한 1958년 6월에눈 당시의 원자력위원장인 루이스

스트로즈가 사업 17)하기에 이르렀다)8)

1954년 원자력법 개정 이후 개발초기에는 원자로개발 5개년 계획 둥 채

반 정세와 민칸기업의 개발의욕으로 공화당의 정책은 상당히 추천되었으나，

에너지사정의 변화에 따른 세계 각국의 에너지수급 완화와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의 정체 현상에 따라， 민간기업에 개발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은 쉽지

16) AEC가 제3차 발전로 시험계획의 체안오집 요령올 변경， 형식 빛 출력올 채한， 미국

훤자력발전계획의 주도권이 연방정부(AEC)에 있음올 확인

17) 후엄 AF£, 위원장은 1958년 7월 공화당의 실업가인 John A McCone 션출
18) 전께서 1960년 p.l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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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원래 미국의 원자력발전 개발은 자국의 에너지수급

상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군사 이용변에 버금가는 평화이용면에서의 대외쩍

지위를 확보하여 자유세계의 연계즐 강화한다는 국제 청치상의 요청이 강하

였고， 원자력이 조기에 충분한 이익을 줄 수 었는 일대 수출산업이라는 당초

기업의 기대가 어긋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첨내 이와 같은 상황에서 AEC의 위촉을 받은 r원자로정책과 계획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1959년 l월에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시험·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중소 원형로의 건셜

에 노력을 접중하는 것이 바랍직하며， 포한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대형 중앙

발전소의 수요는 비교적 척고， 오히려 금후 저개발국에 대한 진출 동 중소로

의 장래가 희망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금후의 미국의 원자력발전

개발의 기본방침으로서 다음과 같은 5개 사항올 들고 있다.

첫째， 원자력평화이용 기술에 대한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강화

둘째， 의욕적이며 포괄적인 원조계획율 통해 고에너지코스트로 고심하는

우방국간에 늦어도 7--8년 내에 재래 화력발천에 경쟁 가능한 원자

력발전을 실현

셋째， 금후 10년 이내에 척어도 마국 국내의 얼부지역에서 채래화력발전

에 경쟁 가능한 원자력발전을 실현

넷째 I 10년 이내에는 실현가놓성이 없으나 장기적으로 대폭적인 코스트

인하가 가능한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금후 20-30년간 원자력발전의

대폭척인 원가 절감을 달성

다섯째 I U235만으로는 장기척언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첨올

고려하여 우라늄， 토늄 둥의 잠재 핵에너지를 최대한 아용

여기서 종래 버교적 단기척인 이익회수를 기대하였던 미국의 원자력발전

개발은 장기적인 관접에서 재검토19)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20)

19) 1959년 6월부터 107n 년 계획올 위한 작업이 시작되어 1960년 2월에 AEC는 JCA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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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EC의 10개년 계획

이 계획은 정식으로 r비군사용 동력로계획 (Civilian Power Reactor

Program)J 이라고 불리우며，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1959년 당시 기술·경제척 정세의 개요로，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10

종류의 원자로에 대하여 기술， 건설， 경제성분석， 연료가공， 재처리 동 14개

항목에 걸친 현황융 쩔명하고 있다. 제2부는 1959년 당시의 경제성분석과

기술개발 계획으로， 30만kW의 대형 발전소를 건껄할 경우의 kWh당 코스트

와 각 원자로의 제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경우의 k빠1당 코스트를 비교하

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체3부는 원자로형별 기술

현황에 관한 보고이다. 그라고 제4부는 제l부에서 제3부에 걸친 분석에 대한

향후 위원회의 방챔으로 개발 목표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표 2.1.3)파 같이

단계별 원자력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표 2.1.3) 10개년 계획의 단계별 원자력개발 정책21)

단 계 개발목표 주요내용 특 정

체 1단계 실험원자로 AEC가 건셜 운전 ARC 단독

φ 공영 또는 민간전력
만간주체에서 ABC 주체로의

회사 독자
제2단계 원형원자로 (2) AEC와 공동

이행이라는 최근의 발전로

@ AEC 독자 시험계획의 경향올 반영

대규모
민간 주체로 하되

제3단계
발전소

시험개발에 대해서 AEC 훤초7t 명문확

AEC가 원조

107» 년 계획의 기술개발에 판한 보고셔륨 재출， 이 껴l 획온 전술한 5개년 계획에 이어

지는 것으로 그 기간은 1959년에 시작하여 H뼈년에 이르는 10개년이다.

20) 전께서 1961년 pp.99-1oo
21) 전께서 1961년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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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계획용 원자로 개발이라는 점에서 상세히 보면， 우선 (표 2.1.4)와

같이 AEC의 10개년 계획에 필요한 자금은 17억 l천만달러로， 연간 명굵 1억8

천만 .....2억활러가 소요된다. 총액에서 약 7억달러가 특정 원자로의 연구개발

용이고， 약 3억 5천만달러가 원형 훤자로용이며， 그리고 6억5천만 달러가 웰반

척인 기술왼조와 실험시셜 건셜에 사용된다. 물론 민간 전력회사가 지출하

는 대규모 발전소의 건셜비용은 이중에는 포함되어 었지 않다.22)

한편 I AEC 10개년 이전인 1950년대의 10년간에 걸쳐 AEC가 원자력발전

에 지출한 금액을 살펴보면 I (표 2. 1.5)와 같이 중가 경향이 뚜렷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와 의회의 원자력정책을 둘러싼 움직임올 반영하고 있다，23)

(표 2.1.4) AEC 107H 년 계획 24)
(단위 : 백만달려)

원자로 형식 연구개발 훤형로 합 계

가 압 -/A「 형 70 70 140
비 .s。 수 형 50 45 95
원자력과열병 50 30 80
유기물냉각형 70 30 100

나E륨냉각고속중성자형 140 30 170
나트륨냉각 열중성자형 25 30 55
기체냉각 농축우라늄형 100 30 130
~ ~‘「 형 55 0 55
수용액 균질형 80 20 100
신 형 식 60 80 140

~ 계 700 365 I ，αi5

. 일반기술 원조 및 시켈 - 645

합 계 700 365 1,710

22) 전재서 1961 년 p.1oo
23) 전게서 1961년 p. 102
24) 전게서 1961 년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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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1950년대 AEC의 원자력발전관련 지출액 25)

(단위 : 백만달러)

연방정부· 민간산업 내역 각회계별년도 내역 계획별 내역

φ 연방정부에 486.2 1950 11.2 개량셜계 2.0

의한 연구 1951 11.6 중수로 8.2

기체냉각로 11.1
개발비 1952 18.3

유기물로 13.9
@ 연방정부에 99.4 1953 22.2

pu순환로 17.6

의한 건젤비 1잃4 31.6 비둥수로 28.7

@ 민간산업에 20.9 1앞)5 43.5 Na흑연로 33.7

의한연구 1956 69.5 고속충식로 51.4

액체연료로 86.2
개발버 1957 125.7

공동체협약 89.5
@ 민간산업에 61.3 1958 132.4

가압수로 1~.5

의한 건셜비 1959 201.8 원자로기술 175.0

계 667.8 계 667.8 계 667.8

25) 전께서 1961년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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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철 원자력산업 실용화시대

1. 원자력발전의 촉진정책

l잃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성명 1954년 원자력법 둥 미국에 있어서 원

자력평화이용올 주도해용 공화당은 8년간의 청권올 마감하고 1961년에 민주

당의 케네디 대통랭에게 정권을 이양하였다. 이후 1961년에 다소 첨체된 원

자력계의 양상과는 달리， 1962년에 미국의 원자력계는 3월에 개최된 의회의

202청문회부터 11월에 원자력위원회 (AEC)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제출한 r비

군사용 원자력발전에 관한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의 촉진청책이

중점파제가 되었다. 특히 202청문회에 앞셔 케네디 대통령은 원자력발전 진

흉을 위하여 3월 19일자 서한에서 AEC 위원장에게 r미국 경제에 있어서 원

자력의 역할」을 채검토하고 타 청부기판과도 협력하여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원자력 개발정책올 강력히 추진하고， 펼요

하면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둥올 더욱 더 강확한다는 것율 의도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정부기관 상호간의 조정후 11훨 20일 AEC 위훤장인 G.T.

Seaborg7t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의 구

체적인 배경은 (표 2.2.1)파 같다.

AEC 보고서에는 재래 에너지원 매장량의 한계 미국의 기술적 우위성

확보수단， 국제방위 수단 둥을 이유로 원자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초기의 기술개발 비용과 재래 화

력과 경쟁가능한 수준의 확립올 위하여 민간기업에 대한 원조를 강조하고 았

다.

AEC 보고서의 기본이 되는 것은 장기적인 원자력발전 수요의 중대와

U짧， 토륭에 잠재하고 있는 에너지의 유효이용이다. 따라서 개발의 장기목표

는 경제적 중식로의 달성이고， 단기적인 AEC의 연구개발 목표는 노형재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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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대형 경수로는 이마 고연효가격 지역26)에서는 경제적 실현가능성

을 갖는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콤 정부가 원

조하는 동시에 가놓한 한 AEC 독첩에서 민간기업으로 이행할 펼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이것은 원자력산업의 자립파 미국의 기술적 우위성 확보라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앙)

(표 2.2.1) AEC 보고서의 배경28)

구 분 주 요 내 용

。 202청문희 전후 JCAE위원장은 AEC 정책율 강력히 비판

。 또한 1963년 회계년도중 냐트륨혹연형， 개량경수형올 포함
한 원형로률 적어도 5-6기 설계·개발할 것올 권고

o AEC도 이률 받아 들여 제3차 발전로시험계획융 연장

。 종래의 연료사용료 연제， R&D 버용보조 및 원자로셜계

에 대한 채정적 원조 둥 척극적인 정책올 시작

。 이후 AEC 보고서에 채택된 연료물질의 민간 소유어행의

청책둥올 명확히 함

0 미국 원자력산업회의는 1962년 3월에 특별위원회 보고를
공표

원자력산업회의 l 。 연료의 민깐소유 원자력발전소 자본버절감의 청부현조，

(AIF) I 플루토늄 매각보중 위탁농축 둥융 권고

상하원합동

원자력위원희

(jCAE)

원자력위훤희
(AEC)

。 이 내용은 Forum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r우라늄에 관한

보고서」의 권고와 함께 AEe 보고서에 대폭 채택휩.

26) 예훌 들변 100만BTU당 35센트 이상(당시 가격)， 10개년 계획의 훤자력발션코스트(제

l부)에 따르면 1960년대에 건쩔펀 30만kW 발전소의 경우 k빠l당 쿄스트는 PWR이

9.28mill/k째1， BWR01 9.61 mi1J1l‘뻐1°1 며， 1뼈년대말에 가능한 풍굽 발전소의 k째1

당 표스트는 PWR이 7.8OmilJ/k빠 1， BWR이 7.45miψkWh로 전망되었다. 특히 재래화

력과 경쟁가능한 방전코스트는 7m퍼k뻐1(30만kW 청미전기출력， 년부하율 80% 기

준)로 추청되었다. 이를 100만BTU로 환산할 경우 약 24센트임.

?:!) 전께서 1963년 p.103
28) 전께서 1963년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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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 먼유화 법안

1963년의 미국 원자력계는 1962년말 AEC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r비군사

용 원자력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계기로 현저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결론

보다 보고서의 정책을 실시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전개하였다 .29)

첫째， 미국 각지에서 경수로는 당시의 정책으로 화석연료와 경제척으로

경쟁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30만~50만kWe급 대형

발전소의 발주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둘째，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도 기업으로서 통상의 상엽적 조건하에서 독

립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는데， 이중의 하나가 핵연료의

민간소유 이행법안이며， 1963년 상하원합동원자력위원회(J CAE)에

서 이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세째， 원자력이 상업적으로 독립하려는데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발전소 입지 계획에 따른 안전성과 대중의 반웅， 동시에 원자력발

전 개발에 대한 국가보조의 규모도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석탄세

력으로부터 격렬한 비판30)을 받었다.

네째， 기술개발의 방향올 들 수 있는데， 소위 proven type의 발전소 운전

실적이 증대하는 동시에 각종의 R&D도 실시되었다.

이상의 주요 활동은 결국 결론올 얻지 못하고， 1964년 이후로 넘겨졌다.

그런데 1963년 11월에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이라는 돌발사고로 정권이 교체

되었고， 선거년도인 1964년을 맞이하여 존슨 대통령이 우주개발용 원자로 비

용의 대폭삭감， 플루토륨 생산로의 운전정지， 농축공장의 25% 조업단축 둥

긴축예산에 따른 정책을 표명함에 따라 미국의 원자력 평화에 이용 정책은

과도기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9) 전제서 1964년 p.102
30) 특히 1963년 7월 JCAE 청문회에서 석탄산업측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원조

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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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EC가 제출한 「핵연료 민유화 법안J3D은 1954년도 원자력법중 핵

연료물질의 국유를 규정한 부분 즉， 「모든 특수 핵물질에 대하여 국가가 권

한올 보유하는 것은 국가의 방위와 안전보장에 빠뜨릴 수 없다」는 조항올 폐

지하되， 국유， 민유에 관계없이 AEC의 규제 권한과 책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또한 정부가 외국과 핵무기 및 특수핵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권한에도 변함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해물질에 대한 권한을

민간에 여행하여도， 안전， 핵물질 계량， 안전보장조치를 포함한 대외 관계에

대하여 AEC.의 규제는 종전파 같이 실시되는 것이 명확히 되어 있다. 민유이

행에 관한 AEC의 논거와 주요 개정사항은 (표 2.2.2)와 같다. 이와 더불어

민유이행어 원자력계에 미철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

책이 수립되었다.32)

AEC가 핵연료 민유이행을 단행한 주요 이유는， 금후 원자력발전의 성장

에 따라 만약 정부의 연료독점이 계속될 경우 대여정책에 의한 AEC의 연료

inventory도 머지 않아 수십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33)

1964년도 핵연료 민유화법 이후 r위탁농축」의 제도가 H뻐년에 이르러

상셰히 규정되어 성립되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을 대규모로 추진하는데 따

른 연료 문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산업계， AEC, 의회에서 신중하게 심의

되었는데 야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파 같다.34)

첫째， AEC는 장기 또는 단기의 위탁농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둘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AEC는 농축우라늄을 공급하지 않고， 농촉서

버스만을 제공한다.

셋째， 농축서비스의 장기 계약을 해약하기 위한 사전 통보기간은 42개월로

한다.

31) 1964년 8월 6일 상원 통과， 8월 18일 하원 롱과 생 립

32) 전께서 1964년 p. 104
33) 전게서 1965년 pp. 119-120
34) 전게서 1967년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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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쩨， 이상의 각 사항은 국내와 같이 외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핵연료 민유화에 따른 조치로서 AEC는 정부규체를 핵확산 방지에 관계된

보장조치와 취급상 안전규체에 한해서만 하고， 다른 것은 상업상의 단순한

농축사젤 훈영자로서의 역할만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외국에 대한

농축우라늄 제공시에 민간과의 직접계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2.2.2)

구 분

민유화

법안의

ARC 논리

주요

개정사항

경제척
타격에

대한 대책

핵연료 민유화 논리 및 주요 개정사항35)

주 요 내 용

。 핵불질에 관한 규제로서 정부의 권한 보유를 펼연적으로 요구

하지 않는다.

。 원자력발전이 기엽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얀 상엽적

조건이 필요하다.
0 핵물질 대여에 의한 조성과 이에 따른 훤자로 기술의 왜곡은

장기적으로 보아 바랑직하지 않다.

。 원자력발전 규모가 확대됩에 따라 연료의 국유에 따른 청부의

재정부담이 부당하게 중대한다.

。 1954년 훤자력법 제52조의 특수핵물질의 권한을 정부가 보유한

다는 조항을 삭체한다.
。 1971년 1훨 1일 이후 발전용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특수

핵물질은 AEC어l 의해서 매각된다.

。 정부 소유의 특수 핵불질로 발전용 훤자로 훈전자에게 대여해

온 것은 1973년 6월 30얼까지 모두 민유화한다.
。 AEC는 1969년 l훨 1일 이후 미국 국내·외에 우라늄의 위탁농

촉을 행할 수 있다.

。 ARC는 1971년 1훨 1얼까지 AEC에 인도된 pu과 um에 대하
여 보종가격으로 매각환다.

。 개정안 발효전에 ARC와 빈간이 체결한 임대 계약은 영향율

받지 않는다.
。 1973년 6월 30일까지는 특수 핵물질의 매각， 임대 양쪽이 가능

하고， 그 이후에는 매각에 한한다.
。 부산물로서의 플루토늄 매각 가격을 종래의 r공청한 가격」에서

r보종가격」으로 하며， 이것은 AEC의 추정가격에 의거한다.

。 AEC는 민간과 임대 농축계약올 체결할 수 있다.

。 특수 핵물질의 공급， 가격， 엄대 농축 둥에 대해서 협력협정훌

전제로 국외도 국내와 같이 취급한다.

35) 천게서 1964년 P‘ 104, 1965년 pp.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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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력로 수요급증에 대한 대웅

1앞iO년대 미국 완자력계의 특정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l앞E년부터 시

작한 동력로 수요의 급증으로 대량주문에 따라 훨자력발전의 실용화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원자력 산업계는 동력로 뿔만 아니라 기

타 원자력 분야에서 종래보다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약하였고， 산업계의

지위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전력회사가 대형 원자로발전소를 앞을 다투어 주운한 결과， 여러가지 현

상이 발생하였다. 그중 하나는 첫째， 제조가 주문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

며， 이 때문에 메이커는 설비， 인력면에서 급속한 확장계획을 추진하게 되었

다. 둘째， 우라늄의 생산량과 기존 매장량으로는 확대되어 가는 시장수요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값싼 우라늄을 구하는 탑광 활동이 활발하게 되

었으며， 이에 따라 농축우라늄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민간 거래와 사업

의 추진방향도 확실하게 되었다. 이와 동사에 경수로의 성공으로， (표 2.2.3)

의 TVA(Tennessee Valley Au삐ority) Browns F밍TY 원자력 발전소 경 제성

평가 결과와 같이 원자력쪽야 석탄화력보다 자본비， 연료비 모두 저렴하제

산출됨에 따라， 다른 원자로형에 대한 연구개발 의욕이 상실되었다. 소위 개

량전환로에 대한 AEC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

이다. 이와 같은 방침은 고속중식로에 대한 AEC의 태도36)에서 엿볼 수 있게

되었다.37)

36) 고속중식로 개발에 있어서 AEC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극심하였으며， 특혀 현형로 건

셜에 초첩이 모아졌다. 영국올 비롯한 유럽국가에셔는 고속충식로에 R&D률 충정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칙접 훤형로 건껄율 추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융에 따라 훤형로 조기건설율 강력히 주장해 온 산업계와

AEC 훤자력개발부간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음.

37) 전께서 1967년 p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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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TVA 입찰의 경제성 비교38)

구 분 BWR PWR 석탄화력

정규 출 력 (MWt) 2,129 1,989 2,206

건 셜 비($/kWe) 116.0 121.2 117.0

발 전 비 (mil아‘Wh) 2.39 2.56 2.90

건셜비분 0.89 0.93 0.90
연 료 비 1.25 1.39 1.69
운 전 ~1 0.19 0.18 0.24
원자력보험 0.04 0.04 -
송 천 선 0.02 0.02 0.07

Oyster Creek 발전소를 시작으로 한 원자력 붐은 그 후 그훨 줄 오르는

추세로 급증하였는데， 1967년 당초 계획중인 것을 포함하여 원자력발전셜비

는 53기로 약 3，800kW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발전설비 용량의 약

1/8을 원자력이 점유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원자력은 저탄가 지역에서도

재래식 화력보다 저렴하게 되었다. 더우기 당시 주요 도시에서는 금후 석유，

가스연소 보얼러의 신셜 또는 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기오염 규제가 있

l 었다. 이려한 상황에 따라 원자로 메이커측은 (표 2.2.4)와 같은 대웅책을 강

구하기에 이르렀다.39)

1965년부터 시작된 동력로 수요의 급중으로 원자력 산업이 성장할 수 있

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1964년 해물질 민유화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원자력산

업 확립의 기초룰 수립하였다. (표 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년 이전에

계약이 성립된 원자력발전소는 28기인 반면， 1966년부터 1968년간에 각각 20

기， 31기， 17기의 동력로가 주문되어 총계 96기， 발전시설 용량은 65,620MWe

가 되었다.

38) 전게서 1967년 pp. 114-116
39) 전게서 1967년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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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동력로 수요급증에 따른 메이커의 대웅책 40)

구 ~ 요 내 용

시장복귀
。 GE， WH만으로는 주문올 처 리할 수 없으므로 CE, B&W
도 전열에 복귀

。 WH는 1969년까지 원자력부문 인력을 2.5배 확대하고 질
카로이 피복판 공장의 신셜을 포함한 시설확장 계획을 수

시설확장
립

。 GE는 원자력부의 인력 확대 몇 노스캐롤라이나주 원자력

부품제작 시셜올 계획

。 CE와 B&W도 인력 확보를 위하여 유럽까지 진출

원자로의 。 원자로의 크기에 따라 GE와 WH는 3종류， B&W는 2종

표준화 류로 표준화

건설기간 。 주문급증에 비해 터빈발전 부문의 생산능력어 부족함에 따

증대 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기칸이 증대

(표 2.2.5) 계약이 성립된 원자력발전소41)

(기수/전기출력)

원자로
1965년 이전 1966년 1967년 1968년 합 계

제작자
기수 가수 가수 기수 기수MWe MWe MWe MWe MWe %

GE 8 3,345.9 9 7,389.6 8 6,911.5 9 8,142.0 34 25,789.0 40
WH 9 3,580.5 6 4,796.3 13 10,505.4 5 5，잃3.0 33 24.162.5 37

B&W 1 265.0 3 2,513.2 5 4,131 .1 3 2,130.0 12 9，0잃.3 14

CE 16.5 2 1,157.4 5 4,018.0 0 - 8 5,191.9 7

거타 9 1,437.8 0 - 0 - o - 9 1，갱7.8 2

합계 28 8，없5.7 20 15，않3.8 31 25，닷>6 .0 17 15,555.0 96 65,620.5 100

40) 전게서 1967년

41) 전게서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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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에너지행정기구 개혁기

1. 에너지자립계획

1973년 4월에 닉슨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에너지교셔 42)는，

환경문제에 중정융 두고 깨끗한 선에너지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1971년

의 제 1회 에너지교서에 비해 2가지 특정을 갖고 있다. 즉， 종래의 석유수입

‘-------'
량 할당 및 수입관세를 폐지하고 당연한 에너지원의 대외 의존의 방향율 전

환한 점파 종래의 저가격으로 억제되어 왔던 천연가스 가격의 통제를 철폐하

고 에너지 고가격화의 방향올 제시한 점이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국내 에너지자원을 가능한 한 보존하고 I 1잃5-2αm

년 사이에 신에너지 개발의 주도권을 강화하며 이률 위해서 에너지의 고가

격화， 석탄 둥의 이용에 의한 대기오염 기준의 완화 둥 미국 독자의 에너지

전략을 전개하거 시작하였다. 그 후 석유파동을 계기로 급격히 심각해지는

에너지문제에 대처하가 위해 1973년 11월에 1980년까지 에너지 자급자족 체

제를 확립할 것을 목표로 국내 에너지공급 증대 에너지철약과 수요억제 및

긴급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자협계획(Pr oject Independence)를 수립하

였다.43)

이 방청에 따라 정부는 동년 12월에 (표 2.3.1)과 같이 100억달러 예산의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국가 에너지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절약， 국내 원유·천연가스의 중산， 석탄의 이용확대， 원

자력발전의 중대 태양열·지열·수소에너지 둥 대체에너지원의 이용촉진 및 핵

융합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연구개발을 강력히 추진하

기 위해 에너지 행정기구의 개혁 관계법령의 정비 및 국제협력의 촉진 풍을

42) 닉슨대룡령은 1971년 6월 에너지특별교서에셔 째끗한 에너지의 공급융 지향활 것임

을 발표하였으며， 1973년 4월 FBR의 개발촉진 둥을 강조한 에너지교셔륨 의회에 체출

43) 전게서 1975 p. 263, 1976년 p. 앓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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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청하였다.44)

(표 2.3.1> 에너지자립계획의 연구 투자45)

(단위 : 백만달러)

:II 로 책 E 연 구 투자

에 너 지 갤 약 1,440

국산 석유 · 가스의 중산 460

석탄가스확 둥 2,175

원 차 력 4，아~

신 어l 너 지 1,835

합 계 10，αm

여 정책에 따라 석유·가스 할당체， 가격인상 둥의 강체 대책이 강구되었

고， 국제협력에 대한 키신저 국무장관의 호소로 에너지행정기구 개혁의 착수

및 연구개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판계 법령이 잇따라 상정되는 풍

제반 대책이 강구되었다. 이와 같이 에너지의 자립화를 착실히 추진하는 한

편t 1974년 중반에는 연방에너지청 (FEA)46) 이 장래의 에너지사정에 대웅하기

위해 재검토 작업 (Project Independence blueprint)을 개시하여 동년 11월에는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 보고서가 전술한 에너지자립계획(Project

Independence)과 다른 점은， 당초 계획이 5년 이내에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제로로 한다는 성급한 것인 반면， 이것은 에너지 해외의존도 제로가 목적이

아니라 에너자의 경제코스트와 이의 민감도를 모두 감안한 토탈코스트를 최

소화하는 것올 중요시하고 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당초 계획이 자급계획올

위한 에너지원별‘ 개발우선 순위를 높이 평가하고 있읍에도 불구하고， 이· 보

44) 전께서 1975년 p.263
45) 전체서 1975년 p.263
46) 1973년 12월 4일 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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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서는 전혀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전자

에서의 순위부여는 총공급을 촉진하눈 용이성에 대한 지표로 하였지만， 이것

이 오히려 에너지 관련업체내에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푼이

다.깎)

2. 에너지행정기구의 개혁

념슨 대통령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조직으로서 천연자원부의 창셜올 1971

년 6월의 에너지특별교서에서 제안하였으나 의회의 숭언을 얻지 못하였다.

그 후 1973년 4월 제2회 에너지교서에서 에너지천연자원부 (DENR) 의 창설을

의회에 요청하였고， 1973년 6월의 에너지성명에서 AEC의 재발， 규제 기능

분리를 제안하였다. 한편， AEC에서도 개발파 규제의 이중 기능올 분리하려

는 검토가 거듭되는 가운데 마침내 에너지행정기구 개혁의 구체안이 발표되

었다. 이에 따르면 DENR은 주로 내무부 및 기타 부의 에너지 관련 부문을

이어 받고， AEC를 개편하여 에너지연구개발국 (ERDA;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따ninistration)과 새로운 원자력위원회(NEC; Nuclear Energy

Commission)를 창설하며， ERDA는 AEC의 연구개발 부문 및 내무부의 화석

연료연구개발을 맡고， NEC는 AEC의 규제부문을 이어 받는 것으로 되어 었

다.

의회는 이 제안에 대해 개혁의 춰지애는 호의적언 자세를 보이면서，

ERDA와 NEC의 역할분담， 조직구성， 자금조달 둥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점

이 많다고 지적하고， 1973년 7월부터 8월에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그리

고 AEC를 비롯한 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신 조직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청문회 종료후 하원에서는 11월 15일자로 6월의 정부 제안을 대략 숭인한 하

원 법안(H. R. 11510)을 준비하였으며， ERDA-NEC 셜치안은 12월에 하원

47) 전께서 1975년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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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355대 25로 가결되어 통과되었다.뼈) 하원법안의 주요내용은 (표

2.3.2)와 같다.

(표 2.3.2) 에너지 행정기구개혁안 하원 법안49)

구 ERDA NEe

。 1명 의 장관 (Administrator) o 5명의 위원
구 성

。 AEC의 규제위원

o AEC 사업부의 모든 사업

및 내무부， 국립과학채단， o AEC의 인가， 규제 권한을
엄 o

EPA의 일부 업무를 이관
계숭

T
。 훤자력， 화석연료， 신에너지

의 개발을 추진

그 후 이것은 워터케어트 사건을 둘러싼 닉슨대통령의 사임 문제로 의회

의 심의가 대폭 지연되었지만 1974년 8월 ERDA- NS&LC(Nuclear Safety &

Licensing Commission) 수정안으로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며， 그리고 양원의

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ERDA,-NRC 설치안으로 결정되기에 이르렀다.50)

ERDA-NRC 체재의 주요내용은 (표 2.3.3)과 같다. 동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채발과 그 규제 .체제를 강화하고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1946년 이래 27년간에 걸쳐 군사， 평화의 양면에서 활동해 온 AEC를 혜지하

였다. 또한 에너지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ERDA에 홉수·통합하는 동시에

AEC가 원자력개발에 있어서 사업 추진파 규제의 양면을 담장해 왔던 모순

을 해소하기 위해 AEC의 인허가와 규제 기능을 신셜된 NRC로 이관하계 되

었다.

48) 전게서 1974년 pp. 깜7-278
49) 전게서 1974년 p.278
50) 전게서 1975년 pp.2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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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ERDA-NRC 의 체제 51)

구 τtr3 ERDA NRC

o 장관파 부장관 。 운명총국장

。 화석에너지 차관 o 훤자로규제국
。 훤자력 차관

。 환경·안전 차관 0 핵물질안전보장조치국

구 성
。 태양열， 지열， 선에너지시스템

차관 。 원자력규제연구국
。 국가안전보장 차관

。 에너지절약 차관 。 기준개발국

。 장관， 부장판， 각 차관 8명을
。 검사·시행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송

인

。 화석연료， 훤자력， 태양열， 지열

및 기타 에너지의 채발· 이용 。 원자로 인허가， 핵연료주기

임 무
。 이에 관련된 에너지의 추출， 변 시셜 인허가， 보장조치， 규제

환， 저장， 수송 및 소비악 단계 연구， 기준의 개발， 검사 풍

별 경체성·실용성의 실증을 포 의 수행

함한 연구개발 촉진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포드 대홍령는 1974년 10월 11얼에 AEC를 혜지하

고I ERDA-NRC의 신얼을 결정한 에너지가구개혁법안(Energy Reorg와liza

tion Act of 1974) 에 서명함에 따라 동 법안이 성립하게 되었다. 그 후 각

연구기관의 조정과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1975년 l훨 19일 ERDA와 NRC의

독립 행정기관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 당시의 미국 원자력판련 행정기구

는 (그림 2.3.1)과 같다.

1975년 1월에 새로이 발족한 ERDA는 에너지자립계획에 업각하여 동년

6월에 향후 마국의 에너지연구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통 계획은， 미국의 에

너지 공급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의 개발과 동시에 1985년까지의 단기 에너지공급에 대하여 경수로와 국내 우

라늄 자원의 우선적인 개발에 주안점울 두고 있다. 그리고 I NRC는 발족환

51) 전게서 1975년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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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금후의 원자력발전 개발계획에 대웅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표준화 둥

올 포함한 인허가 절차의 개선， 핵연료주기의 환경영향조사， 특히 플루토늄

푼제52)를 주요 파체로 추진하였다.원

연방

에너지청

(FEA)

대

에너지

정핵

위원회

형
i펴
내
쐐
핸

용
-
에;

위

의 회

환경
심의회

상하양원합용

상 원 원자(J혁C휘원회 하 원
AEl

(독립행정 기관)

훤자력규제 I NRC
위훤회

에너지연구 I ERDA
개발챙

에너지부 l DENR
천연자원

연방동력 I FPC
위원회

환경 I EPA
보호청

l 행예정산관국리 10MB

r힐방거래 | 깐℃
위원회

l 파닮굶단 l NSF

(그림 2.3.1) 미국의 에너지행정기구개편 이후 관련조직당)

52) NRC는 1975년 3월 22얼 규제철차 재검토의 조사가 총료되기까지 현자로 및 특수핵

물철의 수출입 일시정지안율 수립， 4월 15일 동 수출업 금지조치는 공굽보중후의 것

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언명

53) 전게서 1975년 p.~

54) 천게서 1975년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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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터대통령의 신원자력정책

미국의 정책전환은 포드대통형 시대에 조짐을 보였지만 원자력에 대하여

보다 엄격환 자세를 보여 온 민주당의 카터가 1976년 11월에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원자력평화이용 정책은 180도 전환하게 되었다. 카터

행정부의 새로운 원자력정책 수립 배경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미국 국내의 환

경논쟁 및 인도의 핵폭발 시험 55) 이래 핵확산 정세 변화56)률 들 수 있다.

카터대통령은 1977년 4월 7얼에 원자력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동년 4

월 20일에 애너지정책을 발표한 후 4월 29얼에 국가에너지계획을 공표하였으

며， 그 내용은 (표 2.3.4)와 같다.

이상파 같이 1970년대를 살펴보면 1973년 6월에 닉슨대통령이 발표한 에

너지생명을 시작으로 동년 11월에 포드대통령의 에너지자렵계획이 발표되었

고 에너지행정기구 개혁법안이 성립되었으며 1977년 4월에 카터대통령의 국

가에너지계획이 공표되었다. 그려고 이를 토대로 1978년 11월에 국가에너지

법이 만똘어지게 되었다. (표 2.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에너지 계획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외국산 석유의 의존을 경감하고， 중기적으로 세계 석유

감산에 대하여 대웅하며， 장기적으로는 무진장한 에너지 차원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너지법은 국가에너지 절약정책법 동 5재 법률을 모은

것으로， 전체척으로 에너지절약의 색채가 짙다. 이에 진일보하여 생산촉진

55) 1974년 5월 17일 인도 라자스탄주에서 최초외 핵실험(지하 핵설험 6번째의 핵보유국

으로 대두) 5월 18일 인도 정부는 지하핵실험이 평화목적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캐나다

정부는 인도의 원자력훤조 정지를 발표

56) 아이젠하워 시대 이후(1953- ) 미국의 원자력 명화이용 정책은 자유화에 편숭하여 시

장경쟁올 부추긴 결과， 채처리와 농축 풍 민감기술의 확산올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

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검토는 r원자력발전과 그 션태(1977년 l월 )J올 발표한

포드재단그룹의 브라운 위원장이 추진하였다i 이플 그륭과 대통령후보였던 카터는

pu비판을 공통인자로 갖게 됨에 따라 카터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이들 학자그룹은 신

원자력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올 맡게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은，

AEC체제 일변도에서 커다란 개혁인 동시에 그 조류에 따라 카터가 환경주의자의 지

지하에 당선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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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중시한 것이 1979년에 4월과 7월에 발표된 신에너지정책57)이다.

(표 2.3.4) 카터 대통령의 원자력정책과 에너지정책 기본방침 58)

원 자 력 정 책

。 사용후핵연료 상엽적 재처리와

플루토늄 회수의 무기한 연장

。 FBR 개발계획의 변경파 상업화

연기

。 대체연료 사이콜의 연구 촉진

。 농축능력의 확대

。 핵연료공급 보증올 위한 국내업법

。 농축·채처려 기술파 서셜의 수출

‘금지‘계속

에 너 지 정 책

。 에너지 수요의 연간 성장율올 2%

이하로 억제

。 가솔련 소비의 10% 삭감

。 수입석유는 600만배렬/일로 삭감

。 석유비촉은 약 107R 월분(10억배렬)

。 석탄의 생산을 10억톤/년 이상으로

증대

o 기존주택의 00%, 신축주택의 100%

를 단열화

0 국제핵연료주기평가계획(INFCEP)
0250반호에 태양열 아용올 도입

실시

57) 석유수업에 판한 목표로서 1977년도의 석유수입량을 초과하는 일올 되풀이하지 않으

며， 1990념까지 석유수입량올 현재의 절반으로 삭갑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CD
1979년， 198에년 석유수업량올 동경정상회담에서 서약한 수준 야하로 억채하며，(2)대

체에너지 개발올 위해 에너지안전보장공)， HEnergy Security Corp.)률 껄립하고 50억

달러의 에너지펀드툴 발행하는 동 대큐모 투자계획을 제안

58) 전게서 1977년 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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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차터 행정부의 국가에너지법 59)

분구 주 요 내 용

。 국내산 석유가격의 규체를 단계적으로 철폐
초과이용세법

(Windfall

Profit Tax)
。 석유가격의 국제가 시세 변동에 따른 초과 이용융 과세대상

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생산올 촉진

합성연료공사 | 。 융자보층과 칙첩융자 둥으로 훤자력을 제외한 대체에너지의

설치법안 l 개발올 촉진

에너지동원

위훤회 (Energy

Mobilization

Board)

셜치법안

。 국가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에너지프로책트률 우선

프로책트로 인청

o 연방， 주， 지방당국의 규제절차를 원활화하고 해당 프로책트

의 개발올 촉진

。 석유의존도가 높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상발전소를 지청

발전소연료

전환 법안 l 。 석유 내지는 천연가스에서 석탄 이외의 대체에너지로 전환
올촉진

4. 에너지부의 신셜

한편， 미하원이 lACE의 입법권을 박탈하고 어떠한 법안과 ‘결의안도 동

위원회에 의뢰하지 않기률 결정한 데 이어 I 1977년 2월에 r상원위원회 가구

59) 전게서 1979년 pp. 196-197, H뻐년 pp, 껑4-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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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성」 결의안。l 가결되어， JCAE는 발족 이래 30년간에 걸친 장구한 역사

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JCAE는 1946년에 발족한 이래 상원， 하원에 대하여

동 법안율 체출하고， 만약 양원올 통과한 법안에 차이가 있으연， 이를 조정하

는 소위 조청위원회와 같은 역할올 해 왔다. 그러나 1974년 에너지 행정기

구 개혁에 따라 AEC가 폐지되고， ERDA파 NRC가 신셜되었을 때 JCAE가

왼자력 추진에 치우쳐 버련 것올 이유로 JCAE에 대한 반발이 표면화됨에 따

라 체 94 의회에서는 JCAE가 송인환 핵연료보중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어

혜안으로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야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카터대통령은 1977년 4월에 원자력정책， 에너지정

책을 발표하였고， 어와 더불어 에너지부(DOE) 신설법안을 제안하었는데， 이

법안은 1977년 5월에 상원올， 6월에 하원을 각각 통과하여 10월에 제 15번째

부로서 DOE가 새로이 발족하게 되었다. 에너지 행정측면에서의 통합은 이전

부터 제안되어 왔지만， 1974년 에너지행정기구 개혁시에는 각 부처의 대립이

격렬하였기 때문에， 개발파 규제의 기능이 분리왼 것에 불과하다. 이 점을 고

려한 카터대통령은 심각해지는 미국의 에너지 사정에 따라 종합적인 행정기

구가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에너지 문제에 관한 연방의 역할을 총괄하고 보

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표로 에너지부를 신젤한 것이다. 동 법안에 따르

면 에너지연구개발국 (ERDA) ， 연방에너지청 (FEA) ， 연방동력위원회 (FPC) 둥

으로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 부문은 일원확되고， 원자력규제위훤희 (NRC)와

환경보호청 (EPA)은 건강， 안전， 환경에 관련된 public acceptance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그대로 독립하여 남아 있게 되었다.60> 발족 당시의 DOE 조직

은 (그링 2.3.2)와 같다.

60) 전께서 Hrt7년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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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

-님「 장 관

차 판 차 관

(정책수립) (관 리)

법 률 정부담당 공공·정무 국제협력

고 분 차관보 담당차관보 담당차관보

환경담당 절약관리 차원이용 에너지기술 방위계획

차관보 담당차관보 담당차관보 담당차관보 담당차관보

환경모니터링 절약이용 에너지자원 에너지 무기·해군

연구개발 연구개발 관리·기술업중 자원개발 추진계획

에너지 지방사무소 에너지

규제국 연구소 정보국

(그렴 2.3.2) 미국 에너지부(DOE)의 발족당시 조직61)

5. 원전 표준화정책

AEC는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절차를 간략화하고 효율적인 심사체제를

확립하며， 또한 경제생，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AEC는 표준화정책을 고려하

게 되었다. 1972년 4월 AEC는 표준화 추진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셜계， 건셜， 검사 및 운전 둥 작 항목을 표준화하고， 코드， 지

61> 전께서 1977년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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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표준화의 여점을 살렬 수 있도록 정비하여 원자력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신뢰성올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산업계， 전력업계에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71

술개발의 단계에 있는 원자력을 표준화하는 것은 기술혁신을 저혜한다는 반

대 의견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AEC의 청책에 호웅하는 움직임이 보였다.

미국의 중서부 16개 전력회사는 공동으로 동일 출력의 원자력발전소를 구입

하는 표준화 원자력발전기업연합 (SNUPPS) 의 구상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후

탈퇴하는 회사가 잇달아 발생하여 발족이 불안하였지만 I 1973년 2월

Northern States 전력회사 이외에 6개사에서 표준화 발전소의 건껄체제를 청

비하였다. 표준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온 AEC는 1973년 3월 표준화를

위하여 (표 2.3.6)과 같이 3가지의 선택기준(Option)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화 플랜트를 신청하는 전기사엽자， 원자로메이커， AlE는 3가지중 적합한

선택 기준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62)

또한 AEC는 표준화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출력규모의 상한치를

3,800l\.fWt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1973년 12월에 규제지침을 개정하였다.없)

그리고 1974년 3월에는 당시 원자력발전소의 건셜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원잔 인허가 절차 개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후 동

법안은 일부 수정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닉슨대통령의 탄핵문제 동으로

심의 미결되어 혜안이 되었다.

그 후 AEC의 업무률 이어 받은 NRC는， CD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중

대중참여 조기 실시，(2) 원자력시셜 입지 조기 결정，@ 원자력시셜 인허가파

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융통성 발휘 둥을 내용으로 하는 인허가절차 개정법안

을 1975년 의회에 제출64)하였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의 심의가

끝나지 않게 되어 폐안이 되는 둥 지지 부진하게 됨에 따라 이 표준화의 움

직임은 답보상태에서 빠지고 말았다.

62) 전게서 1974년 pp.276- 낌7

63) 전께서 1974년 pp.276-강7

64) 이것은 1974년 혜안이 원 AEC안과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의 것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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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AEC의 표준화 선택기준65)

구 분 주 요 내 용 사 례

。 NSSS 때이커 I AlE가 NSSS만
。 메이커 I AlE가 AEC어I 제

창조발전소 의 표준화젤계를 하지 않고，
출한 표준안전해석보고서

(Reference 。 특별보고서 형식으로 그 개념올
(SSAR)로 받아 들여진

System) AEC에 제출
원자로

0 포팔적으로 심사를 받는 경우
。 GEλ}의 GESSAR (120만

kWe, BWR-6)

0 단얼 또는 어떤 부지에 동얼‘규

동일발전소 모와 형식의 원자력발전소를 건 o SNUPPS 가 WH사에 얼팔

방식 젤·운전하는 라이센스를 얻는 발주한 6기의 발전소

경우

。 원자로 메이커가 단일의 시젤에

셔 표준젤계의 동력로 기수를

메이커에
건설하고， 。 OPS(Offshore Power Sys

대한 인가
。 부지에 셜치하는 라이센스를 -tern}사의 해상 원자력발

얻는 경우 전소

0 단， 운전인가는 각 발전소마다

취득

이에 따라 1978년 3월에 에너지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

함으로써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의 지위를 확립을 위하여 r원자력언허가

촉진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에는 미국 전력산업계의 수놔부는 의

회에서 동 인허가촉진법안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1979년 TMI 사고와 관련하여 NRC는 5월에 쩍어도 3개월간 신규

원전의 인허가 동결을 발표함에 따라 원자력산업계는 새로운 난판에 봉착하

기에 이르렀다.66)

65) 전게서 1974년 p.276- 감7

66) 1면9년 11월 미국원자력산업회의 이사회는 대통령에게 원전의 긴요생을 호소하며 인

허가 일시동결 해제률 요청하였고. 1980년 I월 미국 훤차력산업 수뇌부는 NRC에 훤

전 인허가 조기재개를 요챙하는 동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NRC는 T뼈 사고 이후 처

음으로 인허가(동년 2월， 5액uoy，혀1 1호기 저출력시험인가)， 이후 민주당강령위훤회는

원자력혜지조항올 채태(1980년 6월)한 반면， 공화당은 전당대회에서 원자력추진·인허

가원활화'FBR촉진 둥의 강령을 채택(1980년 7월)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여야의 의

견은 첨예하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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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비확산 정책

1974년 5월 18일 인도는 1956년에 카냐다로부터 수입한 Cirus67)로(천연

우라늄 충수로)에서 인도산 연료를 照射， 국산 재처리시젤에서 재처리하여 여

기서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Rajasthan사막의 지하에서 핵폭발을 시험하였다.

이를 계기로 1975년 5월에 제네바에서 개최한 핵확산방지조약 재검토회의에

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핵확산방지 강화의 분위기가 급속히 높아지게 되었고，

재처리 기술 둥 시설의 이전에 대해 논의한 결파 수출국에 의한 공통 수출요

건의 강화와 다국간 핵연료주기센터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파 EA)의 연구

동을 최종 선언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도 인도의 핵폭발 설험을 계기로， 또한 프량스와 한국의

재처리기술 수출계약， 프량스와 파키스탄의 재처리시설 건설계약， 서독과 브

라질의 핵연료주기에 관한 원자력협력협정 둥에 따라 채처리와 우라늄농축이

라는 소위 민감 기술파 시껄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핵무기가 무제한 확산되

어 가는 공포에 대해서 국회 둥에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미국 대

통령 선거전 주요 논첨중의 하나가 되어， 포드 대통령은 1976년 10월 28일

다음과 같이 핵확산방지에 관한 미국 정부의 신원자력정책 성명을 발표하였

다.

첫째， 플루토늄을 분려하는 재처려의 상업화를 지연시킨다.

둘째， 금후 3년간은 채처리 및 농축기술， 시셜의 수출을 제한한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 에 타국도 동조하도록 요청 한다.

셋째， 원자력공곱국이 수요국에 대해 핵연료 공급을 충분히 보증하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미국은 평화목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원자로 및 핵연료의 공급

국으로서 그 역할을 유지 한다.

67) Heavy water 뎌따 W홈， 4OMW,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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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핵확산방지를 위해 유효한 규제시스탬을 개발하도록 전면적으로

국제협력에 모든 국가가 참여하도록 호소한다.

여섯째， 국제적 수출 가이드의 개선율 구한다.

일곱째， 재처리의 재명가 계획올 실시한다.

여닮째， 방사성혜기물의 장기져장 및 처분의 대책을 강구한다.

이러한 정책성명이 발표되고 일주앨 후에 행해진 대통령 선거에서 포드

대통령이 패함으로써， 카터 신정부는 이 정책을 다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카터대통랭운 취임후 재처려 둥 핵벼확산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명확히 하

였는데， 이를 춧점으로 하는 완자력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1977년 4훨

7일에 종래의 정책 방침을 대폭 수정한 신원자력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4월 20일에 1985년을 향한 에낙지계획의 기본방침을 발표한 후， 4월 29일에

국가에너지계획을 공표하였다.68)

원자력정책에 있어서 카터대통령의 법적 기반을 확립한 r핵비확산법」은，

1977년 4월에 의회에 제출되어 별도 의원측에서 기제출된 거의 비슷한 폭적

의 법안과 조정된 후， 동년 9월에 하완을 통파하였으며， 1978년 2월 7일 하원

안을 수정하여 상원에서 가결， 동 9일에 상원안을 전면적으로 받아 틀여 하

원에서 가결되어 3월 10일 대통령의 서명오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핵확산방지의 관점에서 「원자력의 명화이용 활동에 대한 국제적

인 보장조치와 규제의 유효성을 높인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척

규제강화 방안으로는， 전면 안전조치의 적용， 재이전의 사전동의， 재처리·농축

의 사전동의， 민감기술의 수출규제， 미국산 원자로에 사용된 핵연료에 대한

규제， 재처리기술을 수출한 국가에 대한 제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

령이 핵비확산의 견지에서 강력히 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으로는 다음파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채처리， 농축， 플루토늄 동의 가공과 비축은 유효한 국제척 감독 및

68) 전게서 1977년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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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하에 있는 시셜에서만 행할 것.

둘째， 상기 시설의 수는 가능한 한 제한하고， 포한 핵확산·환경상의 리스

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운영에 유의함.

셋째， 플루토늄 둥을 둘러싼 연료집합체 및 사용후핵연료의 단기 저장용

시설은 유효한 국제적 감독과 사찰하에 둘 것.

이상과 같이 핵비확산상 엄격한 제반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핵버확산 정

책을 추진하는 국가에게는 충분한 핵연료졸 공급하기 위해 미국의 농축능력

의 확대와 국제핵연료공사(!NFA)의 셜립을 강구하기에 이프렀다.69)

7. 국제 핵연료주기 평가

1977년 4월 카터 대통령은 상업용 재처리와 고속중식로의 개발계획 둥에

대하여 핵확산 방지라는 관점에서 핵연료주기를 국제적으로 명가한다는 제안

을 하였다. 동년 5월에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선진국 수뇌회담에서 에너지원

으로서 원자력개발 촉진의 펼요성 및 핵확산 위험 감소의 중요생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들 문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기관으로 INFCE( Int하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를 발족시키게 되었다. 이어서 통년 6월 및 7

월 파리에서 핵문제 주요국 예비협의회를 개최하여 INFCE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협의하였고 동년 10월에 미국 워싱톤에서 40개국파 4개 국제기관의

참석하에 INFCE 셜렵총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간에 완료할 작업계획의 내

용을 결정하였다. ’

이 INFCE 협의에는 (표 2.3.7)과 같이 재처리， 우라늄농축 둥 8개의 작업

부회가 있으며， 또한 기술척 관점에서 각 작업부회의 공동의장으로 구성된

기술조정위원회(TCe)가 껄치되어 각 작업부회의 보고서를 일원화하는 조청

작업을 담당하였다. 1978년 11월 미국 정부는 선진국에 대해 (표 2.3.8)과 같

69) 전제서 1979년 pp. 잃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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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공식 제안을 표명하였는데 이에 따라 발간된 각 작업부회 보고서에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이 판명되었다. 당초 1979년 10월 예정이었던 INF‘CE

최종 총회는 비땐나 회의장과 IAEA 사무국 풍의 사정으로 연기되어 1980년

2월에 개최되었다. 이 최종총회에셔 평확이용파 핵비확산의 양립， 재처리·농

축에 합의하였고 기술조정위원회 <TCC) 보고서와 코뮤니케를 채택함으로써

2년 4개월에 걸찬 INFCE는 폐막되었다. INFCE 의 각 부회에서 2년간에 걸

쳐 검토 결과， 재처리는 사용후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냐며

또한 경수로내에서의 Pu 이용은 경재척 이점이 적다고 I헝가되었다. 특히 각

국의 원자력개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우라늄수급이 완화되고 었으므로 채

처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 않다는 접어 INFCE를 성공적으로 이끈 잭관

척인 배경이다.70)

(표 2.3.7) INFCE 작업부희 71)

작업
주 요 내 용

부회
작 엽 범 위

1 핵연료와 중수로의 입수 가능성
훤자력발전규모，핵연료자원，우라늄정책

중수 동의 수요예측

2 농축의 입수 가능생
농축수급，농축기술비교，다국간

농축서비까‘ 둥

3 기술， 핵연료 및 중수의 장기상업계약， 공급보증을 위한 국쩨기구

장기공급파 보중 공급보증과 핵비확산 둥

4 재처리， 플루토늄의 취급
채처리·플루토늄의 취급， 열중성자로의

채순환둥

5 고속중식로
FBR 역할IF‘BR 연료주기 I FBR의

환경·법률상 측면 둥

-6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사용후핵연료 저장의 전략과 비용

단·중기적 저장 둥

7 폐기물 처리 처분
방사성폐기물의 취급 및 처분기술

저장시절

8 선핵연료주기 및 원자로개념
연료주기， 새로운 시스댐 및 개념

연구로

70) 전재서 1980년 p. 껑8

71) 전체서 1980년 pp.47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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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8) 미국의 비공식 제안72)

구 분 제 안 내 용

고속중식로
R&D 와 I용monstration 의 범위내에서 인쟁

단， 기술수출은 금지

경수로이용 (상업화)올 금후 최소한 10년간 급지

플루토늄 단， 얼본 둥 원자력발전 션진국에 대해서는 신형발전로의

R&D와 Demons없다on에 한해서 언청

채처리 둥의
R&D와 demonstration 이용에 펼요한 범위내에서 인청

가동(플루토늄 생산)
단， 신규 시겔의 건젤을 당분간 연기하고， 기술 수출을

금지

사용후핵연료 국제적으로 일괄 저장기지(lSFM)를 선셜하여 국제관리

농축우라늄
수요가 증가되지 않는 한 1개 국가의 단독사업으로

신규 건젤은 금지

농축우라늄 공급
핵비확산에 협혁하는 국가에 한해서 미국이 핵연료

은행올 홍하여 안정 공급

군사전용방지
사찰기술의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감사대상율 1개 국가

보 장 조 치

(국제샤찰제도) 핵연료주기시설 전반으로 확대(전면 안전조치)

8. TMI 사고와 원자력정책

미국 펜실바니아주의 TMI(Three Mile Island) 원자력발전소 2호기(표

2.3.9 TMI 원자력발전소 개요 참조)에셔 1979년 3월 28얼 오전 4시경에 얼어

난 사고는 인근 주민의 임산부， 유아의 일시 대피 둥의 사태로 세계 각국에

서 뉴스가 되었다. TMI 사고의 경위와 조치사항은 (표 2.3.10)과 같다.

72) 천께셔 1979년 pp.5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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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TMI 원자력발전소 개요73)

구 내 용

-까i‘- 지 Pennsylvania 주

소 유 자 Mextropolitan Edison 사

운전책임자 Pennsylvania Electric 사

노 형 B&W사제 가압경수형 원자로

1 호 기. 87.6만kW， 78년 8월 운개

2호기(사고)** 95.9만kW， 78년 12월 운개

* : 1985년 10월 9일 TMl 1호기 6년만에 상업운전 재계f 1886년 1월 6일 전출력 운천

** : 1987년 4월 15일 DOE는 TMI 2호기 노십분석 결과， 40%이상 용율되었다고 발표

(표 2.3.10) TMI-2 사고 경위 74)

구 분 내 용

3월 28일
오전 4시경 사고 발생， 오전 7시 45분 통보받은 NRC는

현지에 담당관올 파견

3월 30얼 주지사가 5마일 이내의 며취학아동 및 임산부의 대피를 권고

4월 1 일 카터 대통령 현지 시찰

4월 7일
카터 대통령은 사고 원인 규명파 원자력시셜의 안전성 향상올

위한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설치를 발표

4월 9일 대피권고 해제

4월 14일 NRC는 모든 경수로 설치자에 대해 정검 항목을 지시

4월 27일
NRC는 사고를 일으킨 B&W사의 모든 원자로에 대하여 개선

및 정지를 명령

73) 전게서 1979년 p.346
74) 전재서 1979년 p. 잃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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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중대성으로 카터대통령은 1979년 4월의 선에너지정책중에서， A}고

의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성의 개선방법을 권고하기 위하여 대통램직속으로

rTMI 사고조사 대통령특별위원회」의 셜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동 위원

회는 ”변혁의 필요성과 유산”이라는 보고서를 1979년 10월 30일에 대통령에

게 제출하였다. 카터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12월 7일에 (표 2.3.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항목으로 된 신원자력정책을 발표하였으며， 75} 이후

TMI 사고에 따른 원자력행정기구 개션온 (표 2.3.12)와 같다.

(표 2.3.11) 카터대통령의 신원자력 정책과 선에너지 정책76)

신원자력 정책 신에너지정책중 원자력 관련사항

。 NRC 위원장의 권환 강화를 충심으
。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은 기저부하

로 한 NRC 개편법안 작성제안

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올 담당

o 위원장 경질 및 안전성관련 독립

자문위훤회 신셜
。 관계부처 검토그룹(IRG)의 1979년

。 1980년 6월까지 원자력발전소 업지 3월 발표)에 의거하여 사용후핵연

주에 대한 긴급대책 재검토의 종료 료의 저장부지와 저장방법 등을

。 검사관 상주체제 강화
신중히 검토

。 연방긴곱사태관리챙 (FEMA)*의 지 0 증식로와 재처려의 무기한 연기를

도 하에 각 주는 긴급시 대책계획
재확인

수렵

• 1979년 12월 연방대책청， 확재원조국， 민간방위대책청이 합병하여 셜립

75) 전게서 1980년 p.255
76) 전께서 1980년 p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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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2) TMI 사고에 따른 원자력행정가구 개선77)

구 분 주 요 내 용

。 1980년 3월 카터대통령은 NRC 위원장의 권한올 대폭 강화

NRC 개편안 하고 긴급시 지휘권융 부여하는 것올 골자로 한 NRC 재현
안올 의회에 체출

。 1980년 3월 18알 대홍령 명령에 따라 설치된 동 위훨회는

원자력안전 원자력의 안전성과 운전관리 요원의 훈련향상에 판련하여

감시위원회 NRC와 산업계의 책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

출

NRC
。 NRC 1980년도 예산 법안에는 TMI 사고에 따라 명확하게

1980년도

예산법안
된 행정 측면의 며비점올 시정하도록 명령

원자력안전 。 1979년 5월 국립연구소， 잔기사업자， 원자로메이커와 전력

해석센터 연구소(EPRn로 구성하여 EPRI내에 셜치

(NSAC)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해석 업무릎 설사

원자력발전 。 1980년에 들어서 조지아주 아트란타에 셜치

운전협회 。 운전훤의 훈련교육에 주력하며， 이밖에 사고시 긴급대용，
(INFO) 지휘자외 교육I로그햄 설치

77) 전게서 1980년 pp.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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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4철 원자력정책 전환기

1. 국가에너지정책계획

미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1960년대에 94% 내외를 유지해 왔으나 1970년

과 1971년에 각각 석유와 가스의 생산이 철정에 달한 이래 자급률은 악화일

로에 오르내리면서 1978년에는 78.3%가 되었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에너지의 30%를 소비하는 세계제일의 에너지다소비국

으로서 에너지 절약의 여지가 대단히 큰 국가이다. 제l차 석유파흉기의 1973

~1974년에 에너지소비량과 실질 GNP가 각각 2.5%, 0‘6% 감소한 반면， 제2

차 석유파동기의 1979~1980 년에는 소비량이 3.4%가 감소하였으나 실질

GNP는 0.2%의 마이너스 성장에 불과하였다. 또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에너

지절약과 석탄의 중산을 촉진한 결과， 1980년 이후 에너지자급률은 제l차 석

유파동 직전인 1972년의 87.7% 수준으로 거의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에너

지 생산량(열량)충 석유·가스의 비율은 1970년 71.3%에서 1980년 62.2%로 약

9%가 감소한 반면， 석탄은 24.1%에서 29.0%, 원자력은 0.4%에서 4.2%로 증

가하였다.78)

이와 같이 에너지자급률이 석유파동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제 1,2

차 석유파동올 거치는 동안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정부의 에너지행정기구 개편 둥 여러가지 시책올 강구해 왔기 때문이다. 에

너지에 관한 정책입안 기능은 연방에너지청(FEA)과 에너지부(DOE)가 관활

하고 있다. 특히 DOE는 1977년도 에너지부셀립법에 따라 2년마다 국가에너

지정책계획을 작성하며， 이것올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

여 여러가지 정책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국가에너지 정 책계 획(Na피anal Energy Policy Plan, NEPP)의 의회 제출을

78) 전게서 1982년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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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확한 에너지부쉴립법의 체801조에 기술된 NEPP의 작성 취지는， ”완전고

용， 물가안정， 에너지의 안정공급， 경제성장， 환경보호， 핵비확산， 특정지역의

필요성 및 공적·사적 자원의 효융적인 이용을 배려하면서， 복지와 상공업 활

동의 펼요성에 적합한 에너지의 생산·이용 및 절약에 관한 목표를 5년， 10년

에 걸쳐 검토·썰정한다”고 규정되어 었다. 석유파동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추

진해 온 에너지정책계획은 (표 2.4.1)과 같다. 그 중 레이건 행정부는 1981년

7월(NEPP-m)79)과 1983년 10월(NEPP-N)에 국가에너지정책계획을 발표80)

하였다.81) 그리고 NEPP-IV의 주요내용온 (표 2.4.2)와 같다.

(표 2.4.1)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정책계획 82)

구분 에너지정책계획 /발표일 성랩된 주요 법률 성립

(공닉화슨당) R(n’j8e5c년t 올Inde
향한

nd
에
enc
너
e
지
R
자
epa

립r)t 1974.11 。。에연방너지에너정지책·청절셜약렵법법 1974
1975

포드
National

향지
E

한
n
시
er:

에
g

마
y

너리
O
지오
u

자，
tl∞

립k)
(공화당)

(7가 1976. 2 에너지절약·생산법 1976
’ 85년올

。
。

국산얘홍너가업，카의지얘에규회부너너제지설지채정법렵홍책(엉공법
퉁{예얘억)둥쩍

2년
작

1977

。

(N
N

향
Ea
한
tPio;n

에
3a가

l

너
E

지지
n
시
e

자
fSC

넨렵
y

리)
P
오
Ian

’85년올
1977. 4

1978

카터
5가지)

(민주당)
。。 ENnaetirognya1PEolniceyrgy Plan

1979. 4
1979. 5

(NEP-ll)
。 New Energy Policy 1979. 7 。

왼에(합유너성초지연과안료이쩌공윤공사쩨급신엉병셜，)
1980

。
NP
한
laatni
에
o(Nn
너
aEl

지P
EP
자
n-앙I립IIg)，

y

2αPoml년
icy

을 향
1981. 7 。 방사성폐기물정책법 1982

。 Nuclear Power Policy 1981. 9
‘헤이건 Statement
(공화당) 。 NPlaatnion(NalEEWne-rIVv) Polkv 1983.10

。
NPlaatnio(NnaElPEPn-eVrg)y Policy 1986. 3 。에탄력페올에나?요갚서‘원적차

너지절약，
중시

79) 정부개업보다 시장기능올 충시， 석탄과 원자력의 대폭 확대

80) 그 사이에 원자력올 대상으로 한
r
원자력정책성명」올 1981 년 10월에 발표하였다.

81) 전게서 1984년 pp. 258-259
82) 海外諸國 σ)電氣事業， l1훌外電力調훌會， 198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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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NEPP-N의 주요내용83)

구 분 주 요 내 용

가정(1982년
2000년도 실질 GNP 성장율 년 2.8%
1차에너지 소버량의 신장융 년 1.3%(GNP탄생치 0.46)

기준)
환매 전력량의 신장융 년 2.8%(GNP 탄생치 1)

석유， 천연가스
1970년대 초기 45QBtu

1않~년대 '5l-4OQBtu
합계 생산량

1앉xl년대 이후 발견·개발 점차곤란

’
석탄수출량

1980년 0.9억톤

2000년 2억톤

1차에너지
1980년 80QBtu

소버량
1982년 74QBtu
2α)()년 93QBtu

1차에너지 1960년 18%
소바량중 1980년 31%

발전용 정유율 2000년 42%

총발전전력량중 1980년 50%
석닫화력 점유융 2000년 59%

총발전전력량중
1982년 14%

채생가능에너지

(수력，지열，풍력，
2010년 15%

태양열)정유율

총발전전력량중
1980년 11%
1982년 13%

원자력 점유율
’ 2010년 25%

이 어서 NEPP-IV(National En앙'gy Policy Plan, 1983)를 뒷받챔하는 자료

로 r2010년올 향한 에너지전망」 r에너지활동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

지 이용에 따른 환경의 상황」이라는 기술보고서가 1983년 11월에 공표84)되었

다.

레이건 공화당 행정부는 1982년에 의회얘 제출한 에너지부해체법안85)에

83) 海外諸園(7)電훌훌훌業， n훌外電力調효會， 1984年

84) 당초 4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OPEC가 3월에 훤유가격의 인상올 발표함에 따라，

전제중의 하나가 크게 변하였기 때운에 NEPP의 발표가 지연되었다.

85) 1981 년 12월 17일 떼이건대롱령， DOE 혜지계획 발표. 1982년 5월 24일 미상원 매를

혜아의원 DOE 폐지법안 제출， 그러나 의회의 반발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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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볼 수 있돗이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야것은

NEPP-IV의 에너지전망이 종래의 것에 비해서 마벼한 것으로 명가되고 있는

접용 들 수 있다. 포한 레이건 행정부는 발족 이래 시장증시 정책을 취해 왔

는데， 1986년 3월에 발표된 NEPP-V에서도 장래의 에너지수요량을 결정하는

것온 시장이라는 자세를 관철하고 있다. 특히 NEPP-V에서는 에너지 3요소

(Engergy Triad)로 석탄， 에너지철약 빛 원자력올 중요시하고 있는데， 정부

는 원자력을 펼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파 갈은 5개 중접전 1

략을 추구하고 있다.86)

첫째， 표준발전소의 설계와 NRC 인허가의 일원화를 촉진하는 법척 개혁

둘째， 1998년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폐기물의 관리롤 시작한다는

rη1퍼98없2년 방사성혜기물정책법8'얽7끼7

수가능 저장시셜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MRS)을 포함한

폐기물처분시스탬의 운용 촉진

세째， 민간부문의 전면쩍인 협력올 얻어 원자력의 안전성， 표준발전소의

캘계， 신뢰 가능한 운전의 딴순화와 신형발전소에 활용가능한 기술

의 연구개발 촉진

네째， 미국의 원자력산업은 세계의 기술올 리드하고 었고， 원자력발전소

의 우수한 안전기록은 과도할 정도의 보호메차니즘 둥올 취하고

있으므로 안전함을 일반대중에 재인식

다섯째， 미국의 에너지 안정공급， 세계의 에너지 안정， 양호한 무역수지，

핵무거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환경의 강화 둥의 관점에서

미국의 원차력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통상의 장해를 제거하

고， 우라늄 농축분야에 대한 미국의 려더쉽 회복

86) 庫子力年鍵， 日 本原子力흩業會議， 1986年 pp.263-잃4

87) 1982년 12월 2일 미하원 가결， 12월 20일 최총조정안 의 회 통과， 1983년 1. 7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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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건대통령의 원자력정책

에너지정책 측연에서 볼 때 카터 민주당 행정부에서 레이건 공화당 행정

부로 정권이 이행됨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다. 레

이건대통령은 1981년 2월 r공적인 지출의 삭감과 정부규제의 완화」를 기본목

표로 한 r경제재건계획 88)J 훌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생산성향상， 국제경쟁력강

화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러한 방첨에 따라 청부개업이

농후하였던 카터 행정부의 법규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으며 석유가격규제의

철폐를 발표하는 둥 에너지갱책 측면에서 강력환 언상올 보였다.89)

그러나， 원자력정책 촉면에서 레야건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이 r에너지정

책」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을 칙후의 수단(La st Resort)이라고 발표한 노선

90)을 따르고 있다. 특히 1981년 10-월에 레이건 대통령은 DOE 장관율 통해

원자력사업 추진을 위한 r원자력정책성명」올 발표하였다. 여기셔 훤자력발전

이 향후 수십년간에 걸친 최선의 신규 전원중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그려

고 (표 2.4.3)과 같이 원자력청책으로서는@ 인허가기간의 단촉，(2) 고속증식

로개발의 촉진，@ 상업용 재처리의 재개，@ 폐기물처리처분계획의 실시 동

을 중점 추천항목으로 들고 었다. 동 정책성명에 따라 1982년 12월 r방사성

폐기물정책법91)J 이 성립되었고， 1983년 r원자력인허가개혁법안92)J 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건젤허가와 운전인가의 일원화， 원자로와 기기의 표준화93)， 건

88) 국방버 중대와 기타 채정지출올 대폭 삭감

89) 전게서 1981 년 p.239
90) 1977년 4월에 공표한 국가에너지계획

91) 원차력발전전력량 1kWh당 0.1생트를 전기샤업자에게 징수하여 이 기금으로 고준위폐

기물 둥올 저장하는 명구저장소의 건셜비로 충당， 그후 풍 1982년법온 1987년 12월에

생립한 예산조정법에 의거하여 일부 수정휩.

92) 19B1년 10월 15일 AIF. 훨천 인허가제도의 근본개혁법안(시안) 벌표， 1982년 6월 2멸

NRC, 인허가 개션안 rl982년 훨자력표준화법안」 공포， 1983년 2월 21얼 DOE, 인허
가개혁법안 의회송부， 1잃5년 5월 7일 OOE, 훨자력시셜 인허가 개정법안 의회 제출，

1988년 2월 z2얼 마상원 소위원회. NRC 개혁안 쩨출. 1988년 8월 8일 NRC 개혁안

상훤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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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부지의 사전 조기숭언 동올 꾀하게 되었다. 특히 카터대통령 사대에 금지

되야 왔던 민간의 재처랴사엽을 정식으로 해제하고 민간겨엽이 리더협율 갖

고 플루토늄 공급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 특정이다.

(표 2.4.3)

훤자력정책생명

(1981년 10월)

레이건 행정부의 원자력정책성명 94)

원자력정책 목표

。 상엽용·군사용 우라늄 농축업무의 안청척 지속척，
경제적 공급 그리고 미래의 수요에 대비환 기술
및 공급 능력의 향상

0 국제간의 원자력 교역에 있어서 미국의 신뢰 및
능력 회복

。 원자력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장기원자력정책의

안정화

。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상용화 의욕 고취
를 위해 명확하고 안정된 국가정책 수립

。 고춘위 방사성혜7)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 청부

의 책임올 신중하고 신속하게 수립

。 고속로 연구개발의 춧첨올 상업화를 위한 규모
확대에 집중

。 CRBR의 건켈，운전을 고속로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

。 증식로기술 실증화

(Clinch River

증식로 포함)

。 상업용 채처리의

무기한 금지(카터

정책)해제

0 상업용 웬자로 보급올 어렵게 하는 제도척 규제，
。 훤자력규제， 인허가| 장애요인의 제거

절차의 단축화

。 상용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처분 방법의 조가

개발

카터 민주당행정부(1977~1980년)에서 레이건 공화당행정부(1981년 이후)

에 이르는 원자력정책을 살펴보면， (표 2.4찌와 같이 방사성폐기물정책， 핵비

확산정책95)및 TMI 사고에 대한 연구률 중샘으로 전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93) 1984년 1월 16일 NRC, CE사의 표준로형에 최종껄계송인(FDA)， 1984년 5훨 25일

Palo Verde 1호기 임계O，335MW) CE사 PWR(표준화 Cessar System 80 채택)， 1985
년 8월 9일 NRC, GE사의 원전 표준설계(Gessar-II형 BWR 6/Mark m, 1,269MW)
인가， 1985년 8월 14일 NRC， GE사의 원전 표준셜계 인가

94) The Federal Nuclear En앙'gy 안ogram， US DOE, 1983
95) 1982년 5훨 20일 미의회， 핵확산 강화률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5월 20일 상원， 5월 zl

일 하원)， 핵확산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카터행정부와 커다란 변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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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카터·레이건 행정부의 원자력정책 96)

구분 주 요 내 용

。 1982년 ‘져춘위폐기물 정책법 I 1983년 ‘방사성폐기물 정책법’올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

방사성
0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영구처분장의 건젤에 대한 계획 수립

폐기물
。 페기물 정책결정에 대중 및 주정부 참여 유도

청책
。 원자력발전 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기금(Nuclear Waste Trust

Fund) 징수
。 연방 영구처분장 건셜시까지 폐기물 단기저장올 위한 소내저장

방안 확립

。 1977년에 취임한 카터 대통행의 원자력정책윤 핵비확산이 중첨

핵비확산
파제이며， 동년 4월에 에너지정책으로 민간의 증식로 개발과

정책
재처려률 무제한 금지

。 1977년 10월부터 1980년 2월에 절친 국제핵연료주기평가(INFeE)

와 1978년 3월의 핵비확산법의 발효

。 1979년 3월에 발생한 이래 NRC 운영 둥에 크게 영향

TMI 。 1979년 12월에 카터대통행윤 선원자력정책을 발표

사고
- NRC 위원장의 권한 강화

- 훤자력발전소의 긴급대책 강화

- 검사관 상주체제의 강화

레이건 행정부는 초기에 인허가의 신속화와 연구개발의 분야중 원.At력

특히 핵분열의 개발올 촉진한다는 기본방첨을 추진하였다. 그랴나 TMI 사고

의 영향 둥으로， r 만간 재처리와 종식로개발의 무기한 연기」 정책을 비롯한

차터 행정부의 원자력정책은 미국국내는 물론， 자유세계의 원자력개발을 억

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규제조치의 완화를 위한 개정97)이 불가

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도하게 걸어진 NRC 언허가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했으며， 또한 DOE는 방사성

폐기물계획 98)과 중식로개발계획 99)을 중점시책으로 책정하기에 이르렀다.1 (0)

96) 海外諸園(l)電혔훌훌藥， 海外電力調훌홉. 1984年

97) 1982년 6월 4일 혜이건대통령， 재처리·플루토늄이용 기본청책 서명 송인

98) 1983년 2월 7일 DOE, 고준위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업지선정지첨 발표， 1983년 11월 8
일 OOE, 세계 최대규모의 군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껄 건껄개시. 1984년 5
월 8일 DOE. 면간의 방사성 혜기물 관리 계획 현황 발표 1984년 12훨 ~일 OOE, 고
준위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3곳 션정. 19&5년 4월 25일 α)E，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얼

후보지 3곳 발표I 1985년 7월 10일 DOE. 고준위폐기물의 최종쳐분계획 r비군사용 방

사성혜기물관리계획 CDOE/RW-아E)J 의회 쩨출. 1985년 8월 12일 EPA. 고준위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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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대통령은 198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여 공화

당 선거강령에 따른 두번째의 에너지·원자력정책을 1984년 8월에 (표 2.4.5)와

같이 발표하였다.

(표 2.4.5) 1984년 공화당 선거강령에 따른 에너지·원자력정책 l이)

에너지정책 원자력정책

o 에너지시장에서 연방정부의 규제 0 인허가 절차를 개선

철폐

。 원자력산업의 채무척 신용올 회복

。 에너지부를 해체

。 방사성폐기불 처분올 위한 장기

。 원자력발전올 추진 계획 추진

한편， 1984년 예산에서 Clinch River 종식로(CRBR)의 건셜이 중지102)된

것과 r원자력인허가개혁법안」이 폐지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의회의 대웅이

반도시 협력척인 것은 아니다. 또한 레이건 행정부 자체가 재정적자 축소라

는 대파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f1986년도 예산안」도 긴축 편성될 수 밖에 없

었다. 1985년 l월에 소집된 신의회(제99의회)에서 심의된 주요 대상은， r원자

력인허가개혁법안J ， f1980년 저준위폐기물정책법103)과 1982년 방사성폐기물

성폐기물의 쳐리처분에 관한 최종기준 발표， 1985년 12월 20일 미의회 rl98l년도 저

준위 방사성폐기물정책법」 수청안 가결

99) 1981년 1월 15일 카터대홍령， 1982년도 예산교셔에서 DOE예산중 CRBR 계획 삭체，

1981년 3월 10일 레이건대통령， 1982년도 예산교서에서 DOE예산중 CRBR 계획 2억

5，앉xl만달려 전액 인정， 1982년 7월 30일 NRC, Clinch River 종식로(CRBR)의 최총환

경 영향성명서 보충안 발표， 1982년 8월 5얼 NRC, 부지정비공사 인가， 1982년 11월 l

일 NRC, rCRBR의 최종환경영향성명서의 보완」 발표， 1982년 12월 20일 미의회

CRBR 1983년 예산 승인， 1983년 10월 26일 미상훤 CRBR 예산 부결로 건껄계획 중

지 , 1984년 10월 10일 DOE, 차세대 FBR 설계연구에 Rockwell Int’ l사와 GE사에 위

탁결정

1(0) 전게서 1981년 p. 강O

101) 康子力年훌， 日本鳳子力훌業會議， 1985年 pp.267-268
102) 1983년 10월 26일 미상원. CRBR 예산 부결로 건컬계획 종지

103) 1980년 12월 의회 통과， DOE 지충처분법이 최선이라는 r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최총환경영향보고서」 발표， 1985년 12훨 미의회 rl980년도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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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의 개정법안」， 「원자력발전소의 긴급피난계획의 완화법안」 그리고

r싼ice Anderson법의 적용연장 및 일부 개정법안」 둥이다.104)

1986년 4월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는 미국형 경수로의 사고와

다르묘로 NRC로서도 TMI 사고와 같은 일제첨검과 규제채검토는 실시하지

않았다.105) 체르노벌 사고 이후 실시된 각종여론 조사의 결과는 (표 2.4.6)과

같다.

(표 2.4.6} 체르노빌 사고후 각총 여롤조사 결과106)

실시기관
초 사 결 파 (개 요)

(발표일)

U.S. News &
World 0 훤자력발전소 자체가 위험 ...................…................ 52%

Report-CNN o 소련의 기술이 미숙 ................................................. 34%
<1986. 5)

0 종대환 사고률 얼으커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할
수 있율까? .•....•........••.......•.....•....•.•…........ 낙판척 50%

News Week 비판적 39%
(1986. 5) 。 거주지에서 5마일 이내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반 대 70%
반대하지 않용 26%

Washington
Post ABC 0 원자력발전소의 건셜 .................••..........••... 반 대 78%

NEWSU986. 5)
Cambridge

。 웬자력은 장래의 전력수요를 공급하는데 중요하다Reports
·찬 성 75%<1986. 8)

。 5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할 경우， 과학자로서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 훨자력발전소 34%

USA TODAY 석한화력발전소 22%
0987. 7) 정 * -까‘、- 5%

공 합 25%
확학 공장 8%
모 르P 6%

법」 수정안 가결

104) 전게서 1985년 p. 웠
105) 또한 사고 발생지쟁에서 멸리 훨어져 있었고 검출된 방사능도 저춘위이었기 때뭄에

반융은 비교척 척었다. 1986년 4월 30일 연방정부는 관련부처 작업부희훌 썰치하여

대책조정 기능융 부여하고 청기척으로 방사능혹청치률 공표하는 동시에 주로 외국

여행자륨 때상으로 식품섭취 제한 지첨율 권고하였다.

106) 전께서 1987년 p. Z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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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OE는 1987년 3월에 r에너지안전보장(Energy Security) J 이라는 보

고서를 레이건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이것은 석유가격 폭락에 따른 원유수

입 확대를 배겸으로 정부가 강구해야 할 에너지정책으로서， 수입석유에 대한

의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energy mix를 확립하가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자

력산업 회생방안올 수립하였다，107)

첫째， 원자력발전소 표준화법을 제정함으로써 NRC에 표준화플랜트 셜겨l

의 숭인과 부지의 사전 발급에 관한 권한을 부여

둘째， Price Anderson 원자력손해배상책임법의 개정·연장

셋째， 신뢰성을 계속적으로 개선하여 모률형 신형로를 장기적으로 개발

뱃째， 민간이 직접 취급하고 있지 않는 유일한 원전연료사업인 농축사업

의 민영화를 추진

다섯째， DOE는 감사용 재회수가능 저장시설 Gvms)의 건셜을 포함한 고

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소를 계속 개발

여섯째， 원자력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규제상의 문제를 개청

여기서 Price Anderson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수정법안은 1987년 7월에 연

방하원， 1988년 3월에 상원에서 가결되었다 .108) 당시 현행법은 유효기간 10년

의 시한입법으로서 1987년 8월 l일에 그 유효기간이 끝녔었다. 단 의회가 법

의 연장 또는 폐지를 숭인하기까지 가동중·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양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각각 유효기간이 10년，

20년으로 상이하였지만， 원자력손해배상책임액의 상한을 7억5백만달러에서

70억9천만달러로 인상하는데는 의견을 함께 하였으며， 산업계는 PA 대책으

로서 이를 불가파한 금액으로 하고， 유효기간요로논 20년간을 지지하였다 .109)

107) 전께서 1987년 p. Z73
108) 1982년 11월 15일 원자력책임보험 완전민영화， 국가배상조항 소멸， 1988년 8월 22일

원자력손해배상법 발효 그 후 1988년 8월 r 원자력손해배상책임법의 수정볍안」이 례

이건대홍령의 서명을 얻어 발효， 단일사고에 대한 최고배상책엽액은 총래의 10배인

71억달러로 인상하였으며， 이의 개정은 1987년 12월에 발효한 NRC악 r 긴급시 피난계

획규칙」 둥과 함께 원차력을 둘러싼 규제환경올 정 H} 한 것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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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시대통랭의 원자력정책

1988년 11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현직 부통령인 공화당의 부

시가 민주당의 듀차커스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어 1989년 l월에 제41대 미

국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에 실샤된 연방의원 선거에

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올 차지하여 공화당 행정부와의 대립관계가 계속 이

어지게 되었다. 부시대통령은 레이건 전엄대통령의 원자력추진정책을 답습하

는 업장이었으며， 또한 1989년 l혈 단일의 에너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환경을 고려한 란형있는 에너지개발의 펼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NRC 인허가규제 일원화와 Price Anderson볍 수정 둥 원자력관련법

규를 정비하였다.110) 특히 NRC는 1989년 4월 기존의 인허가절차률 근본척으

로 개정하여 건셜허가와 운전인가를 일원화하는 신규칙을 공시하고 이를 통

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원자로의 채택 둥으로 완자력발전소

의 ·표준화가 구체화됨에 따라 종래의 건젤기간이 6년 정도까지 단촉될 것으

로 전망하게 되었다.

부시대통령은 와트킨즈 DOE장관Ill)을 통하여 1989년 7월 21세기를 향

한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으로서 r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할 것임을 발표하였

고， 이어서 1990년 4월에 중간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것은 용도별 에너지 소

비， 에너지원별 공급， 지구환경 기초연구 둥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켠파 옵션

을 정리한 것으로서， 일련의 공청회 112)를 거쳐 일반 대중의 의견을 구한 후

에 부시대통령이 1991년 2월 포괄적인 에너지정책인 r국가에너지전략113) J 을

발표하였다.

109) 전게서 1989년 p. 'n7
110) 전께서 1989년 p. 깜7

111) 1989년 1월 12일 부시대통령， 차기 OOE장판에 퇴역 해군대장인 j. D. Watkins률 지

명， 1989년 3월 9일 취임

112) 1989년 8월 1일 OOE 에너지전략 수립율 위한 챙문회 개획

113)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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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년대의 원자력개발 및 규체체제

원자력개발·관리체제는 r1954년 원자력법 J ， r1974년 에너지행정기구재편

성법 J ， r1977년 에너지부셜립법」 둥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기

초적인 연구개발과 우라늄농축 사업은 에너지부(DOE)， 원자력의 안전성에

관한 규제분야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DOE의 키능은 r1977년 에너지부절치법」의

시행파 함께 에너지연구개발국(ERDA)에서 이관된 것므로 원자력의 상엽이

용에 관련된 분야에서 군사용 핵무기생산， 우라늄농축114)에 이르기까지 광범

위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DOE의 조직은 (그림 2.4.1)과 같으며， DOE의 감

독하에 있는 주요 연구기관과 그 연구분야는 (표 2.4.7)파 같다. 이들 시컬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나 그 운영의 대부분은 대학과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었

다.115)

r작은 정부」와 r강력한 미국」을 목표로 하는 레이건행청부는 DOE률 해

체할 것을 강구하였으나 의회의 반발로 해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예산축

소와 민원삭감 동에 그치고 말았다. 반면에 1980년대의 예산을 보면 명화이

용면에서는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6년도 예산에는 64% 이상

을 국방관련 예산이 차지하였으며， 1987년도의 예산안에는 69%로 증액되었

다. 이것은 레이건 행정부하에서 DOE 예산의 國務部化라는 현상을 현저하게

보여 주고 있다.1 16) 1980년대 DOE의 연구개발판련 예산은 (표 2.4.8)과 같다.

114) 1985년 6월 5일 DOE, 차기놓혹법으로 레이저농촉법 선정， 1986년 1월 29일 DOE,
신농축서버스 기준안 공표， 1986년 3월 24일 DOE, 농축민영화 검토그룹 컬치， 1986년

4월 7일 DOE, 농축사업 참여에 대한 민간기업 의사 타진， 1986년 5월 6일 DOE, 농
축민영화 설명회 개최， 1986년 9월 29얼 신놓촉서버스기준 잠정 생립， 1987년 3월 31
일 DOE 장관， 놓축사업공사화를 제안， 1988년 3월 30일 상원， 우라늄산업 활성화법안

가결， 1989년 6월 9일 민간농축공장 건셜계획 공표 1989년 7월 20일 농축공사법안

상원 통과

115) 전게서 1984년 p. 268, 1986년 p.264
116) 전게서 1985년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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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80년대 중반이후(l않6~1989년) DOE의 조직 117}

117) 團子力 1(....，. ''I ~ 7'‘'I? I 日本홉子力훌業會議. 1988-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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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

연 구 기 판

DOE 산하 원자력관련 연구기관118)

주요연구내용 운명위탁

Ames Lab. l 채료과학，핵파학，고에너지몰리，훨자력 아이오와

개발 주립대학

Argonne Nat ’1 Lab. l 원자로개발，고에너지물리，자기핵융합 시카고대학·

알곤대학연합

Brl빼aven Nat ’l 뼈b. j 고에너지몰려， 기초에너져과학， 핵물리， I 대학연합

자기핵융합

Hanford Eng. Develop- 고속충식로，핵연료주기 웨스탱

ment Lab. 핸포드

Id려10 Nat’ I Eng. Lab. 재처리，고속증식로，방사성폐기물판리

Lawrence Berkeley 핵물리， 기초에너지파학， 고에너지물리， 캘리포나아

Lab. 자기핵융합 대학

Lawrence Livennore "
Lab. 원자력용용연구

μs Alamos ”
Lab. 핵융합연구전반

Oak Ridge Nat’ l i핵연료주가， LMFBR 개발， 자기핵융합 유니온

Lab. 카바이드

Sandia Lab. | 핵무기개발， 핵물질보장조치， 레이저핵 웨스턴

융합， 원자력연구 일펙트력

Savannah River ! 특수핵물질및 폐기물관리， 핵연료주기

Lab.

118) World Nuclear Directory, UNESCOIDOE-SERI, International Directo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formation Center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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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 DOE의 연구개발관련예산 추이 119)

(단위 : 백만불)

항 ~ 1얹~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φ기초과학 516 닮3 639 729 655 709 1,367 1,713

@자기핵융합 460 447 471 웹7 365 잃5 335 360

<ID연구기술지훤활동 댔4 328 395 508 520 639 300 383

여‘- @원자력에너지 1,247 774 649 때4 356 280 333 354
l

구 - 경수로 51 48 34 32 'l:l

- 신형로 159 129 75 93 61

발 - 우주·국방동력시스탱 - 75 117

- 신원자력시스댐 26 19 21 21 28

- 연구소둥 시셜 134 132 128 118 111

- 정책관리 둥 33 27 22 쉰- 11

방사성폐기물·복구활동·환경 231 269 245 758 974 782 680 822

우라늄농축 사업 활동 1,873 1,942 2,194 1,649 1,550 1,210 앉D 1,184

합 껴l 4,621 4,313 4,593 4，얘5 4.따깅O 3,965 4,005 4,816

인 원 (명) 17,178 16.984 16,757 16,300 16 짧8 16,116 16,266 15.804

NRC는 원자로(동력로， 시험로， 연구로)， 우라늄 정련시셜， U02 가공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절，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저장소， 저준위폐기

물저장소， 채처리시젤 동의 원자력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인허가를 실시한다.

NRC 위원회는 위원장율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결정은 찬반

다수결에 의거한다. 위원장은 상원의 동의를 얼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

나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규제위원회인 NRC의 위원 구성은 NRC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위원의 i과반수 이상(4-5명)을 동일

정당에서 선출할 수는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NRC의 임무를 수행하

는데 었어서 정부의 의도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보다

119) 庫子力 1f-'''r ‘ :I r 7'‘:I 1. 日本原子力훌業會훌， 1985-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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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길다)20) 카터 행정부와 레이건 행정부에 있어서 NRC위원의 정당별

구성은 (표 2.4.9)와 같다.

(표 2.4.9) NRC 위원의 정당별 구성121)122)

구 분 카터민주당행정부(77-80년) 레이건공화당행정부(81-84년)

위원장 민주당 R. Kennedy 공화당 N. Palladino

공화당 ]. Hendrie 공화당 T. Rob많ts

민주당 P. Bradford 공화당 J. Asselstines
위 원

중 렵 J. Ahearne 중 립 J，Ab않me

민주당 J. Gilinsky 민주당 ]. Gilinsky

1980년 6월 Kennedy위원의 사임으로 공화당의 P려la버no위원이 임명된

후 공청회 동 중요한 안건은 2:2의 표결로 결정하게 되었다. 1982년 3월

Clinch Riv앉· 중식로의 가건셜 허가를 신청한 DOE의 안건은 공화당계 2명의

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계 1명파 중립계 l명이 반대하여 기각되었다. 그러나

1982년 3월에 민주당계 Bradford의 사임으로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계 위원

을 임명함에 따라 공화당계 위원은 모두 3명이 되었다)23)

NRC의 인허가 권한파 관련하여 1983년 연방최고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일련의 판결이 있었다. 즉， 캘리포니아주의 r원자력 일시중지(Moratorium)법」

과 관련하여 동 재판소가 rNRC의 규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었으며 경제

120) 홈子力年훌， 日本原子力慶業會議， 1985년 p.269
121) 전게서 1982년 p.260
122) 1986년 7월 l일 NRC 신임 위원장으로 책 취임， 1989년 7월 1일 카 취임

123) 전게셔 1982년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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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주당국의 판단에 의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경제성에 대한 판단 권한은

NRC가 아닌 주공익사업위원회에 귀속되었다. 또한 TMI-1호기의 운전재개

푼제124)를 툴러싼 판결중에서 rNRC의 규체는 심리척인 측면에 저촉될 필요

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125) 따라서 연방제도하에 있는 미국에서는 주의

권한이 적지 않으므로 NRC의 운전인가가 운전재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RC의 인허가 활동중에서 건셜허가， 운전인가 및 원A}력

시껄검사 철차는 (그림 2.4.2) 및 (표 2.4.10)파 같다.

안

전

평

가

보

신 청 서

- 원자자력규력제위제원회(NRC)
신청서

관계주 지방당국
현 규 국(NRR) -J'

훤자로안전자문위원회
(ACRS)

- NRC

(원A자SL력B안)주전최인허공가청국회 원자력안전인허가국
(ASLB)

...
검토， 수락， 변경 또는 반려

NRC

결 정

고

서

(그립 2.4.2) 안전심사절차 126)

124) 1985년 10월 9일 6년반만에 운전재개

125) 전게셔 l앉E년

126) 鳳子力 rY-"r ‘'J ~ 7"‘'J ? a 本홈子力塵業슐훌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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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0)

절 차

건쩔허가

운전인가

원자력

시설검사

NRC의 인허가 절차

주 요 내 용

。 신청자는 신청전에 부지의 척합성에 판한 비꽁식 명가를 원자로

규제국(NRR)에 요청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젤에 관한 정보이외

에 반트러스트， 환경， 방사션안전성의 심사에 펼요한 정보를 첨

부한다.

。 신청서를 공개한 후 관계 주·지방당국과 NRC의 원자로안전자문

위웬희(ACRS)에 송부한다.

。 NRR이 신챙셔률 검토하고 지질연구소와 기상국 둥의 전문가에

게 자문을 받는다.

o ACRS의 I멍가작업올 실시하는 동시에 ACRS , NRR과 기술척언

의견올 교환한다.

。 ACRS가 검토한 후 NRC에 홍보한다. ACRS의 권고와 NRC의

안전해석보고서를 공개하고 관계 주당국 둥으로 송부한다.

0 관보에 공시환 후 원자력안전언허가국(ASLB)이 공청회를 실시

한다.

。 NRC 위원회가 ASLB 결정을 검토， 수락， 변경 또는 반려한다.

。 환겸심사에 대해서는 NRR이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에

대한 공청회흘 개최한다. 환경문제가 해결되면， 한정작업 허가

(정지공사 동)가 발급되며， 건철의 준비작업에 들어 칸다.

。 건설이 진행되고 최종설계정보와 운전계획이 작성되면， 신청자

는 최종안전해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운전인가의 발급올 신청한다.

。 심사절차는 건셜허가의 경우와 대개 비슷하며， NRR야 사무를

담당한다.

。 운전인가에는 당해 서셜이 일반대중 및 주변환경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재 운전할 수 있읍올 보증하는 운전조건， 안전·환경

보호조치에대한 기술사양서가 포함된다.

。 NRC의 검사·실시국(IE)은 시셜의 내용기간올 통하여 시쩔이

NRC 규제에 일치하여 건설·운전되는지를 감사하고 있다.

。 건절단계에서는 작업내용과 품질보증 절차의 검사， 풍질기록의

심사가 검사의 중점내용이다.

。 시운전·운전준비 단계에샤는 안전계통 및 서브사스템 그리고

구성부품의 시운전 테스트가 실시된다.

。 운전단계에서는 직첩감시， 개인변컵， 시젤의 기록파 절차의 심사

풍이 실시된다.

。 모는 중대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판단한다. 건젤프로젝트

가 적지 않은 현재의 NRC 업무는 검사에 치중하고 았으며，

스랩의 3분의 1운 IE가 차지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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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 원자력조직의 재편성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금후 다가올 신시대에 대비하여 원자력산업

계는 여러가지 계획을 추진하였다.PillS 원자로lZ7) 둥 고유안전로의 개발 및

서비스 부문의 강화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것은 추진체제의 재검토이다. 원

자력산업의 중심체는 전기사업자， 원자로메이커， 우라늄광업회사 퉁이며， 이

해관계가 반드시 하나로 되지 않는 업계가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자칫하면

정부·악회 또는 일반대중에 대하여 얼관적인 대웅에 보조를 맞추는데 야려움

이 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1986년 10월에 민간의

원자력조직은 다음과 같이 개편되어 1987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첫째， 원자력산업회의 (AIF‘)와 에너지계발위원회 (USCEA; US Committee

for Energy Awareness)를 합병하여 에너지계발협의회(USCEA;

US Coonci1 for Energy Awareness)l28)를 켈치

둘째， 원자력발전사업자 경영·자원위원회(NUMAC; Nuclear Management

and Resources Council)를 법인체로 조직

셋째 , 미국원자력협의 회 (ANEC; Am앉ican Nuclear Energy Council)는

현행대로 존속

넷째， 원자력발전전망위원회(NPOC; Nuclear Power Oversight Commit

-t많) 본부를 영구 철치

이와 같이 민간의 원자력조직이 재편성됨에 따라 30년간 활동해 온 AIF

는 해체되었다. AIF는 완자력관련 추진·협력올 위한 조직으로서 1953년 9월

뉴욕에서 설립되었다. 그 후 1975년 워싱톤으로 이전되어 원자력산업정책에

관하여 대통령 및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학술단체에서 산

업단체로 이행되었다. 특히 AIF‘는 허가 및 안전성 관려， 자연환경연구， 법률，

127) 0와 Ridge 국렵연구소(ORNL)가 스쩨덴의 ASEA-ATOM사의 PRJS 훤자로률 미국

에서개발할 것을 주장

128) 1987년 8월 l일 발족 신임 회장 Robert M. G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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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월간 fNuclear IndustryJ 편집 , rmPO wire」 와 월간 fNuclear INPOJ

둥의 정보를 회원에게 배포해 왔다. 그러나 AIF는 1987년 6월 특별총회에셔

AIF와 USCEA와의 합병을 결정하였다.

야에 따라 개편·신설된 미국에너지계발협의회 (USCEA)는 구 USCEA의

정보제공활동， .AIF의 홍보활동， 그리고 기술회의 개최， 간행물 출판 등을 담

당하게 되었다. 포한 합병에 따라 신젤된 NUMARC는 AIF의 기술 인력을

홉수하여 원자력인허가 문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ANEC는 총래와 같

야 정부판련 사항올 담당하며， NPOC를 산하단체로 두고 산업계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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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90년대 미국의 원자력정책

제1철 90년대 에너지정세 및 미국의 원전 현황

1. 90년대 국제 에너지정세

냉전구조가 불과하고 걸프딴전쟁이 종식되어 현재 셰계는 정치， 경제，

안전보장면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이행기에 있으며， 여러가지 모습으

로 커다란 변화가 알고 있다. 우선 미국에 있어서는 냉전이 총식되자 경제

의 재활성화라는 목표하에 클린턴 행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경제중시， 내향성 정책악지가 지극히 강화되고 있다. 한편， 유럽은 1993년 l

월부터 EC의 시장통합129)이 시작되었는데 이미 단얼시장화라는 경제면에서

의 시장통합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 특

히 독얼올 중심으로 3국의 경제권올 지향하는 움직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

다. 이에 대하여 블릭경제화에 대한 우려가 작금에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

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냉전시대의 커다란 문제로는 구소련， 동구권의 경제적 또는 정치

적 개혁이 당초 예상된 것다도 매우 엄격한 상황에 었다는 것을 지척할 수

있다. 냉전이 끝나고 r명화의 배당」이 기대되고 있지만 이를 얻기도 전에

우리는 오히려 「냉전시대의 빚」올 얼마간 계속 지불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동독을 홉수한 독일이 경제적으로

1£9)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조약의 벌효로 유럽연합(ED) 출범， 1994년 1월 1일 현재

15개국， 인구 3억7천만명， 국내총생산(GOP) 7조3，8.'J>억달러로 천셰계의 114 차지，

전체교역량은 전세계 교역량의 40% 첨유， 1~년 1월 1일 단일통화률 복표로 유

럽통합기구 발족(1993년 l월 1일) 동 결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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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담을 안고 있는 사설에서 알 수 었듯이 현재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소련의 경제개혁은 서방측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제척 부담이 될 수 있다

는 잣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었다.

다음으로 석유·에너지 정세를 살펴 보면 걸프만전쟁의 종석 이후 중동

지구에셔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옴칙임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냉전이 종

식되어 대립은 없어졌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제까지의 공산주의·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갈음하여 민촉대립， 종교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와 칼은 상황속에서 1990년대 그리고 21세기에 국제에너지 시장의 새

로운 질서가 어떠한 형태로 구축될지는 (그림 3.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4

개의 관점에서 그 방향을 찾을 수 었다.130}

첫째는 냉전종결에 따라 에너지사장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

이다. 이것은 에너지의 무역 혹은 투자라는 측면도 포함하며 이제까지 코메

콘 국가를 중섬으로 하는 구공산권과 서방측 셰계 사이에 었었던 벅이 경

제·정치변에서 제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너지시장에서도 진정한 글로별

화가 늦기는 하지만 꾸준허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의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둘째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아울러 지역적인 경제통합화의 융직임이 동

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족， 3대 경제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EU,

NAFTA(북미자유무역권; 미국， 캐나다， 멕시코)131)， AFTA(아세안자유무역

권;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펼리핀， 브루나이， 싱가폴)132} 그리고

APEC(아·태경제협력체;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 뉴질랜E， 태국，

130) 工 *， 1ν ￥-經濟， 1앉a년 2월 pp.2-19
131) 인구 3억8，100만명， GDP 6조8천억달러， 1993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청 발효，

1993년 12월 11알 쿠바를 제외한 북중남미 34개국 전국가가 참가한 정상회담에셔

오는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젤에 합의

132) 1993년 1월 1일 출범， 향후 15년간 점진적으로 관세흘 인하하여 궁극적으로 회훤

국간의 관세률 0-5%로 낮출 계획， 인구 3억3，100만명， GDP 3，34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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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전 종 결， 걸프만 위기

신질서로의 이행

。 미국경쩨의 째건

。 유럽통합의 움칙엄

。 강확하는 블럭경제화에 대한 우려

。 1혼미를 계속하는 구소련·동구권의 정

치·경제 정세

。 대두되고 있는 이슬랍원리주의와 고

조되는 이란의 영향력

글로발화하는

에너지시장

1

3대 경제권과

에너지공동

시장화의

움직임

남북문제로서

의 에너지·

환경 문제

i
중동과
뉴팍스

아메리카냐

90년대의 국제에너지쟁세

기 본 추 세

에너지데당트|
| 자유확와 에너지의

규제완확 고품질화

。 OPEC/ 0 적극화 。 청정연료

lEA 하는 외자 로의 지향

。산유국‘국제 도입책 。 고초되는

석유자본 。 에너지 천연가스
'I 。선진국·개발 시장경쟁 에 대한
도상국 촉진책 기대

(그림 3.1.1) 90년대의 국제에너지정세를 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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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싱가폴， 브루나이，미국， 캐

나다， 멕시코， 철래 )133)룰 들 수 있다. 에너지의 자급율이라는 점에서 보면

NAFTA 국가의 에너지의 자급울은 91%인 반면， EU는 50%, 아시아는

43%로 자원부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쿄는 에너지측면 록， 석유에 있어서도

그 기반이 매우 강하다는 것올 얄 수 있다. NAFTA에 있어서 미국은 미주

대륙을 어느 정도 통얼한 에너지공동시장을 이룩하려는 커다란 구상융 가

지고 있다.

한편tED는 에너지 공동시장울 지향하는 움직임이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영역내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규제와 장벽 즉， 비관세 장벽을 헐

어버리고 자유로운 시장으로 하고， ED영역내에서 가능한 한 자유로운 에너

지시장을 만들어 효율화를 도모하는 둥 각종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기본방향은 유럽전역을 커버하는 에너지 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하여 21

세가를 위해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아시아 시장은 에너지면에서 자급율이 낮은 편이며， 특히 석

유에 있어서는 중동의존이 66%로서 높은 편이다. 최근 발전얼로에 있는 아

시아의 경제는 에너지 안정공급의 확보방안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었다. 이에 따라 최근 아시아·태명양 전체의 천연가스파이프라인망 구촉

을 구상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이라든가 중국을 포함하여 이제부터 21

세기를 향한 아시아 전체의 에너지공동체 혹은 공동시장을 지향하려는 움

직임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쩌번째의 관점은 남북문제로서의 에너지·환경 문제이다. 환경문제에 있

어서도 동서냉전이 끝나고 남북문제에 세계의 관심이 기울야져 가고 있다.

인구변에서 보면 DEeD, 구소련， 동구권의 선진공업국운 24%를 차지하고

133) 언구 21 억 2，800만명， GDP 13조5，700억달러 t 1993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셔 18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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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에너지 소비면에서는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CQz의 배출량애 있

어서도 대략 같다. 앞으로의 에너지 수요증가를 보면 l뾰0년대에 증가해 가

고 었는 에너지수요의 63%는 개발도상국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개발도상국

의 에너지문제가 환경문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다.

네번째의 관점으로는 충풍 문제이다. 륙히 걸프만위기， 걸프전쟁이 종식

되고 나서 중동에 았어서 미국의 출현이 한충 높아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국제적 석유정세를 보아도 미국의 대중동청책 혹은 그 중에서도 미국의 역

할， 또는 걸프연안국파의 관계가 앞으로 보다 중요하계 될 것이라는 의미에

서 그 동향을 주목할 펼요가 었다.

이상의 네가지 관점을 총합해 보면 1990년대의 국제에너지 정세눈 에너

지데당트， 자유화와 규제완화， 에너지 고품질화의 경향이 한충 강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번째로 냉전구조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척 에너지정세는 시장메카니즘

율 중시하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안정확를

지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파 개발도상국과의 판계 혹은 OPEC와 lEA

의 관계， 혹은 산유국과 국제석유자본과의 관계에서 1970년대 이후와 같이

과거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상호간에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현실

올 인식하여 대화를 계속해 가려는 「에너지데탕트」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었다.

두번째로 「자유화와 규제완화」의 경향으로는 OPEC 산유국은 물롱 그

이외의 산유국에서도 서방측의 자본이라든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자국자원의 개발올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또한 에너지시장의 경

쟁촉진책이라는 측면에서 EU는 물론 미국에서도 전력부문에서의 도매시장

경쟁촉진책을 추진하고 있고， 얼본에서도 각종 규제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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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l앉%년대를 r그린시대」 즉， 환경의 시대라고 얼컬고 있는데，

현실척으로는 그 양상이 더욱 섬화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에너지， 연료

면에서도 째끗한 연료에 대한 수요 요청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특허 미국

의 가솔련에 대한 품질의 규제를 보아도 대단히 엄격한 규제가 나와서 깨

끗한 연효를 만들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세계적

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높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는

「애너지 고품질화」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파 같이 살펴 본 1990년대의 국제에너지 정세에서 알 수 었듯이 국

제에너지 질서는 전체척으로 안정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화 지향

이라는 것파 참으로 안정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중동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슬랍 원리주의의

대두， 에너지·환경을 둘러싼 산유국과 소비국의 대립， 또한 러시아의 석유감

산 문제， 혹은 위험성있는 러시아·동구권의 원자력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이

며， 구소련의 핵무기 폐기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둥둥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운제가 앞으로의 국제척인 에너

지 전체의 흐름에 따라서 안정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았

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산유국과 소비국

이 안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척인 추셰이다.

2. 미국의 원자력발전 현황

제i차 석유파동 134) 이후 20여년이 경파한 지금， 미국은 이의 귀중한 경

험을 살려 국내 전력공급의 52%를 석탄화력발전으로 하고119%를 원자력

발전으로 하는 공급구조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지구환경파 관련하

134) 1973년 10월의 제4차 중동전쟁옳 계기로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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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석탄의 신규사용에 규제조건도 많고， 또 원자력에 대해서는 미국내 고유

의 사쟁으로 신규개발이 산업계의 뭇대로 되지 옷하는 둥 큰 변화를 보이

고 있다.

TMI 원전 사고가 발생한 1979년말 미국의 원자력발전소는 72기로

54，닮빠lfW e가 가동하여 총발전전력량의 11.4%를 차지하였다. 미국에서는

1993년말 현재 10971 의 원자력발전소가 훈전종이며 271 가 건젤중에 었다.

135) 운전중인 109기의 원자력발전 용량은 98，7없MWe로서 전세계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 용량의 약 30%콜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 최대의 원자력발전

국이며， 건껄중인 2지의 원자력발전용량은 2，330MWe 이다， 미국내 운전중

및 건설중 원자력발전소의 노형별 현황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미국의 운전중 및 건셜충 원전의 노형별 현황136)

(1993년말 현재)

PWR BWR 기타 계

구

기수 MWe 기수 MWe 기수 MWe 기수 MWe

으"- 져‘~주‘J 72 66,968 37 31 ,816 - - 109 98,784

건설중 2 2,330 - - 2 2,330

계 74 69.298 37 31 ,816 - III 101,114

135) IAEA y않rbook 1994판애 서 방훼 요약

136) lARA Reference Data Series No.2, Nuclear Power Reactors in 야le

World. 1994. 4

-67-



1993년도 미국에서 상업운전을 개시한 원자력발전소는 Comanche Peak

2호기(PWR， 1,150 MWe) 1기이며， 운전정지한 원자력발전소도 1976년에 상

엽운전개시한 Trojan 원자력발전소(PWR， 1,095 MWe) 1기이다. 1993년도

미국내 원자력발전소가 발전한 전력량은 총 610.3 TWh로서 전체 발전전력

량에서 약 21.2%를 차지하였고， 세계 전체의 원자력발전량에서는 약

29.12%를 차지하였으며， 원전운전 경험이 1 ，810년 8개월로 세계 최대의 원

자력발전 국가였다.

미국내 PWR형 원자력발전소의 이용옳 추이를 보면 1989년까지의 명캄

은 약 64%였던 반면，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0년에는 69%, 1991년

71%, 1992년 76%, 1993년 72%가 되었고， 세계 평균인 70-75% 수준에 도

달하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도입 추이를 보면， (그림 3.3.2)1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중반 이후 1,OOOMWe급 경수로가 많이 도입되었고 그 이후

는 1980년대 초·중반에 걸쳐 한차혀1 많은 도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체

척으로 초기에는 저용량 및 실험적 신형로의 도업이 이루어쳤으며， 그 이후

에 대용량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수로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79년 3월 TMI 훤전사고 이후 새로운 원전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요며， 현재 건껄중이었던 8치의 원전충 실질적으로 2기의

원전138)만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었다.

137) Nuclear Int앙national Engin훌mng의 i'Wor1d nuclear 띠dus다y handbook 1993",과

lAEA Reference Data S뼈es No.2, II'Nuc1ear Power Reactors in the World,
1994. 4J에서 발훼하여 정리

138) 271 의 원전은 Tennessee Valley Authority(TVA) 의 l.665MWe곱 가압경수로인

Watts Bar 1&2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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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자력산업의 첨체는 당사 전력사업자들의 재정상태 악화와 전

력수요 성장이 예록된 것보다 훨씬 낮아쳤고， 이것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

질 것이라는 전망 및 훤전 사고 특히 TMI 사고에 기인하고 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원자력발전의 경제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전 발주 부진이라는 침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다. 원전의 경제성 악화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요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

다- 하냐는 원전 규체의 강화로 원전의 건설 기간이 장기화되었고， 규제를

충족하거 위한 여러가지 보완작업어 많아졌기 때분이다. 미국와 과거와 현

재의 건절기간을 비교해 보면， 이를 단척으로 알 수 있다. (표 3.1찌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며국 원자력발전소들의 건셜기간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세

계 명균을 밑도는 좋은 실적올 보이고 었으나， 그 이후에는 세계 명균올 념

고 있으며， 최대로는 1993년에 운전개시한 원전에서 약 3배에 달하는 2227fl

월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이러환 경제성 악화 요언을 없얘기 위하여 표

준원전 젤계와 인허가절차의 단순화를 도모하고 었다. 이와 함께 (그렴

3. 1.2139» 와 같이 미국의 원자력발전소는 2005년대 시점이 되면 운전연령 1뼈)

이 30년을 넘는 것이 40기 이상이 되며 또한 안전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보

수유지 비용여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 원전의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규발전소의 건셜이 쿄게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의 원전들을 수명연장하여 계속 운전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39) lAEA Heft앙ence Data S따es No.2, Nucl않r Power Reactors in the World,

1994.4
140) 미국의 원전 인허가 수명은 40년으로 되어 있고 획큰 NRC는 원전 수명연장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는 규칙올 재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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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미국의 평균 원전건썰기간 변화 추이 141)

구 걷님r 미국 평균 셰계 명균

원전 수 2 12
1955-1960

건젤기칸〈개월} 42 43

원전 수 8 41
1961-1앉j6

건셜기간(개월) 60 63

원전 수 22 64
1967-1972

해당 건젤기간(재월) 52 58

기간에
원전 수 44 118

1973-1978
건셜기간(개월) 78 68

상업운전

원전 수 19 127
개시한

1979-1984
건설기간(개월) 126 89

발전소 훤전 수 29 117
1985-1앉뻐

건셜기간(개월) 147 101

원전 수 - 6
1992

건셜기간(개월) - 91

원전 수 l 9
1993

건젤기간(개월) 222 88

141) 천재서 19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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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원자력협회 (NEn는 원자력이 청정대기 확보와 경제 성장에

기여한 실척을 ‘지구의 날’율 맞이하여 1994년 4월에 발표하였다.I쟁) 우선

공해가스의 방출량 감소효파룰 보면， 1993년에 109가의 미국 원전은 발전부

문에서 30%의 이산화탄소(COz)를 감소시켰다. 원자력율 확력발전으로 대체

할 경우， CQz 1조3，300만톤분에 상당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펼요하다. 이

것은 미국 전체로는 총 10%의 C마 방출량을 감소하였고， 산성비의 원인으

로 알려진 아황산가스 (SOz)의 방출량을 470만톤 감소하였으며， 도시의 스모

그현상과 산성비의 원인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 (NOx) 의 방출량올 220만톤

감소한 것이다. 1973년부터 1993년까지 20년간 미국 원자력발전소는 엄청난

양의 공해가스를 감소시켰는데， 그 내용은 이산화탄소 16억톤， SQz 6，5<삐만

톤， NOx 2，700만톤이다.

그리고 연료대체 효파로서 1993년에 미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함으로

써 화석연료를 대체한 양을 보면， 석탄 2억3，500만톤， 천연가스 7，900억입방

펴트， 석유 9，600만배럴 웅이다. 또환 과거 20년간 원전으로 인한 화석연료

의 사용감소량은 석탄 26억톤， 천연가스 9조업방피트， 석유 21억배혈 동이

다.

또한 원자력발전과 경제성창 측면을 살펴 볼 빼 미국은 현재 석탄

(52%), 원자력(19%)， 천연가스(14%)， 수력 (9%)， 석유(3%)， 기타 재생에너지

원(3%) 풍의 전원에서 전력올 얻고 있으며， 과거 20년간 미국의 전력수요

와 경제는 거의 같은 속도로 성장해 왔다. 1993년의 전력수요량은 1973년에

비해 67%가 증가했으며 총국내생산(GDP)은 56%가 증가했다. 미국 애너지

부의 전망에 따르면 에녀지 철약으로 많은 성과를 올려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150 내지 20071 의

신규 대형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COz 방출

142) ENS NucNet, 199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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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중가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지만 선진공업국 12개국의 설척을 분석해

본 결과， 며국을 포함한 9개국이 원자력발전량을 늘렴으로써 COz 방출량의

중가없이 경제성장올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눴다. 미국의 원자력발전

첨유율은 파거 20년간 15% 중가한 반면에 l인당 C02 방출량은 이 기간중

에 오히려 15% 감소환 것으로 밝핵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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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철 90년대 미국의 원자력정책

L 국가에너지전략과 에너지정책법

부시공화당 행정부는 1991년 2월 20일 21세기를 향한 포팔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r국가에너지전략(Na다anal Energy Sσategy)J을 발표하였다. 이것

은 1989년 6월에 부시대통령이 와트킨즈 에너지부 장관에게 포괄척인 선에

너지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DOE가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143)를

개최하고 전문가악 의견을 청취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에너지정책의 기본은

시장원려의 활용에 두고 있으며 세체의 활용올 최대한 피하고 있다. 그 중

원자력발전은 대 71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서방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으므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2010년까지 필요로 하는 신규발전젤비 2

억 7，500만kW중 1억9천만kW를 원자력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2030년

까지 당시 젤비용량 l억 9，500만kW의 2배인 2억9천만kW를 운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었다.1때

NES에 제안된 원자력관련 업법조치는 원자력규제위원회 (NRC)l45)의 원

자력발전소 건셜허가와 운전언가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DOE가

추진하고 있는 네바다주 유카산의 영구폐기물저장소 특성명가조사를 지원

하는 조치가 있으며， 모두 국가에너지전략법안의 형태로 1991년 3월에 제출

되었다 146)

또한 NES는 2종류의 대규모 신형경수로(GE사의 ABWR과 WH사의

143) 1900년 4월 2일 DOE， 15획의 공청회률 거쳐 국가에너지전략에 대하여 중간보고

144) 鳳子力年훌， 日本鳳子力흩業슐議， 1991 년 p. 짧4

145) 1991년 7월 1일 NRC 위원장에 Ivan Selin 취엄
146) 전께서 1992년 p.279

FS”I



APWR)147) 그리고 고유안전성을 갖훈 중소형 경수로의 설계개발과 NRC의

형식송인에 DOE가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148)

그 후 쌍원에서는 1991년 5월에 정부가 제출한 국가에너지전략법안을

대부분 받아 들인 r국가에너지안전보장법안」이 제출149)되었고， 또한 1992년

5월 하원에서 r포괄적인 국가에너지정책법안」이 가결되었요며， 1992년 10월

상하양원협의회에서 조정을 거쳐 (표 3.2.1)파 같은 내용의 「에너지정책법」

이 성립되었다. 에너지정책법은 부시 공화당행정부에서 입법되었지만， 의회

다수당인 먼주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콜련턴 민주당행정부의

장기척인 청책방향은 미국의 에너지현실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한 똥 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똥 법안의 원자력관련 주요내용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혜기물영구처분장

(유차산)의 입지추진 원자력인허가 일원화 농축공사 및 신형경수로의 표준

젤계 개발에 관한 계확으로서 이에 대한 심의상황 및 현황에 대해서는 다

음 절에샤 상술하기로 한다.

147) 19~년 9월 5일 DOE. 신형경수로의 썰쩨률 위해 WH사， GE사에 자금원조

148) 전게서 1991년 p. 잃4

149) 1992년 2월 19일 상훤 가결， 1992년 5월 'l:t일 상원 통과 r포괄척인 국가에너지정

책법안」 성립

-76-



(표 3.2.1) 에너지정책법 (EPA)의 개요150)

구 봄 ~ 요 내 용

。 발천·송전 부품의 에너지 효율개션 및 DSM 채택에 대해 전력회사에

에너지효율 인샌티브 부여
。 민수용·산업용율 포함한 쩨품 빛 기기에 대해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

。 연방·주청부및 대체연료공굽자에 대한 대체연료차의 단계척 도입의무화

대체연료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있어서의 대체연료차 도입 프로그램 책갱

。 전기자동차 구업자， 충전껄치자에 대한 세액공제

재생가능
。 태양광， 지열에너지에 관한 사업투자에 대하여 10%의 세액공제

에너지
。 풍력， 바이오매스의 상업규모방전에 대해 1.5센트!kWh의 세액공쩨

。째생가능에너지기술·용용율개발하는 청부·민간의 joint venture 공인

。 공익사업회사법(PUHCA)률 개정하여 톡렵계 발전사업자(IPP)률 동법의

전력의 연규방정에서 면체
규채완화 。 에너지규제위훤회(FERC)의 탁송명령〔전력회사에께 쩨3차에 대환

송천 서비A률 명령) 권한의 강화

。 대체M띠imwn(독립계석유·천연가스생싼자애 대한 째공체의 제한) 개정

석유 。 전학적 국가비축(SPR)의 목표 비축량의 인상(7.5-10억바웰)， 북극권
야생동식물보호구(ANWR) 재방

천연가스 。 수입천연가스에 대한 부당차별(가격)의 금지

석탄 。 석탄 빛 챙정탄 기술(el잃n c잃l기g술k의10)청og보y)쿄의환수션출 촉진
。 석탄연소의 부산물이용 및 석탄 샌터 껄럽에 관한 연구

。 NRC의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인허가(건셀·운영)절차 일원화

원차력
。 α)E의 우라늄농축공사 쩔 립

。 네바다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기준 젤정에 있어서

환경보호국(EPA)온 국립과학아카데미(NAS)의 칙첨을 고려

150) .;r. '*')ν~-짧협， 1잃3. 2. p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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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린턴 행정부의 에너지청책

냉전총결 이후의 첫번째 대통령이자 미국의 제42대 대통랭인 클린턴 151)

은 에너지·환경 및 경제성장의 률형적인 해결이 국체적으로 정치척인 과체

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웅을 시작하였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새로운 대처는， 종래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처로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웅할 수 없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즉， (표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 절약 촉진， 천연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 이용확대 등에 의해서 50% 에 가까운 석유수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원자력에 가일충 의존하며 휘발유세의 증세 및 알라스차 야생

동물 보호구역에서의 석유·가스 탐사에 반대하는 둥 안전성파 환겸 측면도

배려한 시책이다.

이와 같은 시책은 차터 민주당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비슷한 것이지

만， 클린트 노믹스의 기본은 에너지 정책을 고용창출파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거시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문제도 r환경어냐 경

제성장이냐」의 선택이 아나라 새로운 Business Chance로서 r환경과 경제

성장」의 양립을 반영한 것이다.152)

결국 에너지 해외의존도 경감이라는 에너지정책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

한 정책수단으로 시장메카니즘에 입각하면서 에너지 철약촉진 및 대체·재생

에너지 이용촉진 둥의 정책을 실행하려는 자셰률‘보이고 었다.

151) 1앉}2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클련턴 후보가 당션， 12년만에 민주당

행정부가 발족， 클린턴 진영은 에너지자립과 환경보호라는 2가지 청책목표하에 국

내 천연가스 이용확대， 재생가능에너지 이용확대， 에너지절약을 중심으로 하는 정

책을 제시

152) .r..*)ν ￥-， 1앉E. 6. pp. ErI-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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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구 분

를련턴 행정부의 장기 에너지정책 방향153)154)

주 요 내 용

원전 및

환경

0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효융 개선 강조

- 에너지효율기준의 강화규정
- 에너지첨단기술에 대한 정부인센티브 제공 둥으로 미국의 기술

절약 및 | 경쟁력 제고

효율개선 \0 자동차 연비의 기준향상
。 수송연료세 도입

- 휘발유， 디쩔의 연료소비 억제

- 대체연료 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올 미철 것으로 기대

청정 ! 。 천연가스 소비의 확대

에너지 I - 에너지정책법에 따라 카나다， 멕시코로부터의 공급가능
개발확대| 。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 원전의 과대의존 지양

-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발전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우셰

。 원전 안전성 강조

- 훤자력발전 운전비용의 상숭올 의미하여

- 폐기 비용둥올 고려한 훤전의 경제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대륙용 및 알래스카 동식물보호지구(ANWR) 개발 반대

。 지구온난화 대책

- C02 배출량을 2αm년까지 l않%년 수준으로 안정화

- 환경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기에는 마국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으나， 경기가 회복된다면 탄소세의 도입도 검토 가능

석유수입

억제

。 석유수입 억제방안

- 석유수입셰 또는 최저가격제 도입 둥올 검토

- 정부의 이러한 방안은 경제회복 방안과 연계(고용증대 방안의

얼환)

153) 에너지저널， 열산업정보사， 1994. 1. p. 94
154)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청책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도 경기활성화의 측면에서 시행될 것이며 지구 온난확에 대한 관심고조 둥

당연한 현실융 반영하여 에너지정책율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경체와 환

경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도모하되 경제재건과 고용확대가 최우션 과제가 될 것이

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가 경제보다 우션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에너지정책온 환

경 포는 재정 정책의 영향올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결국 클린턴 정부는 민주당의

과거 정책과는 당리 규제보다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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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70년대 이후 다른 공업국가와 같이 에너지의 석유의존도 경감

을 위하여 원자력과 석유의 개발을 추진하여 나릅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으

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반원전 운동，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이산화탄

소 배출억제， 나아가 국내 원유생산 감소를 위한 석유수입의존도 증대 둥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대웅이 요청되고 았다. 이에 대하여 부

시 행청부는 시장메카니즘에 맡기는 방첨을 취하였으나， 클린턴 행정부는

3，αm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임기중 절반으로 경감시키겠다는 목표룰

수립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휘발유세의 중세졸 비

롯한 탄소세， 에너지 매출액세， 석유수입과정금 둥 에너지와 관련된 조세제

도률 검토하였는데， 최총척으로 선정된 젓이 범에너지셰이다.

범에너지세는 태양열이나 풍력 및 지열 둥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제외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동의 발열량에 대해 일정 세율을 책정

하는 것으로서， BTU(British Thermal Unit) 에 따라 파세되므로 BTU세라

고도 불리운다. 세율은 석유와 그 이와의 에너지원과 차이를 두고 석유에

대해서는 중파하고 그 이외의 에너지원은 낮은 세율이 쩍용된다. 즉， 천연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의 셰율은 백만 BTU당 8.57센트로 시작하여 그후

3년간에 걸쳐 인상되며， 1앉%년 7월에는 첫해의 3배인 ~.7센프가 된다. 그

리고 석유에 대한 세율은 에너지 안전보장야란 관점에서의 부가세가 있으

므로 다른 에너지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첫해에 백만 BTU당 19.94센트에서

최종년도인 1996년 7월에는 59.9센트로 인상된다 .155) 동 범에너지세의 목적

및 효과는 (표 3.2.3)와 같다.

155) 工 '*Jν ￥-， 1993. 6. pp. 87 - 89, .J:. '* Jν￥- ν l:" ~ -, 1993. 8. pp. 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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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구분

미국의 범에너지세의 목척파 효파156)

목척

경제적

효파

겸쟁상

효과

환경상

효과

지역적

효과

샤U짧햄

주 요 내 용

。 에너지 효옳개션에 의환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 화석연료의 소비량감축 및 깨끗한 연료의 소비촉진에 의한 환경

개션
0 석유수입량 감축에 의환 국가안전보장의 강화및 무역수지의 재선

o 재정적자의 감축， 장기척인 투자， 생산성향상， 경제성장의 촉진 및
수출확대 둥에 의한 경제력의 강확

。 광범한 과세에 의해 세율올 낯게 억제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효과

도 지역， 산업， 소비자에 광범위하게 첨투가능
。 2αm년 시점에서 파셰되지 않윤 경우와 비교하여 최종소비가격에

의 명향은 적읍.

o 4언가족 년간 소득 약 4만달러의 에너지소비에 샤용되는 지출이
연간 약 2，600달러의 가정에서 동지출은 120달러 상숭， 또한 전체

소비에너지롤 고려하면 320'달러 상숭

。 경제애 타격을 주지 않고， 에너지절약 및 연료전환에 의해 에너지

소벼량이 감소(2000년 시점에서 파세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2% 저하}

。 에너지 소비산엽에 있어， 표스트 중가는 낮고 광범위

o 단계척 수입에 의한 초청 프로세스 지훤， 투자세액공제， 시험연구

비의 세액공제， 국립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이천， 산업에서의 에너지

절약모웰 프로젝트에 의한 지원 동 없읍.
。 채청적자의 감축에 의해 금리도 저하 추세로 되어， 모든 미국기엽

의 수출환경은 효전됨

。 파세에 의한 C02배출 삭감효과에 의해 2αxl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를 1990년 수준까지 언하환다는 미국의 목표달성에 도움.

。 스모그， 산성비， 유해혜기률， 교흥청체， 교통사고동의 감소가 가능
。 국내의 행동은 국제척인 논의 속에서의 며국의 지위 및 영향혁을 l

높이게 되며， 특히 EC의 BTU/탄소세와 같은 타국에서 세제도입

의 계기가 될 것임.

。 저율 및 광범한 과세는， 휘발유세 또는 석유수입셰와 같은 좁은

범위에서의 과세와 달라서，지역적인 차이를 억제할 수 있읍.

o 1인당 명균증세액의 소득에 때한 비율의 지역격차는 10% 여하엄.
。 난방유 소비량의 지역적 격차는 초년도에 난방유에 대한 석유부

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개선되며， 소비자의 조청기깐을 젤정황.

。 소득세 공제， 저소득충에의 에너지원조 프로그랩， 식료스템표채도

둥에 의해 에너지세의 부담경감올 도모할 수 있읍.
。 경제정책 전체로서， 누진과세적인 결파를 초래함.

156) 에너지져널， 얼산업정보사， 1993. 7.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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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뱀에너지세안은 에너지업계와 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봉착함에

따라 1993년 4월 석유·가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BTU셰의 정부 수정안

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수정안파 초안과의 주요차이는 대부환 연료의 파셰

점이 보다 소비자쪽으로 어동했다는 사실이다. 면세품목을 추가하논 한편，

일부 석유제품(에탄올， 때탄올， ETBE157), MTBEl58» 에 대한 안보세를 면제

하고 바지선박용 연료소비세를 현행 갤런당 19센트를 1997년까지 1.19달러

로 인상했다. 하원에서는 연세범위 확대 동을 일부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

정·통과하였다. 하원을 통과한 에너지셰의 주요 변경사항은， CD 71 본 세율올

총전의 백만BTU당 '2!i7센트에서 26.8센트로 1.1센트 인상，(2) 파세점이 보

다 소비자쪽으로 이동，(3) 안보세 면세범위 재조정，@ 수업 에너지집약장

품에 대한 BTU세 부파 둥이 다.159)

BTU세가 하원에서 간신히 통과되어 상원으로 이첩되었으나 상원은 당

초부터 거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통합법

(economic package) 의 주요내용은 다음파 같다.

첫째， 예산적자 5，080억달러 감축으로서 향후 5개년에 걸쳐 2，600억달러

의 지출삭감파 2，뼈0억달러의 수입증대를 돼한다.

둘째， BTU세를 폐지하는 대신 항공연료를 제외한 모든 수송용 연료유

에 대해 4.3센트/갤런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특히 휘말유에 대한 연

방세는 현행의 갤런당 14.1 센트에서 18.4센트로 인상하고， 수송연료세는 향

후 5년깐 220억닿러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재정감축안에 포함되어 있

던 BTU세가 수송세로 변경된 것도 이와 같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하

겠다. 정부와 상하양원와 에너지세에 대한 논의 과정은 (표 3.2.4)와 같다.

157) Ethyl Tertiarγ Butyl Ether, 에탄올파 이소부틸헨올 혼합한 것

158) Methyl Tertiary Butyl Ether, 메탄올과 이소부틸렌올 혼합한 것

159) 전게서 1994. 1.’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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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에너지세 논의 과정 160)

구 분 쟁 부 안 하원송인안 장훤송인안

。멸량(BTU) 。얼량
。 1부피

(/:2£J .7/빽만BTU (/:26.81때만BTU

에
파세거준

。석유중파째: 。석유중파쩨:

(/:34.2 추가 부파 (/:34.2추가부담
(/:4.3/갤런

너 。좌동

과세대상 석유， 가스수，석력탄， 원자력， 。수업에너지 집약상품 수송연료

。에탄옵 퉁 석유쩨풍과 (휘발유，디첼)

지 l 동일하께 파쩨

목표세액 향후 5년간 714억 달러 확동
향후 5년간

째
220억당려

면세대상 수출용석， 공업훤료용
좌동 항공연료

유체풍

。 신재생에너지

안 보 세 。 도입초년도 난방유 N02 난방유 전체
(34.2샘트) 。 에탄옵， 메탄옵，

ETBE, MTBE

미국의 하원과 상원이 1993년 8월초에 를련턴 정부의 재정감축안을 숭

인， 동 감축안에 포함되어 었던 BTU세가 수송연료세로 전환되어 도입될

것이 확정되었다. 재정감축안은 향후 5년 동안 2，또0억달러의 정부지출 축

소와 2，410억달러의 증세로 4，960억달러의 연방척자를 감축시키는 것이다.

재정감축안은 10월 l얼부터 발효되었다. 수송연료세는 갤련당 4.3센트가 부

파되고 이로 인한 세수 중대는 약 240억4천만달러로 추정되며， 파세대상은

가솔린， 다첼， 프로판， 에탄올， 메탄옹， 비상업용 제트연료유， eNG 둥이다.

이로써 휘발유에는 갤럴당 18.4센트， 디첼연료유에는 24.4센트의 세금이 부

과된다.160 재정감축안의 의회통파는 클린턴 대통령의 청치적 숭리를 의미

하나 BTU세의 도입에는 실패함에 따라 열량세의 도입에 포함되어 있던 석

유소비 감축 및 환경정책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수송연료에 대

160) 전게서 1잃4. 1. p. 92
161) 전께서 l잃4. 1.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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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세는 대체 자동차 연료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정책이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청정에너지 채발 둥을 더

욱 강조할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 석유수입억제 등을 목척으

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조치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1993년 10월 19얼 클린턴대통령은， 2αm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방출량

을 1992년 브라질의 리우협약에서 논의된 1990년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r기후변화대웅방안(Climate Change Action Plan)J 을 공포l앓)

하였다. 동 방안이 시작된 주요 발단 중의 하나가 기후도전 (C파nate

Ch와lenge) 으로， 이 방안 아래에서 전력회사들은 DOE의 지원하에 방출 감

소를 위한 업무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걸을 모색

하고 있다. 그 감소 방안은 원자력발전소와 발전용 수력댐의 가동향상을 포

함하고 있지만， 새로운 에너지원의 탐색파 더불어 발전연료를 석탄 및 석유

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1없)

동 방안의 원자력 관련 사항에는 발전소의 가동 및 지원 프로그램에 의

하여 동일한 발전량을 유지시키는 작업올 요구하고 었다. 그 방안의 장기

전략중 하나가 상업 원자력발전 수단융 유지시킬 수 있는 원자력안전 빛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지속척인 연구룰 요구하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눈

부시·레이건 행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 온 유카산 계획을 져원할 것이며 전

혀 새로운 점은 찾아볼 수 없다.

162) 한편， 동 방안이 발표되고 이틀 후에 세계에너지위원회는 원자력발전량올 증가시

켜야 한다는 것올 내용으로 하는 r내일의 세계를 위한 에너지 (Energy for
Tommorrow' s World) J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세계의 인구충

가와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2020년까지 세계에너지 소비는

1990년보다 3OOA>에서 100%까지 증가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만약 온실가스

방출이 1990년 수준으로 동결되려면， 원자력발전량의 실질척인 중가를 강조하고

있다.

1않) Nuclear News, 1993.12.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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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에너지정책이 세계시장에 미치눈 영향

미국의 향후 정책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버효율을 강조하는 한편， 화

석에너지， 특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E

환 신재생 둥 석유 대체에너지 개발율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가 예상되고，

이러한 에너지 관련기술올 상업화하여 쩨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생활 가능성

어 높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부시 행정부에서 클린턴 행정부로 바

뀌었어도 에너지의 안정척 공급 확보에 관한 정책척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

다. 해외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촉， 청정에너지 개발 및 이의 상업화 둥은

클린턴 청부의 대외정책 및 통상정책파 맥을 함께 하며 추진될 것으로 전

망된다. 마국 에너지정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파 같이 정리될 수

었다)64)

첫째， 청정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기술 이용이 범세계적으로 확대휠

것이다. 를련턴 행청부의 석유의존도 감축청책이 지속되고 에너지효율 향상

둥에 대한 체도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미국의 에너지 효율관련 기술은 세계

척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여며， 또한 이러한 기술이 통상과 연계되면， 범

셰계적으로 청정에너지 소비형태로 유도하는 데 71 여할 것이다. 특히 에너

지소비 중가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 선진기술이 이전， 각국의 석유의존도

가 감소될 것이며， 청정에너지 소비는 증가될 것이다. 즉， 청정석탄기술

(Clean Coal Technology)의 이전으로 석탄연소기술이 향상되고 석탄소비가

증가되면， 정치척으로 불안정한 중동산 석유에 대한 의존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석탄기술파 자국산 석탄수출올 패키지로 연계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 효율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될 것이다. 지급까지

164) 에너지저널， 열산업정보사， 1잃4. 1. pp. 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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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클린턴 행정부의 가장 핵심척인 에너지·환경정책은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 개선이다. 미국 에너지정책법(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에

너지 효율기준은 기존보다 강화된 것이므로 에너지 기기 및 관련 제품의

대미 수출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통상 장

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고어 부통령은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

러가지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제

공 동으로 미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관련 기

술의 상업화 및 기술이전은 에너지정책법과 클란턴의 공약에서 표명된 바

있다.

세째， 미국의 소극적 원전정책으로 말미암아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미

국의 원전정책은 환경정책의 강화로 소극적으로 전환되어 미국내 원전산업

뿐만 아니라， 세계 원전산업올 위촉시킬 것이다. 클련턴 행정부는 원전의

휠요성을 장기적으로 인정하지만 중·단기척으로는 타연료와의 경쟁력이 있

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현재 원자력발전은 환경 및 폐기 비용까지률

고려할 경우 비경제적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및 유럽

지역파는 대조적으로 아시아 지역(인도，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훤전 건설

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션진국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원전진출 확

대를 위해 원자력 관련 선진기술의 이전조건이 완화될 가능성도 었다.

네째， 환경정책으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미국이 선진국 C02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지구온난화 문제와 CO2 배출억제 정책 165)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이로써 선전국들의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공조체제가

더욱 공고히 될 전망이며， 범세계적으로 배출가스 총량을 억제시키기 위해

165) 1993년 4월에 콜린턴 정부는 에너지정책법에 규정한 프로그랩보다 적극적으로 환

겸정책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벌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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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에너지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펼요하다. 따라서

환경 및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선진기술의 개도국으로의 이전이 촉진될 것

이다.

다섯째， 무리한 석유수입 억제 정책은 국제 석유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인 석유생산국·소비국이나 최근 자국의 생산

량이 지속척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크게 중가하고 있어 미국의

원유수입 억제책의 도입이 예상된다. 클린턴 행청부가 국내 석유가스산업의

육성파 고용효과 중대를 이유로 원유수입 억제정책(수입세， 최저가격제 도

업 둥)올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경우， OPEC 둥 산유국의 반밥을 야기， 국

제시장옳 경색시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섯째， 대체연료차로의 자동차 시장의 구조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에너

지정책법에 의하여 2000년초반까지 대체연료 자동차가 강제 도입될 것이다.

도입될 대체연료차가 비록 공공부문의 경량 자동차에 한청되어 미국 자동

차 시장의 규모로 볼 때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미래의 자동차연료는

환경적으로 무라가 없는 것이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일곱째， 수송연료셰 도업은 각국별， 제품별 과세 경향을 가속할 것이다.

미국의 수송연료셰 도엽은 EU를 비롯한 각 국가별 석유 또는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4. 클린턴 행정부의 예산추이와 원자력정책

클린턴 행정부 초기의 r예산교서」는 1993년 4월 초순에 발표되었다. 클

린턴 대통형은 2월 17일의 「일반교서」에서 r핵무기의 개발을 포함한 원자

력관련 연구개발중에서 현재 펼요하지 않은 프로그램를 혜지한다」고 공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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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너지공급에 관련된 원자력연구개발 예

산은 대폭 삭감되고 있다. 고온가스로 둥의 신형로 예산삭감이 현저하며，

FOAKE플 중심으로 한 신형경수로 예산은 전년도 수준이다. 한편 기초과

학파 핵용합 풍의 기초연구에는 중액조치를 강구하고 었다. 또한 에너지절

약파 태양열·재생가능에너지의 연구개발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풍 민주당의

잭채가 짚게 나타나고 있다.166)

(표 3.2.5) 1994년도 DOE 예산안167)168)

(단위 : 백만달러)
’93년도 '94년도

구 분 충 캅
수정후 예산안

국 방 관 련{국 방 계 획) 7,164.3 5,910.0 -1，껑4.3

기 초 과 학 기 술 연 구 2,704.4 2，잃3.0 218.6

。 원자력연구개발
잃5.4 양화.0 -61.4

에너지
。 신형경수로

58.7 57.8 -0.9
。 신형로연구개발

관련 60.0 15.0 -45.0

활통
。 우주동력시스댐

84.5 53.1 -31.4
。 악티나이드재순환 - 21.9 21.9
。 원자력시험시껄폐지바용

84.7 84.7

방사성 。 방사성폐기물71금 275.1 앓no -15.1

폐기물처분 。 민간폐기물연구개발 4.7 0.7 -4.0

우라늄공급·농축활동
-88.2 100.0 강8.2

339.7 347.6 7.9
핵 융 합

환경복구· 폐기물관리 5.495.1 6,462.3 967.2

합 계 18,990.3 19,563.7 573.4

166) 底子力年훌， 日 本原子力塵業會훌훌， 1않J3. p. 웠7

16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Btl!앨et Hig비핑hts FY 1994, April 1앉J3.

168) 신형경수로는 설계형식숭인， 상업표준화， 조기업지인가설중， 신형로중대사고， 플랜

트수명연장 부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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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한 총 196억달러(전년비 3% 중가)의 1994회

계년도 예산안169)은 모률형 고온가스로(MHTGR)와 신형 액체금속로

(ALl\1R)의 개발올 중지키로 한 클련턴 행정부의 방침이 반영되어 었다. 그

러나 1993년 1월에 상세엔지니어랭 설계를 설시한 2종류의 신형 경수로개

발 프로그햄은 전년도의 5，870만달러에서 5，780만달러로 약간 감소했으나，

이 계획은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신형경수로 개발 예산의 내역은 상셰엔

지니어링 설계개발에 3，310만달러，‘ 설계인중에 1，670만달러， 원전의 운전·인

가·갱신을 위한 계획지원에 320만달러， 조기 입지설정 프로그램에 80만달러

이다. 폐기물 관련으로는 고준위폐기물 져장소로 예정된 네바다주 유카산

부지특성 조사에 2억 6，190만달러， I\1RS 관계에 1，570만달러이며， 포 악티나

이드 핵종의 연소연구에 2천만달러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핵융합 연

구개발에는 약 3억5천만달러가 반영되어 었다. 군사관련 예산은 핵군촉의

진전에 따라 전년에 비해 대폭 삭감되었으나 에너지부의 해무기관련 시셜

의 정화작업에는 전년 대비 18% 중가한 65억달러로 중액되었는데， 이는 에

너지부 예산의 3분의 l에 해당한다. 이외에 EBR-2(중식시험로) 또는 연료

제조시쉴， 제로출력로 및 아이다호 공학연구소를 비롯한 관련 시쩔도 차츰

폐쇄키로 결정하였다. 전체척으로 에너지 효융 향상에 7억7，앉삐반닿러(35%

증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3억2，700만달러(30% 중가)， 천연가스의 연구

개발에 1억 100만달러 (26% 증가)를 배정했으며， 전년도에는 전무했던 석탄

청정기술에 2억 5천만달러를 새로이 배정하는 둥 원자력 이외의 연구개발

비가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이 특정이다.170)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2월에 l조5，190억 달러의 1995년도 예산을 발표

169) 1993년 4월 8일 의회 쩨출， r미국의 변화와 전망」융 반영， 원자력연구관련 불필요

한 예산올 삭감하는 대신 재쟁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프로그랩올 확대

170) Energy Policy, 1잃3. 4., Energy Daily, 1993. 4. p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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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중 DOE의 예산으로서 185억달러를 요구하였다. 상업화에 가장

가까운 원자로인 신형경수로(ALWR)를 제외하고는 DOE의 원자력계획은

연구개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원자력계획의 주요 목표는 2010년까지 요구

된 최져 2억kW의 선규 발전용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기

에 상용의 표준화 ALWR올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ALWR의 예산은

5，100만달러이다. 그리고 이 계획의 일환으로 GE사의 신형비둥수로와 CE사

의 신형가합수록인 System 80+를 인가하가 위하여 NRC와의 공동예산에

의해 셜계인가규칙을 작성활 계획이다. 또한 보다 소형으로 피동안전성이

강화된 WH사의 AP-600과 GE사의 SBWR에 대해서도 공동예산에 의한 설

계인가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NRC는 1997년까지 이둡 4개의 ALWR의

컬계가 인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았다)70

연방정부의 지출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신형액체금속냉각로 (ALIvlR) 및

모률형 고온가스냉각로 (MHTGR) 의 셜계계획은 다시 단계적으로는 철회하

도록 권고되었다. 이들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알곤국립연구소의

관련시설은， 중식실험로인 EBR-II 를 포함하여 199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였다. DOE는 가까운 장래에 상용화되지 않고 별다른 확실

한 용도가 없는 신형원자로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ALMR(EBR- II 포함)과 IvIHTGR에 관한 계획은 폐지된다. 그

라고 이와 관련된 악티나이드 재순환계획의 중지에 따라 1995년도 요구의

7，050만달러눈 불펼요한 원자력셔셜을 떼지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1엄)

그리고 DOE는 실지조사시설 (ESF) 의 건설 및‘설시중인 지표시험에 관한

굴삭갱도 작성에 관한 활동을 포함하여 처분장 후보지인 유카산의 특성화

를 계속하기 위하여 3억 8，120만달려를 요구하고 었다. ESF의 건설에는 3교

대로 훈전하면서 주당 112마터의 비율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도 굴삭장치를

171) Nucleonics Week, 1994. 7. 21 , 앉용 NucNet 1994. 8. 16, Nuclear News, 1994. 3.
pp.25-26

172) NSRA 美團鳳子力情報， 日本源子力安全뿜究協會， 1없4. 3. 15. pp.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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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유카산 부지특성화 계획을 위한 요구에는 약 5.4미

터의 지하도 굴삭장치 및 탑팡 굴삭장치의 조달이 예산에 책정되어 었다.

또한 DOE는 다중목쩍 캐나스터(~따'C)의 개발올 포함한 사용후연료의 저장

파 관련된 활동에 3천만 달러의 예산올 요구하였다. 예산안에는 !vIPC는 저

장， 수송 및 최종처분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며，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ov앙pack을 이용한다.

동시에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국(OCRWM)은 실행가능한 !v1RS의 입지에

관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수송시스댐에는 !vIPC의 수송용 ov앙pack의

개발과 수송용기의 셜계 활동에 대하여 2，100만달러가 요구되고 있다. 신기

술인 트럭 수송용기에 대하여 그 컬계확인， 사용시험 및 정보보급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인가가 취특될 예정이다.

표준화된 처분계약의 관려， 방사성폐기물기금(N\VF)에 지불되는 수수료

의 껄정·확인 및 NWF에 대한 수수료의 타당성 분석 풍의 폐기물수입 활동

에 대하여 600만달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품질보증 계획

의 유지에 1，410만달러， 시스댐의 통합 및 규제대웅 활동에 1，270만달러， 연

방정부의 급여， 전략의 계획， 국제계획의 지원， 외부협력， 계획의 관리， 정보

의 관리를 포함한 계획관리비로서 6，730만닿러가 요구되고 있다.

DOE는 민간방사성폐기물의 연구개발계획에 70만탈려를 요구하였다. 이

것은 건식처장 실증계획에 의한 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용기의 감사와 장기

적인 사용후연료 저장에 관한 연구개발올 계속한는 것이다.

원자력파 관련된 1995년도 예산의 최대 삭감은 우라늄프로그랩으로 미

타났다. 우라늄공급파 농축활동은 6，330만달러로 53%가 삭감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은， 1992년도 에너지정책법에 의해 우라늄놓촉 기능의 대부분이

DOE에서 미국농축공사(USEC)173)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DOE에

남아 있는 몇몇 활동에 대해서는 1995년도 우라늄의 공급 및 농축에 관한

173) 1앉n년 7월 1일에 셜립

-91-



활동으로서 (I)USECC에 기여하고 있지 않는 Portsmouth 및 Paducah에 있는

농축시설의 관리 t (2)USEC가 설립되기 전에 존재해 온 환경문제와 무관한

채무，@환경 측면에서의 회복조치t~기슐이전에 판한 활동.®미국이 구입

환 러시아의 져농축우라늄이 고농축우라늄에 유래한 것이라는 신뢰성 제고

를 위해 필요한 투명성 확보 대책 동을 실사하기 위하여 7，800만달러가 요

구되고 었다.

1995년도 예산이 1994년도를 맡도는 주요 이유는 다읍의 두가지이다. 첫

째 t 1994년은 TVA에 대한 지불올 만료한 최종년이었던 점이다. 풀째， 고농

축우라늄 셜비의 폐지를 위한 비용이 현재 해군의 원자로개발에 관한 예산

요구에서 단독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USEC에 대한 지훤으로서

1995년도에 실시해야 할 비용회수가 가능한 작업으로는， 고농축우라늄의 보

장조치와 공급， USEe에 부여한 농축사설의 안전성 감사， 전력계약의 관리

및 시설의 임대에 관한 관려를 들 수 있다‘

한편 1993년 9월 27일 클련턴 대통령은 유엔총회의 연쩔중 새로운 핵비

확산 정책의 플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레이건이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상당히 진보한 청책내용이었고， 냉전종식 시대에 대웅한 새로운 핵버확산

체제의 기본노선을 시사한 것으로서 주목받올 가치가 있다. 또한， 카터 행

정부의 교훈을 인식하는 동시애 동맹국의 원자력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주

지 않도록 배려한 정책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도노선’을 선택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174)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용 핵물질 생산금지 조약의 체창，

핵무기해체 핵물질에 대한 파EA의 사찰 수락， 민수용을 포함한 농축우라

늄·플루토늄 재고량의 삭감 둥여다.

174) .:r. *ι~-7 ;t -'.7 A, 1993년 11월， pp.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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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성폐기물

1977년 차터행정부가 재처리동결 방칭을 정한 이래， 사용후핵연료는

직접 처분하는 것이 기본노션이었으며， 1982년 방사성폐가불정책법(NWPA)

이 재정되어 사용후핵연료와 고춘위혜기물의 처분은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결정되었다. 동 법안은 미국의 핵연료주기 전략으로서 상업용 재쳐리를 하

지 않는 once-through 방석을 채택한 것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사업자에

게 발생전력량 1k빠1당 0.1센트를 방사성혜기물 기금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이률 차원으로 영구 폐기물저장소 등을 정비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DOE에 민간방사성혜기불판려국(OCRWM， Office of Civ피떼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을 껄치하여 지충처분 건껄계획올 수랩하였요며， 처분

장 운전채시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l\1RS(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Facility)가 계획되었다. 그 후 1987년 동 법이 수정되어 처분장의

개셜사기가 연장되고 처분장 건셀허가를 조건으로 MRS의 건셀이 송인되었

다. 현재로는 MRS 운전을 1998년에 개시하여 사용후 원전연료를 받아

2010년애 처분장(네바다주 유카산 예정)올 건젤할 계획 175) 이다. 그러나 네

바다주 정부는 저장소 업지를 저지하기 위해 환경 인허가 권한올 행사하고

네바다주법훌 새로이 제정하는 동 반대활동훌 천개하였다.

이에 따라 l명4년초에 0’Le하y 에너지부 장판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언출을 1998년 야후부터 시작한다는 연방정부의 약속에서

후퇴하는 내용의 새로운 고준위 방사성혜기물 관련지침올 발표하였다. 또한

면칸방사성폐기물관리국에 폐기물 인수가 그보다 늦어질 경우의 제반 영향

을 검토하도폭 요청하였다. 이것은 에너지부가 가동중인 져장소가 없는 상

175) r1987년 방사성빼기물청책법 개청안」에 따르면 DOE는 영구저장소(네바다주 유카

산)가 2010년에 건썰되는 것에 대바하여 사용후핵연료롤 보판하는 중간저장소를

1잃8년까지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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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해야 할 법적인 이유가 없다는 장관의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 그라고 OCRWM에 대해 전력회사와 함께 1998년 이후까지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계속하는데 관한 비용부담의 얼부률 상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올 지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력회사가 원자로 부지

내에서 사용할 다목적 사용후핵연료 처장용기를 에너지부가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자력인허가 일원화

원자력발전소를 건셜할 경우 현행 인허가 젤차는 건설허가와 운전인

가의 단계에서 각각 공청회가 개최되므로 장기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NRC는 1989년 4월에 사전입지 절차와 표준셜계

숭인절차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원자력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한 재정규칙은

원자력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과학자동맹」 둥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990년 11월에 워싱톤 특별구 연방소송 재판에서 신규칙에는 원자력법 위

반부분이 있다고 판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NRC와 부시 행정부

는 법개정에 의한 복합인가의 실현을 목표로 삼계 되었다.

1992년 2월 6일 상원본회의를 통과한 r국가에너지보장법안」에 원자력발

전소의 건설허가와 운전인가 일원화(복합인가)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온 1992년 5훨 28일 하원본회의를 통파한 「국가에너

지정책법안」에서도 볼 수 있다.

연방의회에서 동 제도가 법제화환 의의는 법률제정에 의해 행정당국의

재량 정도가 제약되었다는 정이다. 즉， 종래에는 건셜허가와 운전인가가 필

요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청회 직후 신청서에 일괄허가흘 발급하기 위해 펼

요한 청보가 포합되어 었고 시설이 허가내용， 원자력법의 각조항， NRC의

규칙·규제에 따라 건설·운전된다고 판단되면 건설허가와 운전언가를 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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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괄허가가 발급된다. 일괄허가의 전제에는 원자로의 표준화가 필요하지

만， 표준확된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개발이 착설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76)

다. 농축공사와 농축민영화

1970년대초까지 미국 DOE의 놓축사업이 서구의 농축셔버스시장을

독점해 왔지만 그 후 서구의 농축사업자와 함께 러시아공화국과 충국이 경

쟁자로서 대두됩에 따라 DOE는 사업경영의 효율화에 맞추어 고효율과 경

쟁력 (55~60달러/SWU) 있는 레이저 놓축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찬하게 되었

다.

부시행정부는 DOE의 농촉사업올 독립채산제에 의한 공사로 이관하는

계획을 수렵하였다. 연방 의회는 상원의 국가에너지보장법안파 하훤의 포괄

적인 국가에너지정책법안중 관련 조항이 심의되어 각각 1992년 2월 19얼， 5

훨 28일에 본회의를 통파하였다. 환편， 민간에 있어서도 서구의 농촉회사인

URENCO와 미국의 전력 2개사의 국제 합병사업이 추진되었다. 즉， 루지애

나 에너지서비스사(LES)는 루지애나주 북서부에 원심분리농축법을 채택한

농축공장050만 SWUI년)을 1996년까지 가동시킬 계획을 갖고 었다. 앉*i

년에는 미국 국내의 수많은 전기사업자와 DOE와의 농축서비스계약이 물나

는 시기에 맞게 되어 DOE 포는 이를 인계할 공사는 서비스요금 둥에 새로

운 대웅이 요구되어 왔다.177)

그 후 1993년 7월 1일에 에너지부의 농축사업을 미연방농축공사(USEC;

US Enrichment Corporation)로 이관하고 USEe.가 미국의 우라늄농축 및

관련서비스 분야에서 유일한 주체가 되었다. 우라늄 농축 및 서비스와 관련

176) 鳳子力年훌， 日 本鳳子力훌훌會훌훌， 1않E. p. 잃5

177) 천게서 1992년 p.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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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모든 계약， 협정， 리스 둥은 원칙적으로 USEC로 이관되며， 또한 USEC

는 이관일로부터 6년간 Paducah 및 Portsmouth 가스확산 농축시컬과 관련

자산을 리스한다. 에너지부의 연간 지불액은 리스의 관라와 관련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USEe는 구소련에서의 모든 고농촉

우라늄 구입의 교섭 권한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관일전에 구소련 또는 만

간사업체와 체결한 계약악 의무를 인겨i 한다. 또한 고농축우라늄에서 저농축

우라늄의 판매가 우라늄 광산회사플 포함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며， 이관후 2년 이내에 USEC익 소유권을 민간 투자가에 이전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었다.178)

클린턴 행정부는 핵비확산 정책울 강화시키면서 연방정부의 우라늄 농

촉관련 활동의 비용효파를 향상사키려는 방향으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었다. 이와 관련한 행정부의 추진사항은 (1)1996년까지 현채 운영중인 기체

확산시셜의 하나를 가동중지하고，®연방청부는우라늄 농축시설 운영올 위

해 구입된 전력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비용을 더 낮게 부파하며，@구소련으

로부터의 고농축 우라늄 구입올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전

의 핵무기급 우라늄을 상업용 원자로로 재순환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며， 구

소련에 대해 가치있는 상엽적 활동을 제공하고 상호간의 핵무기 비확산 목

표를 전전시키게 될 것야다. 이로 언한 비용절감은 1997년까지 4년간 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SEC는 1994년 1월에 러시아와 500톤의 핵무기폐기 고농축우라늄의

구매계약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면 향후 5년간 10톤을 구매하고 그

후 매년 30톤씩 구매하도록 되어 았으며， 이 농축우라늄은 미국에 인도되기

전에 저농축우라늄으로 변환되며， USEC는 이것흘 전세계의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178) 전게서 1993년 p. ?!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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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잃4년 3뭘 에너지부는 USEe가 러사아로부터 고농축우라늄올 구입하

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었던 투명생 확보를 뀌한 러시아 연방원자력

부(JMINATOM; Ministry of Atomic Energy of the Russian Fed않ation)와

의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만

드는 러시아의 Tomsk 화학처리 및 변환시절에 미국이 참여하여 주요작업

용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논 권리률 미국측에 부여하늪 항목이 삽업되어

있다. 한편， 러시아눈 USEC의 Portsmouth 시설 지역에서의 선적과 처려과

정을 감시할 수 있논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라. 신형로 개발

DOE는 신형로 기술촉진을 위해 다용과 같은 장단기 신형로 프로그랩

179)을 규정하였다. 단지척으로는 1996년 9월 30일까지 NRC로부터 표준화된

신형경수로 기술의 형식인가플 취득하고， 모률형 고온가스로 기술 및 액체

금속로 기술의 예비 형식인가신청을 마치며 악티나이드 연소기술을 명가한

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180) 중기척으로는 수용가 측면에서 가장 저렴한 전

179) 전력연구소<E PRI)는 1985년부터 ALWR 계획융 수립， 재1단계로 NRC 인허가 항

목 재검토(evolutionazy reactor, revolutionary reactor), 쩨2단계로 evolutionary
reactor, revolutionary 빼ctor에 대한 전력회사의 사양요구소 작성， 체3단계로 펴동

안전로 개방올 추진， 특하 DOE의 ALWR 계획지원은 부시 행청부의 국1\·에너지전

략에서 그 중요생이 지척됨에 따라 추진되어 왔읍.

180) 클린턴 행갱부는 1995년 회계년도 예산에 오률형 고용가스로 (MHTGR) 와 신행액

혜급속로 (ALMR) 의 개방예산을 배청하지 않융 예정이다. 그 이유는 이들 두 원자

로가 가까운 장래에 상용화훨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하원에서도

DOE의 ALMR프로그랩융 반대하는 의훨를온 ALMR 작업올 중지시키혀는 동의안

율 채택한 바 었다‘ 191.l)년 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환 미하훤안은 DOE의 유일한

ALMR프로책트인 IFR과 이와 판련된 악티나이드 재순환 연구률 1995년에는 종려

시키려는 행정부의 업장올 지지하고 었다. 상원의 에너지·수자원개발 세출소위원회

는 프로그햄의 단계척인 총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단지 IFR작업올 총료시키기

위하여 1995년 회계년도에는 실쩨 펼요금액인 1억4백만달러에 못미치는 약 8，300만

달러흘 배정하는 안에 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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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롤 생산하기 위하여 보다 안전성이 높은 신협로 기술의 고효율화를 촉진

하고 피동 안전성 및 환경상 수용성 있는 선형로를 개발하며， 1998년 9월30

얼까지 고옹가스로 기술 및 액체금속로 기술의 어느 것이둔 하나 또는 모

두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종료한다. 또한 장기척인 목표

로서는 2010년까지 전겨사업자의 송전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형로껄

계 연구개발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장관은 1996년말까지 NRC인가를 득활 것으로 판단되

는 신형로의 개발 및 신청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금 측면에서 5개년 프

로그랩을 실시하고 있다. 즉， 상업용 표준원전 l호기용 젤계(FOAKE)에 소

요되는 자금·기술상의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았다. 그 요건으로는 @사

업체 또는 맹버가 원자로의 셜계， 엔지니어링， 제조， 건셜 포는 운전에 총사

하고 필요로 하는 운영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2)대상프로그램은 에너

지부의 경수로 형식인가와 관련된 프로그랩에 포함되어 NRC가 형식인가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거나 @프로책트 자금 중 적어도 50%가 비연방자금원

에 의한 것 또는 자금원의 상당분이 공공소비를 위한 발전을 주목척으로

하는 전기사업자 또는 사업체로부터 수당으춤 받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었다.18U

미국 원자력발전업계는 1993년 l월 전력회사와 DOE 공동사업의 일환

으로 2개의 개량형원자로를 선정해 세부설계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를 위 해 16개 전력 회사로 구성된 신형로회사(ARC; Advanced Reactor

Corp.)l82)에서는 GE사의 130만kW급 ABWRl83)과 WH사의 60만kW급

181) 전게서 1993년 pp. 었뻐-297

182) 1992년 6월 NPOC로부터 ALWR 계획의 관리·조청 업무이관되어 ALWR의

FOAK 작업의 발주 및 관리 전담， 제1단계로 BOP에 대한 셜계요구문서 착성， 체

2단계로 Vendor에 대한 껄계안의 제출 의뢰， 재3단계로 껄계채태 결정(1993년 1
월 11얼 evolutionary reactor로 ABWR, 피 동안전로로 AP-600올 선정 발표)

183) ABWR의 미국 규제규정 숭인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2기의 ABWR(TEPC。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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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600올 대쌍노형으로 선정 184)하였다. 1993년 12월말 NRC는 GE의

ABWR에 대해 FSER을 발표한 바 었으며， 1994년 7월에는 최종껄계숭인

(FDA)을 발급하였다.185) 그리고 WH사가 기존 원자로에 대해 세계척으로

설계·건설·운전한 경험을 기초로 한 기술적 정보로부터 설계하고 었는

AP-6(삐에 대하여 NRC는 1995년에 동 원자로를 껄계숭인할 예정이다. 원

형로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개량된 공학적 안전시셜에 관한 실중시험은 필

수적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일본원자력연구소와 사고시 각종 모의시험을

수행하고 있다.186)

한편， ABB Combustion Engine밍ing(AB8-CE)는 1994년 3월에 ALWR

젤계인 System 80+에 대한 NRC의 숭인을 획득187)하였다. 이것은 원자력의

희생을 위한 기반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원자력산업계의 노력에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이것야 해외에서 미국의 채조회사

의 경쟁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BB-CE는 대만에서

System 80+를 입찰하고 있는데， 입찰조건에는 이 발전소가 원산지에서 허

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앓)

미국의 General Atomics사와 러시아는 1993년 4월 정치적·기술척언 어

려움을 극복하고 신형로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술적으로 기

시와자키 6，7호기)이 일본에서 건얼중이며， 각각 1996년， 1997년에 가동할 예청이

다.

184) ABWR과 System 80+는 evolutionary reactor로서 총래의 개량형이며 출력온

1,300MW, SBWR과 AP-앉m은 revolutionary reactor로서 피동안전로(passive

reactor) c.r 불리우며 출력은 앉삐IMW

185) GE사의 ABWR은 NRC로부터 1993년 12월 획종안전평가보고 (FSER) ， 1994년 7월

13일 최종셜계송인 (FDA)을 받읍으로써 NRC로부터 최총셜계승인융 받은 최초의

차세대 원자력발전소가 됨.

186) 原子力훌훌業新閒， 日 本康子力훌業會훌， 1994. 5. 19.
187) ABB-CE사의 System 80+는 4가지 차세대 훤차로충 NRC로부터 최총안천명가

(FSER)율 받온 두번째의 훤자로임.

188) Nucl∞nics Week, 1994. 3. 3.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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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터빈 모률화 헬륨원자로(GT-l\따ffi)l89)는 모률화，단순한 껄계， 고유안전생

둥을 가진 차세대 원자로 개발의 선구차가 될 것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훤

형로 개발을 위해 미국야 5년 동안 연간 2천만달러를 지원하도록 되어 었

다.190)

189) 열을 전기로 바꾸기 위해 중기률 사용하는 대신 직접 기채률 이용하여 터빈을 돌

린다. 이려한 혁선으로 기종 훤자로의 효율이 당)0/6 중가되어 기촌 발션소의 발전비

용올 k따1당 5센트에서 3샌트로 감소

100) Nucl없r Report, 1993. Fall pp.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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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개발체제의 재편

전술한 바와 같이 아이젠아워 대통령이 1않3년 12훨에 UN총회에서 연

절한 ‘Atoms for Peace’에 의거하여 미국의 산업계는， 정부가 원자력의 군

사이용에서 명화이용으로 방침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원자력개발체제를 구

성하기 위하여 원자력추진을 위한 산업계의 단체로서 원자력산업회의(AlF;

Atomic Industrial Forum)를 설립하였다. 껄렵 20년후언 1973년 제'I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가일충 개발이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이 개발에 탄력이 불

지 못하였다. 그 요인중 하나는 원자력이 갖는 마이너스 요인 즉， 핵확산이

라는 군사적 전용방지가 평화이용에 우선한다는 쟁치척인 국제정세에 기언

한다. 이것은 1974년 인도가 강행한 핵실험이 미국의 정책을 크게 바꾸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T:MI 사고 이후 국내 원전규제 항목의 증가와 규제절차상의 복잡

성으로 인해 미국은 원전 개발의 둔화 경향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원자력산업계는 원자력의 재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기능을 대답하게 재편한 바 있다.34년간 져속해 온 AIF를 개편

하여 그 기능을 세분화함으로써 활동의 강화를 꾀한 것이다. 즉， AIF와 미

국에너지계발위원회 (USCEA; US Commit뾰 for Energy Awareness)를 병

합하여 새로운 미국에너지계발협의회(USCEA; US Council for Energy

Aw없eness)19D률 발족시킴으로써 NRC와 합께 산업계와의 업무 교환에 구

섬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게 됨에 따라 1993년 11월에 원자력

191) 1잃7년 6월 25일 특별총회에서 AIF와 USCEA 통합결청. 1987년 8월 Robeπ M.

Ginn올 회장으로 하여 발족. 1989년 4월 Harold B. Fing앙· 회장으로 취 임 .1991년

4월 1일 Phillip Bayne 회장으로 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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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는 또 다시 산업단체를 재편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통합된 4개 단체

는 미국원자력자문단(ANEC; Am밍lcan Nuclear Energy CounciI), 훤자력경

영·자원위원회(NUMARC; Nuclear Management and Resources Council),

미국에너지계발위원회(USCEA)， 에다슨전기연구소(EEl; Edision Electric

Ins다tute)의 원자력부문이며， 합병후의 새로운 단체는 ‘완자력협화 (NEI;

Nuclear Energy Institute)’이다.192)193) 이러한 재개편은 전기사업자의 주도

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의 원자력산업계가 종래의 메이커주도형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새로운 조칙은 기

술， 관려， 법률규제상의 주요과제 둥에서 산업계를 보다 효율척으로 지원하

고 대표하기 위해서 관계단체와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보여지며， 산업계의

최고정책입안단체인 원자력발전전망위원회(NPOC; Nuclear Power Ov앉'

sight Committee)에 설치된 조직검토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체국면을 맞고 있는 미국 원자력발전을 다시 활성화하여 산업계

에 새로운 계기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1993년 4월에 에너지부(DOE)는 (그림 3.2.1)파 같이 기구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기구 개편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원자력담당차관보를

혜지하고 새로이 하나의 차관보와 3개의 프로그랩을 선젤한 것이다. 즉 환

경·안전·보건담당차관보 그리고 부장관이 관장하는 에너지계획프로그랩파

차관이 관장하는 국가안보·환경관리프로그랩과과학기술프로그램이다.

192) 신임 소장으로 Phillip Bayne이 션출되고 의장으로는 American Elecσic Service

Cozp.의 회장인 Linn Draper, 부회장으로는 Northern States Power의 회장인

James Howard가 선임. 의결기구로는 60인의 중역회와 15인의 실행위원회가 있옴.

193) ..J:.* Iν ￥-ν ε 그-， 1994. 1.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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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미국 에너지부(DOE) 조직체제(1994년 기준)194)

194) 1잃3년 4월 조칙개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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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는 급속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발 맞추어 DOE의 임무와 정책 우

선순위， 사업 관행 둥을 혁신하가 위하여 전략계획 수립율 추진해 왔다. 그

리고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1993년 중반 이래 DOE 청책·기획담당 차관

이 팀장이 되어 DOE 샤쌍 초유로 야섬척이며 광범위한 작업에 들어가 그

결과를 1994년 4월 발표하였다.195) 이 전략계획에서는 DOE의 사명을 “기술

정보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 제고 에너지원의 다양화 생산성 았고 경챙력

있는 경채， 환경개선， 국가안보 둥에 필요한 기술파 정책 수립을‘위한 파학

적， 교육적 기초 제공”으로 정립하고 있으며， 장차 바랑직한 DOE의 미래상

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었다.196)

첫째， 지속 가능하고， 째끗하며， 경쟁력있는 에너지 기술을 개발， 웅용，

수출하는데 있어 마국이 세계를 선도하게 하는데 기여

둘째， 환경친화적인 물질， 기술， 산업 둥에 있어 미국이 최상의 경쟁력

을 유지하는데 기여

셋째， 산하 연구소 풍의 역량을 동원， 세계 최상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

유한 집단으로 유도

넷째， 환경회복， 혜기물 관리， 공해방지에 있어 세계를 선도

다섯째， 자체적인 국가안보， 핵비확산 활동올 통하여 전 세계의 원자력

위험을 감소하는데 기여

여섯째， 우수성파 전문성을 증진하고， 성취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일터를 조성

l !E) ‘DOE Strategic Plan - Fueling a Competitive Economy’, USDOE, April 1994
196) 또환 이률 위해 DOE의 직원이 지녀야 할 핵심척 가치률 아래와 같이 정렵하고

있다. 첫째， 직원들은 항상 고객지향적 근무태도률 지난다. 풀째， 인간올 최대의

자산으로 인식환다. 셋째， 창조생과 혁신율 숭상한다. 넷째， 항상 일류툴 지향한다.

다섯째， 항상 팀월 정신올 가지고 일한다. 여섯째， 환경율 중시한다. 일곱째， 리더

쉽， 권한， 책임올 중시한다. 여넓째， 최상의 윤리척 기준에 걸맞는 행동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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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치들이 규청할 DOE의 문화는 Total Quality Management

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여는 고객율 반족시키고 DOE악 참재력을 극대화하

며 결실있는 업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DOE는 변화된 정세에 맞춰 DOE의 소관 분야를 φ 산업경쟁력

제고，(2) 에너지 효율 체고 및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차원

확충，® DOE의 여타 업무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력 중진，@ 핵

설험이 없이 국방력 유지， 잉여무기의 안전한 해체， 핵비확산을 위한 선진

기술 제공，(5) 환경， 안전， 보건상의 위험감소 기술 개발을 통한 전 지구척

환경문제 해소에 기여 둥을 셜정하고 있다. 이흘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4가지 요인으로는 φ 의사소통과 상호 신뢰의 증진 ￠ 인재의 충원， 훈련

파 보상， 동거유발， 조직내 다양성 제고，® 대중 및 작업자의 안전·건강 보

장과 환경보호·회복，@ 자원의 배분파 사용， 조달파 계약 둥에 있어서 관려

개선 둥을 규정하였다.

포한 고려대상 고객 중 차세대률 가장 중요한 고객으로 인식하며 에너

지 대책에 있어 효윷향상을 경제발전 환경보전， 안보를 통시에 이룰 수 있

는 최상의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외경쟁력 강화의 구체적 조치로서

DOE는 ‘business’ 정신으로 재무장， 산하 30，αR여명의 연구인력올 미국 산

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본격척으로 투업하고 방위부문 연구

소들의 활동을 민수부문으로 최대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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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미 원자력기술협력

제1절 머국의 원자력관련 정부연구기관의 활동

1. 주요 청부연구기관과 활동 현황

미국의 정부연구소들은 두가지의 형태로 구분휠 수 있다. 하냐는 정부

소유·민간운영의 형 태 (GOCO ; 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Laboratory)이고 하나는 정부소유·운영 형태 (GOGO ; Government Own어，

Gov많nment Operated Laboratory) 이다. DOE 산하의 대부분 연구소플은

GOCO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DOE의 현장사무국 둥에서 행정지원을 하

고 었다.

DOE 산하의 정부연구소들은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중척으로

하는 경우논 대부분 시젤중심의 운영 연구소나 환경 및 보건분야의 연구소이

며， 그외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여러 학문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요 학문 및 기술분야를 보면 기초과

학(물리， 화학， 생물학， 수학 및 전산 둥)， 에너지기술(원자력， 화력， 재생에너

지， 에너지철약 동)， 환경(지구환경， 방사선환경， 공해 동)， 의학(유전공학이용

의학， 핵의학， 보건물리 둥)， 엔니지어령(계측제어， 전문가시스탬， 로보틱스

둥)， 핵연료주기기술 둥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표 4.1.1)은 미국 DOE 산하의 주요 연구기관들의 연구활동을

요약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의 몇몇 연구소에서 화석연료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었으나 대부분은 에너지기술 전부를 연구영역으로 잡고 있고， 포한

원자력관련 연구를 연구활동 법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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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미국 DOE 산하 주요 국럽연구소의 활동197)

연구소명
껄립 운영

직훤수 주요 엄무 및 활동 훤자력관련 활동
연도 형태

Ames
1942

GOCO
3,550

에너지관련 문제해결 고에너지몰리，안천조치，

연구소
.

둥 환경복구·폐기용처분동

에너지시스댐및산업공

Battle
청기술，산업에너지

수요폼석，쩨염기술，열수 고압튜브개방， secNorthwest - -
력，고체역학， 연구， 옐수력 연구 둥

연구소
sec，신재료개발，분자파

학，재료표면연구동

고에너지물리， 핵물리， 보건물리，고에너지려，신

Brookhaven
고체물리， 확학， 형원차로 실협및

1947 GOCO 3,200 생물학， 환경과학， 의학 이롤연구，안전성분석，방
국럽연구소

및 원자력 둥 사성빼기물관리’
에너지기술 둥 핵데이타 동

액체금속기술，원자로

부품시험，우주및육지용

Energy
훤자력효로그랩， 액혜금속기술，

앤지나어링및 시험， 훤자력기기부품테스트，
Te다mology

1앉xi GOCO 155 태양·지열·에너지철약 원자력개발의
Enginee미19

기술프로책트의 엔지니어링 및 시험，
젠터

기술판리및감시， NRC NRC 풍 기술지원 둥

및 EPRI·정부연구소

기술지원 둥

환경측정
1947 G()G{)0. 95 환경과학， 보건물리 보건물리

연구소

고에녀지물리， 가속기

Fermi 국립 껄계개션， Cryogenics,
가속기셜계 및 물리，

가속기 1968 GOCO 2,055 전자계산， 천체물려，
핵의학

연구소 우주업자선물리，중성자

및 입자빔이용 핵의학

* GOCO: Gov얹nment Own려， Com따ly(Contractor) Operated Laboratory, 정부

소유， 민간 운영의 연구소

** GOGO : Govenunent Own때， Gov업nrnent ()perat어 Laboratorγ， 정부소유. 정

부 운영의 연구소

〈계속〉

197) r Cichonski, Thomas J. etc., Gov앙nment R않잃rch Dire강.ory， 7th Edtion-1993/94,

Gale Res않reb Inc., 1992J에서 발훼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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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명
철립 운영 칙원

주요 엄무 및 활동 원자력환련 활동
연도 형태 T‘

원자로안전성시험，채처리，
원차로안전생시헝，

방사생폐기물관리，
재처리， 방사생빼기훌

Idaho 국립 고속충식로연구，에너지
판리， 고속중식로연구，

앤지니어랭 1949 GOCO 8,000 기술및절약기술， 해군용
방사션쟁물화， 해군용

연구소 원자로운전요훤훈련，
훤차로 운전요현훈련

기술이전， 방사션생물학
동

빛 환경과학 퉁

Inhalation
독생물질 독성에 관한

Toxicology l앉iO GOCO 220
기초 및 용용 연구 동

보건훌리

연구원

Biomedical
and

에너지관련 재료， 생물
Environmental 1947 GOCO 176 핵의학

Sciences 및 환경분야 연구 풍

연구소

Radiology and 에너지판련 보건危뽑

I염가연구， 분차생물학，Environmental l OCil GOCO 57
Cytogenetics ，셔| 포생물학，

보건물리

H얹Jth 연구소
DNA복제기술및 치료 둥

I‘awrence 일반파학， 에너지과학， 가속기 빛 핵융합연구，

Berkeley 1931 GOCO 3，아삐 생명과학， 주요 시절 빽몰리， 보건물리 및

연구소 훈영， 교육훈련 퉁 빽찍학

훤차력및 에너지이용관련
국방， 핵확산방지분석，Lowrence 연구·개발·교육， 국방분야，
핵융합연구(磁氣혜이저

Liv양more 1952 GOCO 7,180 환겸 및 생태연구，
핵융합)， AVLIS기술

국럽연구소 생의학 연구， NRC지원，
개발. NRC지원 동

핵폭발시험풍

핵무기재발，핵연료주기

Los Alamos 국방기술 및
기술개발， 핵융합，

국럽연구소
1땅3 GOCO 7,400

에너지프로그햄 수행 둥
중간에너지물리가속기，

초전도체 개발，

채료재활둥

국립 Laser 관성핵융합， 훤자툴리，
관성핵융합， 원자몰리，

Users Facility 1979 GOCO 114 레이저개발，
레이저개발 퉁

고에너지물리 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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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명
컬립 운명

칙훤수 주요 임무 빛 활용 훤자력관련 활동
연도 형태

Nevada
1앉50 Gα:XJ 9 핵무기 시험 빽무71 시험Test Site

New
빽물철 흑청 및 기준에Brunswick 1949 G<XiO 49 핵물질 겨!량 판리

연구소
판한 연구

Notre Dame
방사확학， 방사션물리 방사확학 및 방사션

Radiation 1963 GOCO 80
경% 물리 둥

연구소

뼈융합기술，핵분열훨자로

기술， 핵연료주치，

4π00
DOE의 에너지프로그램 뼈·훤자물리， 방사화학，

지원하의 에너지관련 비상대용， 계록쩨어
+

O짧 R펴ge
1943 GOCO 외부

융용연구와 엔지니어령 앤지나어링， 고온채료 및

국립연구소
연구훤

수행， 기초과학， 로보틱스， 병혈컴퓨터，

독성폐기물판리， 국방 전푼가시스랭， 장수함용
3,600

및 교육둥 훤자로개방，우주션용

훤자로개활， 국방，

ANS프로책트 둥

Pacific 에너지안보거슐， 국방，

Northwest 1965 GOCO 2,800 기술전수， 파학진흥 및 방사생째기물관리 둥

연구소 앤지니어링 교육 풍

핵무기프로그램， 핵무기， 보건물리，

Aerodynamics 및 핵융합， 방사성혜기물

Sandia 1949 GOCO 8,500
구조， 명령 및 풍제 관려， NRC프로그랩

국립연구소 기술， 에너지가술 및 (안전성 평가， 인허가，

신에너지원 개발， 기준개발， 원자력재료의

NRC프로그램 수행 동 안션성， 안천조치 둥) 둥

핵연료주기 전환야에
뼈연료주기 천분야의

걸쳐 플랜트 운전
흘랜트운전지원， 연료Savannah 프로그 지훤， 연료가공，

River 1951 랭별운 1，많xl RI생산， 훤차로 물리
가공， RI생산， 훤자로

연구소 영시껄 빛 엔지니어령， 채처려，
물리 및 엔지나어랩，

방사성혜기물판리，
재처리，방사생혜기물

환정연구 동
판리 둥

IFR 및 관련 기술개밥， 핵물

에너지판련 기술개발이 주 철생산로， 신형원자로， 핵융

Argonne 1946 GOCO 3.550 임무，몰려과학환야， 엔지니 합， 핵의학.보건물리， 방사성

| 국립연구소 어링 훈야， 에너지/ 환경 및 떼기물 관리 빛 쳐분장 연구，

생물학 분야 동 방샤션방효 기존재합， 고에너

지물려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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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 연구소들은 상호 중복되어 경쟁하는 연구(Par와leI Rese와'Ch)

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미국의 연구추세는 풍부한

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올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세계적인 군축 추세에 따라 핵무기개발을 주

요 임무로 하고 었던 국방부문 연구소들의 재편이 실시되고 있기도 하다.

O'Leary DOE 장관은 냉전체채의 종식파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

제적 경쟁상황에 비춰 DOE 산하 연구소들이 미래의 애너자， 환경， 경채，’ 파

학， 국방상의 새로운 요구를 감당할 수 있포록 각각의 활동방향을 재조정할

펼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였다，198) 이

러한 변화에 따라 산하 연구소들에 대한 민간 기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총 20명으로 구성된 이 task

force에 산업계의 지도급 인사 15명을 참여시키고 었다. 이 task force는 연

구소 내부의 개혁 대안들을 점검하고 연구소들의 파학기술 자원들을 미국의

경제， 환경， 국방， 과학 및 에너지와 관련된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199)

Task force는 우선 대형 프로그램하에 운영되고 있는 9개 연구소를 위주

로 시설， 자원， 역량， 엄무 둥을 검토하여 구조와 기능의 재조정， 일부 연구소

폐쇄 동을 포함한 장차의 운영 방향에 판한 다양한 시나려오틀을 도출， 그

결과를 1995년 2월까지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검토 대상에 포함된 연구소들

은 CD Argonne National Laboratory, ®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198) Sece때1γ of Energy Advisorγ Board내에 구성 된 task force의 청식 명칭은

Secert와y of Energy Advisory Board Task Force이며， 팀장인 Robert Galvin의 이

름올 따서 Galvin Committee라 약칭하고 있다. Secertary of Energy Advisory
Boa펴는 α)E 장관에게 기초·용용연구개발， 경제·국방정책， 교육 동 DOE의 활동 전

반에 걸쳐 장관에게 자문파 청보제공 둥올 하고 있다.

199) 이동진， 미국의 원자력정책 조사를 위한 출장보고서， KAERVOT-뻐8/94， 1994, 한국
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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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ho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 @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5)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J)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 Pacific

Northwest Laboratory, ® Sandia National Laboratory, @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 그 밖에 task force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가따 연구소 둥이다.

현재 DOE 산하의 방위관련 3개 연구소(Los Alamos, Sandia, Lawrence

Livermore)의 방위부문 연구·는 큰 변화를 겪은 반면， 연구소와 민간 산업계

간의 협력관계는 괄목할 만큼 증진된 것으로 명가되고 있으며， 각 연구소들

은 현재 task force의 수감 및 명가작업에 대비하고 있다.

2. 미국 원자력관련 정부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상업화

가. 산·학·연 협동연구 유형

Coursey & Bozeman(l989)이 미국의 정부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동연구

수행 주체의 유형에 따흔 협동연구를 분류2(0)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원자력

관련 주요 연구기관인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사례를 중

심으로 다음 7가지 유형(표 4.1.2 참조)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구합자회사(Joint Research Venture)로 정부연구기관파 민간기업

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로 정부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동연구로논 혼

하지 않은 형태이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나 주된 수행 형태로는 기업이 자

200) 과학기술정책판리연구소，훌·學·뽑 협동연구의 채원제도 및 성공요인 분석， 정책보고

94-02, 1994.7,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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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초달과 시장개척을 담당하고 정부연구기관온 전적으로 연구를 담당하는 형

태로 이루어진다. 대상기술로는 기술의 실용가능성과 상엽적 가능성이 보이

나 많은 엔지니어링 문제가 남아 있는 혁신주기의 초기단계 기술개발에 적합

하다. 미국의 ORNL과 REMOTEC200이 원격조작 로보트 개발에 합작한 사

혜를 들 수 있다.

둘째 , 협동연구센터 (Collaborative Research Center)로 이는 연구소내(주

로 비공식적으로) 연구완파 1 외부기관파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셜립된

다. 이 때， 외부기관은 연구소가 보유한 고가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연구소는 연구장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올 뿐만 아니라 소내 연구자

에게 새로운 시각이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외부기관은 연구소의 고가 희귀장비를 이용하여 연구결파를 독점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진다.

셋째， 연구 컨소시움(Res않πch Consortium)으로 이는 복수의 기업이 내

는 회원료률 가지고 자금올 조달하여 정부연구기판에서 기업공통의 기초·웅

용연구를 행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로 수행되는 기술의 시장잠재력은 크

지만 일개 거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연구에 적합하다.

ORNL에 설치된 15개 기업이 참여하는 TMSDC(Thermomechanical Model

Software Development Cent앙)가 이 러한 형 태이 다.

네째 t R&D 합자회사(R&D Limited Partnership)로 연구개발 자금을 기업

연합(Syndicate)을 통하여 조닿하여 연구소내 설립되는 사업조직이다. 중소기

업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상업성이 있는 상품이나 공정기술아

가능성을 드러낸 초기 단계의 기술에 적합하다.ORNL어1 설립된 원자의 검색

도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Atom Science Incorporated가 그 대표척언 사혜이

다.

2Ol) ORNL의 연구성과률 사업화한 Spin-off 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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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위탁개발(Subcontracting)이다. 이는 청부연구거관이 연구를 기업

에 위딱하여 개발하는 형태를 가지며， 기업의 연구아이디어가 독정적인 체풍

이나 공정으로 발전되는 파정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기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을 통하여 감소시키는 장점올 가진다. 미국의 DOE산하 많은 정부연구기관들

이 이러한 형태의 연구계약을 맺고 있으며， ORNL의 경우는 Temco 열펌프

를 EUS(Energy Utilization System Incorporated)사에 위탁하여 개발환 사혜

를 들 수 있다.

여섯째，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로 연구소로 하여금 산업계의 연구

개발 수요를 파악하케 하고， 산·연간 가능한 협력유형의 모색 및 의견교환의

개션을 목적요로 한 기업들의 조직이다. 이들의 기능은 기초나 초기 응용연

구가 상업성있는 제품이나 공정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쩍은 유지비용으로 기업들이 연구소의 연구에 관섬올 가질 수 었도록

하는 장정을 가져고 었다.ORNL에 컬치된 건물지붕의 구조와 열효융성에 관

련된 지봉 산업 연구 자푼위원회(R!RAP; Roof Industry Research Advisory

P때en가 대표적인 예이다.

일곱째， 사업하부구조지원{Business Infradtructure}으로 청부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및 연구인력 둥의 연구개발자원을 활용하여 연구소

의 인접지역을 첨단 및 각종 기업의 집결지로 형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업무

를 수행하는 형태를 가르킨다. ORNL과 Knoxville 사이의 Technology

Corridor Development와 Tenessee Innovation Center를 설치하여 Route 128

파 Research Triangle Park와 같은 파학연구단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을 그

예로 틀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산·연깐 협동연구 유형올 내용파 특

정은 (표 4.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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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미국의 산·연간 협동연구 유형 202)

유 형 내 용 특 정

청부연구기관과 기업간에
기술이 실용 및 상엽적 가

공식척언 연구계약올 체결
능성올 가지나 아직까지 엔

연구합자회사 하여 기업은 주로 자금조달
지니어링상의 문제가 많이

Uoint re잃arch venture} 과 시장개척을 맡고 연구는
남아 있는 기술수명상 초기

전척으로 정부연구기관이
단계에 척합

담당하는 형태

연구소(주로 비공식적으로)
연구소는 연구성비 이용료

률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

협동연구샘터
연구원과 외부가판과의 공

고 새로운 정보와 시각에
동연구률 추진하기 위하여

(Collaborative res없reh
성립. 이때 외부기관은 연구

접할 수 있는 기회률 가지

center)
소가 보유한 고가의 특수장

며， 기업은 고가의 회귀장비

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독점
비률 이용할 수 있음.

할수 있음.

복수의 기업이 내는 회원료 기술의 시장잠재력은 매우

연구 컨소시움 로 자금조달， 국렵연구기관 크나 한 기업이 감당할 수

(Research consortium) 에서 기업공통의 기초·웅용 없는 위협율 내포환 경우에

연구를 행하는 형태 적합한 형태임.

상업성이 었는 상품이나 공

R&D에 멸요한 자금을 모으
청기슐야 가능생용 드러낸

R&D 합자회사
기 위해 신디케이트률 이용

초기단계에 있는 기술에 척

(R&D I따lit.ed 없rtner뼈p)
한 사업조직형태

합한 형태이며 특허 중소기

업을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는 형태
,

기업이 아이디어를 톡접적

위탁개발
정부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률 재풍이나 공청으로까지 발

(Subconσacting)
기업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전시키는 과정에서 당연하

형태 는 위험에 대한 자급지원

형태

연구소가 산업계의 R&D 수
기초， 초기웅용연구가 상업

요를 파악하도록 산·연간 가
성 있는 제품·공정연구로 발

자문위원회
능한 협력유형의 모색 및

전할 수 있도록 기여. 객은

(Advisory board)
의견교환의 개선율 목척으

유지비용으로 기업들이 연

로 한 기업틀의 조직
구소의 연구에 관심을 기지

도록함.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연 인근 지역의 첨단분야 기업

사업지훤하부구조 구장비 및 연구인력 웅의 들이 연구소의 연구개발자

(Business Infrastructure) 연구개발자원을 지원하는 원율 이용하는 혜택올 받을

형태로 인근 기업올 지원 수 있옴.

202) 慶·學·뻐 協同햄究의 지원제도 및 성공요인 분석，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7,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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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분야의 기술이전 형태와 특정

1989년 국가경 쟁 력강화기술이전법 (Na피onal Compe피tiveness Technology

Transfer Act)이 제정됩으로써 DOE는 최초로 연구협약 당사자 모두에게 이

익되는 방법으로 비용공유를 포함한 연구수행방안올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국가의 기술적 자원과 자금， 인력， 서비스， 시셜 및 장버， 기

타 자원올 미국내 산업체와 공유하눈 것을 도모하는데 었다. 이 법에 근거하

여 관련 당사자들은 공동작업서를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

게 되는데 이 작업서의 작성에는 산업체， 대학， 비영라단체， 연방 및 주청부

가 참여하게 되며， 여기에는 참여 당사자들의 자금분담， 지적재산권의 처리，

특허 데이타 공개제한(향후 5년간) 둥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대웅하여 DOE는 진취적인 기술이전 대책마련을 정부연구기관에 요

구하였으며， ORNL을 운영하고 있는 M따따1M따ietta사는 다음의 네가지 주

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짧)

첫쩨， 기술이전을 전척으로 책임지고 담당할 부서를 소내에 절립(OTA;

The Office of Te당mology Applications)

둘째， 지적재산권의 전향적 포기

세째， 인센티브의 확대

네째，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산업체졸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

이와 더불어 M하파1M따ietta사는 자회사로서 TIC(Tennessee Innovation

Cent양， Inc.)를 설립하여 혁신기술을 이용한 창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

다.

이러한 정부연구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기술이전을 제도척으로 뒷받첨하

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두가지 모탤짧)이 설정되어 있는데 하냐는 CRADA205)

203) Spin-offs Technologies Developed through Nucl잃r Activities, DECO，씨EA， 1앉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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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다른 하나는 SBIR짧}이다.

CRADA는 앞서 기술한 국가경쟁력강화 기술이전법에 따른 미국의 청부

연구소와 민간 산업체간 연구협정으로서 정부연구소를 통하여 인력， 시컬， 기

기 및 장비， 기타 자원올 비상환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단 민간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제외)하고 민간 산업체는 자금과 인력， 서비스， 시셜 둥을 정부연

구소에 제공하여 정부연구소의 엄무와 부합되는 특정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DOE 산하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 항목들

로는， 광석에서 인산염 추출을 위한 생물학척 기술틀의 이용， 타타니웅 터빈

엔진부품틀의 신뢰도 개선， 세라믹재료 결함 검출을 위한 첨단기술여용 방법，

운반가능한 공가감시시스템 개발 둥이 있다.

SBIR은 미국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랩에 중소기업이 참여활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수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협력 대상이 되며 t DOE는 주로 에너지 판련 연구

개발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DOE의 SBIR 프로그랩은 에너지연구사

무국(The Office of Energy Research)이 담당하고 았으며， 매년 sam 프로

그램을 제안하여 약 30개 영역에서 연구 및 연구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연구영역은 기초에너지파학， 보건및 환경연구， 고에너지 및 핵물리， 자

기핵융합에너지， 에너지절약및 재생에너지， 원자력및 화석연료에너짜 분야이

다.

2(4) 전게서 1992년

205) Co-야leI'a다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공동연구개발협정
206)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소규모사업 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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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원자력기술개발 중·장기 계획과 한·미 협력

우리나라는 1992년 국가원자력연구개발 충·장기계획 207)옳 출발시켰고， 제

1단계로 2001년까지 선진 원자력기술국에 진입하며， 원자력의 국산화를 달성

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계획의 수행은 정부주도부푼파 산업체부문으

로 구분하여 계획의 개별 륙성에 맞게 추진기관의 업무흘 분담하고 있다.

이 계획올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판련기판은 전략척 중첨기술율 션정

하여 이들 기술이 강력한 국제경쟁력용 가질 수 있도록 집중척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이률 위한 주된 개발전략으로서 새로운 기반기술의 체계적 7R발과

더불어 효과적인 국제협력올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중·장기계획 수행분야에 있어 산업체주도부문은 자료의 부족으로 분

석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주도부문 20개 대과제중에서

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16개 대과제에 국한하여 국체공동연

구 혹은 해외위탁 둥의 형태로 현재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4.2.1)과 같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국께공동연구 혹은 해외위탁둥의 형태로 현재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규모는 국제협력 분야률 기

준으로활 때 총 69건으로 이중 미국과의 협력이 21건율 차지하고 있다. 국제

협력 연구중 국외 위탁연구의 경우는 총 9건으로 공동연구에 비해 척은 규모

이며 이중 미국은 MIT(Massachusetts Ins디tute of Technology)의 원자력산

업용 청단 로보트 기술개발파 아직 확청되지는 않았으나 핵융합로 분야를 수

행할 GA(General Atomics)사의 경우를 예뼈)로 틀 수 있다.

짧7)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온 l없2년 6월 26일 제230차 현자력위훤회에서 의결되었

다. 연구분야는 크게 정부주도 20개과제， 산업체주도 16개 파체로 나누어지며， 계획

기간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이다.

2(8) 국채공동연구의 경우는 총 00건， 이충 미국과의 연구는 19건으로 가장 많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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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기술개발 중·창기 계획과 국제협력 현황

중장기
세부기술 과제

기술협력 대상국
국제협력분야

기술 분야 미국 구소련 카나다 프랑스 71타

원전계통분석코드 TASSa}
。 - BETHSyb> 실험결과 분석

개발

원전의 냉각채 상실샤고
。

- CATHAREc) 코드입수/사용

해석코드 개발 - 계산결과 공동 논의

훤자력 。 - 충대사고 실험 및 뼈석(SARI영l)

안전성향상
중대사고 불석코드 개발

。 - Phebus-FPC> 프로그햄

연구 。 - RASPLAVO 프로그햄

。 - RASPLAV 프로그햄

사고판리기법 및 코도개발 O - 사고관리방안 평가코드 개발

l단계 PSAg’ 전산체제 개
。 - 원전 위험도 및 신뢰도펑가 코드 재발

서'-'

시젤 엔지니어링 。 - 원격조작장치 개발

채초 및 품질관리
O - 핵연료봉제조공정 관리

경‘중수로
。 - 제조장치의 원격셜계

연계핵연료
빼기물 관리

。 - 사용후핵연료 처분 명가

주기기술 캐발 。 - 배기체 처리

핵풀질 보장조치 。 - 핵물질 측정

노섬관리 。 - 노심명가

(표 4.2.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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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기술협력 대상국

기술분야
세부기술 파제 국제협력분야

미국 구소련 카나다 프랑스 기타

Zr-Nb 합금 개발 。 - 중수로용 압력관채료 개량

인코넬합금 개발 。 - 앉)()계열 합금 개량

구조용강 개발 O - 원전용 구조용강 환경열화문제 개선

O - Steam generator reliability program

O • 뀐lot study on aging and life
째료성능 평가 management of NPP

。 - International coop앙-ative group on
environmentally assisted cracking

훤자력 표면개철기술 개발 。 - 증기발생기 전열관 헤이저 처리

신소채 개발 。 - 핵연료 결정구조 해석

다목적연구로률 이용한 O - 중성자 소각산란 분광장치 철계

채료 물성 연구 O - 단색화 결청장치 개발

。 - 금속수소화합물 구조 해석

연구로용 핵연료채료 개발
O - Atomizing방법에 의한 UJSi2 구형업자

분산 핵연료 개발

정밀요업채료 개발
。 - 신요업소채，안정화 지르쿄니아 개발

。 - 신세라믹 기능채료

초전도째료 용용기술 개발 。- • 초전도자석 제조기술 연구

。 - 고온초전도선채 쩨조기술 연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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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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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기술협력 대상국

기술분야
세부기솔 과제 국제협력분야

미국 구소련 카나다 표랑스 기타

인간공학 실험명가 기술
。 - Integra않d Test Facility 기능요건 개발

개발

。 - 인척오류발생구초 분석

인칸공학기술 언적행위분석 기법 개발 。 - 인지모형의 용용력 명가분석 및 보완방안

개발 연구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술 。 - Ml\1Ii) 실험， 명가

개발 O -u않rm따face 환리시스탱 개발

인적행위 분석기법 개발 O - 훤전 운전원 인지모형 개발 빛 활용연구

원자력 산업

용 첨단로보 원전용 로보트시스탬 깨발 。 - 고도의 조작기술 개발

트기술 개발

혜이저기술
레어져가공 및 광계확 O - 고출력레이저 가공특성 연구 깨발

개발

훤자분광기술
선택적 광이옹확 분팡기술 。 - 회토류원소의 레이저유도 풀라즈마특성

개발 연구
개발

고강도 분광분석기술 개발 。 - 분광분석용 고효훌 원자법 발생장치 개발

O - 단위공정 실종율 위한 실1빼액사용 군분리

장수명핵종 시험

소멸처리기술 군분리공정기술 개발 。 - Ox허청전에 의한 TRU/회토류 공청

개발 。 - 신형추출쩨에 대한 MA 및 회토류원소

분배계수 측정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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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대상국
중장기

세부기술 파제
카나다 프랑스 기타

국제협력분야
기술 분야 미국 구소련

。 -.KT-장)장치 정의훌의 기술적 형가，

디 버 터채료 개발. boronization공정
진공/디버터 장치기술

O - KT-2장치 쟁의쫓의 기술적 명가

。 - 장치 정의案의 기술적 명가

핵융합로
。 - KT-2장치 정의案의 기술척 명가연구 O

- KT-2장치 청의案의 기술적 명가，

전원/전자석 실험기술 전자석 쩔계 기술
-

- KT-2장치 정의쫓의 끼술 명가
。 O

- 모터-발천기 제어 및 스위청기술 개발

。 - 중수로 개량기술 개발 및 안전해석체제
중수로 개량

개발

종수로용 개량핵연료 셜계
。

중수로개량 해석

국제공동연구
중수로용 개량핵연료 시범

。 ‘ 중수로용 개량핵연료(CANFLExl) 개발및 기반기술
집합체 채조

개발

중수로용 개량핵연료 검증
O

시험

노내시험시젤 켈계 건조 。 - Halden projectm) 꽁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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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 야외의 국제협력연구는 러시아와 우즈백공화국의 구소련이 8건， 캐

나다가 8건， 프랑스가 5건 그리고 명국과 일본이 각각 4건이며 이밖에도 호

주， 벨기에， 일본 둥 여러국가와 수행되고 있다. 특히 OECD(Organisa피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Y. IAEA(Int많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둥 국제가구와의 연구도 계획되어 다양한 국제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았으나 미국과의 기술협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캐나다와의 연구분야

는 주로 중수로와 중수용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구소련과는 레이져기술 동

원자력 기반기술분야 그리고 프량스와는 안전성관련 소프트훼어 기술개발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미국파의 협력 분야는 비교척 여러 분야

에 컬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원자력기술 개발에 있어서 미국과

의 관계가 매우 폭넓고，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이 종에서 국

내 원자력 71술 개발중 현재 공동연구 혹은 위탁연구의 형태로 미국의 산·학·

연 기관과 추진되고 있는 과제의 활용분야를 쌀펴 보면 (표 4.2.2)과 같다.

국내 원자력기술개발에 있어 협력충안 미국의 기관은 산·학·연이 모두 관

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주로 산업체와 DOE(Department of Energy) 산하

연구기관이 협력의 주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협력의 특정은 액체금속로

나 핵융합로와 같은 종합기술과， 전문성을 띠는 단위분야로 틈새기술에 속하

는 기술에 대한 협력에서는 전문척 기술개발이 수행되고 있는 민간기업파 협

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시스탬의 부분기술로 웅

용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연구기관파 협력이 이루어지고 었다. 그 외에

도 일부 요소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MIT와 Notre Dame대학파 협력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의 기술개발 협력은 개별 기

술개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산·학·연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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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국내 원자력기술개발 중·장기 계획과 미국의 협력

중장기 국제협력
국제협력

국제협력분야 활용붓야
기술분야 기관 산 학 여'-'-

중대사고 실험 및 해석 NRC 。
- 중대사고 해석체제 확립

- 안전성 확보방안 명가

훤자력안전성 사고관리방안 평가코드 개발 ARD O - 사고관리 계획 수립

향상연구
- 원전 안전성 평가

원전위협도 및 신뢰도 형가코드 개발 EPRI O
- 원전 안전성 증진방안 평가

경·중수로
훤격 조작장치 개발 ORNL 。 - 원격시젤 엔지니어링

제조장치의 훤찍껄계 ORNL 。
‘ 제조장치 개발

연계핵연료

주기기술
배기체 처리 ORNL 。 - 배기체 처리

깨발 Safegu없ods LANL 。 - 핵물칠 측정

미래형핵연료 NFIR III : 고연소도 핵연료 특성 및
EPRI 둥 O - 미래형핵연료 로내거동 명가 및 분석

개발 건전성 연구

한국형 액체금속원형로 쩔계 연구 GE o - 국내 액체급속로 쩔계기술 능력 향상

액체금속로

개발
연진베어령 성놓시험 GE 。

- 연진구조 해석체제 확립

- 베어링 개발

원자력산업용

고도의 조작기술 개발
- i

- 고도의 조작기술 개발첨단로보트 MIT 。

기술 개발



중장기
국제협력분야

국제협력 국제협력
활용분야

기술 분야 기관 산 학 연

600계열 합금 개량 INCO O - 증기발생기 수명 연장

- 신규원전 증가발쟁기 최적 채료 적용

Stearn gem갚-ator reliability program EPRI둥 。 - 증기발생기 유지，보수

원자력 - 재료생능 명가

신소채

개발
종기발생기 전열관 레이저 처리 WH O - 수명연장올 위한 채료표면 깨선

Atomizing방법에 의한 U3Sh 구형업차
ANL 。 - 미국 ANS 연구용 원자로용 핵연료

분산 핵연료 개발

고온초전도선재 제조기술 연구
Notre

。 - 초전도자석 및 송전선 개발
Dame大

첨단계측제어
Nuplex 80+ 상세 설계 ABB-CE O

- 첨단 계측체어기술 개발에 광범위하게

기술 개발 용용

창치정의案에 대한 기술적 명가 GA 。
- 국외위확

- 핵심부품 공동개발 추진의 1차 단계
핵융합로

연구 KT-2 장치정의案의 기술척 명가 GA O
- KT-2 상세설계 총괄적 기술 자문

전자석 셜계 기술 GA O

주) NRC: Nuc1짧 Ragu]atDry Commission, ARD: A.dvanc빼 Resource Development Co., EPR!: Electric Power Research

Ins디tute， ORNL: Oak Ridge National Lab. LANL: Iρs Alamos National Lab., GE:General Electrics, MIT: Mes잃chu않tts

Institute of Technology, INCO: INCO Alloys International, WH: Westinghouse Co., ANt: Argonne National 뼈b.，

ABB-CE: A뚱a Brown Boven-Combustion Engin훌화ng， GA: Genera] Atom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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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미국과 협력

기관외에도 미국내에서 비교우위 기술을 보유 혹은 개발하고 있는 미국내 협

력 가능기관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국제적 비교우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산·학·연 기관을 국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맞춰 분석해 보면，

방사선환경연구분야에서 ANL(Argonne NatIOnal Lab.) , 경·중수로 연계 핵연

료주기기술 개발에서는 기존의 국립연구기관에 더하여 n、ffiL(Idaho National

Engmeering Lab'>, 첨단계측제어거술 개발에서는 지능형 자동화 기반기술과

시험， 겹증기술 분야에 대해 ORNL, 원자력신소채 개발에서는 원자로채료에

서 ANL 그리고 고온초전도 재료에서 MIT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파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인간공학기술 개발에서는 전반적으

로 ORNL(Oak Ridge National Lab.) 그리고 특히 운전원인지모형의 개발에

서는 WH(Westinghouse Co.) , 원자분광기술 개발에서는 Nl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 방사션 및 방사성동위 원소 이용연구

에서는 IBC(!ns다tute of Biological Chemistry) 그리고 액체곰속로 개발에서

는 기존의 GE(General Electric)사 외에 ANL둥과의 협력 둥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원자력기술개발 중·장기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각 기술분야에서 각국이 처한 원자력 기술개발 동향파 정책둥을 폭

넓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가별 상대적 비교가 꾸준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별국가의 원자력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산·학·연 개별기관의 기

술개발 정책파 우리나라와의 협력환경을 비교·분석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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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철 한·며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1954년 8월 미국은 민깐 기업의 원자력 사업 참가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원자력법을 수정하고 우방국에 대한 원자력기술 협조의 길올 터 주었다. 이

정책 방향의 전환에 따라 1955년 7월부터 미국은 우방 국가와의 원자력 평화

이용에 관한 쌍무협정 209)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머 원자력협

력 협정도 1955년 7월 1일에 조인되었으며 1956년 2월 3일에 「원자력의 비

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 서명·발효되어 한국은 미

국과의 완자력협력을 공식적으로 시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연구로로

TRIGA Mark-II와 TRIGA Mark-ill폴 건조하고 놓축 우라늄을 공급받아 원

자력 연구를 사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과의 원자력 쌍무협정에 기인

한다‘ 그 협정내용 중에는 동력용 완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건설 및

가동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설혈을 위한 연구 및 개발 계획을 촉구하는 것

이 포함되어 있다. 며국의 원조하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원자력이용개발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연구와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한

기초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 고려 원

자력발전소의 도입파 항께 국내 원자력기술도 발전 분야로 급격히 신장되어

나갔다

미국과의 원자력협력은 협력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서

한·미공동상설위원회210)를 운영하고 있는데 1977년부터 개최되어 1994년까지

209) 양국간 협력의 근원은 대체로 양국 정부간의 쌓무협정체결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원

칙적으록 쌓무협정이 없으면 대 정부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쌓무협정이

관련시설， 핵물질 및 시설도입올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쩔들에 대한 안

전조치 측변에서 평화적측연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대상국이 이를 보증하도록하는

권리와 의무조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1이 정식명칭은 한·미원자력협력공동상설위원회 (U S -ROK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and Other Energy Teclmology Matters)로서 양국간 실 질협 력은 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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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의 공동위훤회가 개최211)되었다. (그림 4.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5차

회의까지는 주로 한·미간 훤자력협력추진의 기본여건 조성에 필요한 전문가

지원파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요원 훈련에 치중하였다. 1982년 9월의

제6차 회의 이후엔 양국깐의 공동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하고 세분화된 실질적

인 기술협력에 풀어가 선진 기술 분야에 대한 요원훈련올 확충하였으며， 핵

연료개발， 방사성혜기물관리， 규제요원훈련， 대체에너지개발， 웬자로해체 동의

기술분야 협력으로 확대·강화하였다.

1977년 개최된 제1차 회의 212)에서늪 공동협력 분야로 요원 훈련 및 미국

원자력정책에의 동조 둥이 거론되었다. 즉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관련 요원을

미국내 연구소 및 규제기관에서 훈련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카터대통령이 제

안한 국제핵연료주71평가에 한국측여 척극척으로 참여활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 한국은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농촉우라늄을 ERDA와 계약하여 공급받

고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한국은 고리 1.2호기용 농축서버스의 추가 소요량

을 제공해 줄 것율 미국에 요청하였다. 야에 대하여 미국측은 핵무기비확산

이라는 공동 목척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 대하여 훤자로 및 농

축우랴늄의 확실한 공급국이 될 것이라는 공약올 확인하였다. 농축우라늄 확

보문제는213) 제5차 회의까지 계속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밖에 제l차 회의에

서는 ANL 풍 미국 연구소와의 자매결연， 우라늄광 탐사를 위한 기술협력，

장기에너지수급정책 개발을 위한 에너지시스탬분석 관련정보 제공둥이 합의

되었다.

훤회률 통하여 이루어지며， 양국의 전담창구로 과기처와 국무성을 지정하여 추진하

고 통상객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10여명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211) (부록 2) 한·미 원자력공동상껄위원회 USCNOET) 제l차 위원회~재 15차 위원회 주

요의체 참초

212) 제1차 한·미훤자력협력 꽁동상껄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1977. 7, 원자력위훤 이병휘

213) 당시 한·미협정에서는 미국에너지연구개발챙 (ERDμ 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연료 농

축셔버스의 한계륨 5，αlOMWe 시설유지봄으로 체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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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개최된 제2차 회의 214)에서는 한·며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회의에서 다루어진 의제도 확대되었다. 즉， 협력협정의

협력제공 범위를 중점 토의한 결과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명화이용개발에 척

극 협조할 것을 시사하였으며， 제3국과의 원차력협력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

는 사항은 신컬하지 않을 것을 비공식척으로 합의하였다. 포한 양측은 정보

관리 책임차를 선정하여 정보교류 원활화에 가여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은

보다 우수한 노섬관리용 전산프로그랩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외

TRIGA-m의 용량증혈， 핵연료개발공단의 우라늄 청련·변환 기술개발 지원，

안전조치제도 개발을 위한 핵물질계량관리요원 훈련 동에 관한 사항이 토의

되었다. 1979년 제3차 회의215)는 제2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 제2차

회의에서 다루어진 의제가 대부분 다시 검토되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농

축역무 한계의 초과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건이 미 의회에 계류중에 있음

올 확인하였으며， 썽무협정 개정에 대한 미국안이 한국 외무부에 전달되었음

을 상기시켰다. 그외 정련변환기술지원， 노심관리용 전산프로그램 제공， 연구

용원자로 용량증가에 대한 그동안의 진척내용이 토의되었으며， 미측이 제안

한 태명양상 Palmyra Atoll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판한 연구조사사업

추진은 구체적 조항이 결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합의되었다. 1980년 개최된

제4차 회 의 216)에서는 한국은 NRX(Nuclear Reactor Ex야~ent) 사업계획217)

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미국은 경수로핵연료개량추진 현황218)올 비공식적으로

214) 제2차 한·미원자력협력 꽁동상껄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1978. 9, 과학기술처 원자력

국

215) 쩨3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에너지기술협력 공동상셜위훨회 회의결과보고서， 1979.

12, 과학기술쳐
216) 재4차 한·미원자력 및 기타에너지 기술협력 공동상설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1980.6,

과학기술처

217) 이 회의에서 한국온 중수갑속 천연우라늄 연료사용 실헝로률 포함한 3가지 재료시

험로의 건껄올 검토하고 있으며， 그 당시 타당성검토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였다.

218) DOE는 미국 경수로개량핵연료의 채량추진 현황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하면셔， 경체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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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이외에 농축역무 제공， 썽무협정 개정， 연구소 자매결연 둥이 거

론되었으며， 특히 고속증식로 도입에 관한 사항이 토의되었다. 고속증식로 도

입건애 대하여 미국측은 한국의 고속증식로 도업이 미국의 대외훤자력정책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빠른 것으로 판단하고 적철한 시기에 FBR 훈련올 미국

이 맡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제5차 회의 219}는 당초 계획한 해를 넘겨 이듬

해인 1982년 1월 개최되었으며 경수로핵연료 안전성연구 및 관련요원 훈련과

규제요원훈련 동에 관한 사항이 토의되었다. 그외 사용후핵연료저장에 대하

여 한국륙이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제안하였으며 과학기술처 -NRC간 협력을

5년간 연장키로 함으로써 핵비상 협력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9

월 개최된 6차회의220}에서는 PIE<조사후시험) 프로그랩， 사용후핵연료관려，

핵버상계획 둥이 주요의제로 다루어졌다.PIE 프로그램은 미국이 제공한 핵

연료의 조사후시험올 목적으로 한국어 채안하였으며 제6차 회의에서는 동 프

로그햄의 실사를 위한 수송용기셀계， 조사후시험계획의 범위 둥에 관한 내용

이 한국측으로부터 설명되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관리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계획이 동 회의에 앞서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쳐 합의되었으며 제5차 회의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핵비상계획은 제6차 회

의에서는 핵비상시 통보절차， 조치사항， 관련기관별 임무둥이 구체화되어 토

의되었다. 즉， 제6차 회의부터 한·미간의 협력의제가 파거 미국의 일방적인

원조 방향으로부터 벗어나 상호 공동관심사를 논의활 수 있는 발전쩍인 방향

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1983년 개최된 제7차 회의22l>에서는 제6차 회의에서 다루어진 3가지 주

인 핵연료사용올 위하여 고연소핵연료기술올 개발하여야 합올 쩨안하고， 향후 이 분

야 개발에 협조해 줄 것을 표명하였다.

219) The 5th Mee따19 of ROK-US joint Standing Committee for Nuclear and Oth얹·

Energy Technology, jun. 1981,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앓0) The 6th Meeting of ROK-US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and Other

Energy Technology Matters, Sep. 1982, Minisσy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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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제 이외에 중대사고연구가 추가되었다. 중대사고연구논 ANL에서 수행하

는 중대사고 연구에 한국측 요원이 OJT 형식으로 참여키로 하였으며， 냉각

수 상설사고 연구 TMI 사고분석 풍에 대한 상호협력 원칙이 수립되었다. 그

외 위원회의 격상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미국은 과학기술이 민간자산이므로 이

의 실현이 어려옵올 피력하고 추후에 계속하여 검토키로 하였다.

1984년에 개최된 체8차 회의부터 1986년에 개최된 체 10차 회의까지는 사

용후핵연료관리협력， 조사후시험협력， 핵비상협력이 계속의체로 다루어졌다.

채8차 회의222)에서는 공동상셜위원회의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명가에 었어

한국은 과거의 협력이 기술자교류 및 예먼하지 않은 분야의 정보교환에 치중

된 결과 매우 한정된 분야의 협력에 그치고 있음올 피력하였고， 양측은 원자

력협력협정 개정을 포함한 협력범위 및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기룰 희망하였다. 제9차 회의223)에서는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3차

NPT 평가회의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여 있었으며 양측은 핵비확산이 원자력

의 명화척 이용의 전제조건임율 인식하고 NPT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 외 제9차 회의에서는 West Valley계획의 한국요원 참여， Shippingport 폐

로계획의 한국측 참여 둥이 토의되었다. 제10차 회의224)혜서는 원자로해체

및 폐기물판리에 대한 협력방안이 계속 토의되어 West Valley 및

Shippingport 폐로계획에의 한국 요원 참여가 구체화되었다.

1988년 제 11차 회의225)부터는 핵수출통체제도， 원자력협력정책연구， 원자

221) 제7차 한·미원자력 및 기타에너지 기술협력 공동상셜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1983.
10, 파학기술처

앓2) 제8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에너지 공동상썰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1984. 6, 과학
기술쳐

223) 제9차 한·미훤자력 및 기타에너지 공동상껄위훤희 회의결과 보고서， 1985. 4, 파학기
술쳐

224) 제10차 한·미훤차력 및 기타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1989. 6, 과학
기술쳐

225) 쩨11차 한·미훨자력 및 기타애너지 공동상설위훤회 회의결파 보고서， 1988. 11,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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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안전협력강화방안이 정책의제로 구분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

께 신절 의체인 발전소 수명연장， 원자로노화분석 분야도 충요의제로 다루어

져 15차회의까지 지속되고 었다. 체 11차 회의에서는 T !v.II 결파분석 보고 및

TMI-2 표준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TMI 표준푼제는 제14차 회의

까지 주요의제로 취급되었다. 또한 제11차 회의에서는 KMRR 젤계 및 핵연

료가공에 대한 협력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개최된 제12차 확의짧)

에서는 산규 의제로 신형원자로 및 관련핵주기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었으며

이 분야는 제13차 회의부터는， 액체금속로 및 수동형안전로 분야로 구분되어

제15차 회의까지 계속의제로 다루어지고 었다. 이외에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처리에 관한 협력도 신설되어 제 15차 회의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1

년 개최된 제 13차 회의 227)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중수로채사용 방안

과 핵물질의 물리방호에 관한 사항이 신규 의제로 다루어졌다. 준비회의에서

한국은 국내의 물리적 방호체계를 설명하고， 1992년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협

약 협의를 포함한 물리척 방호에 관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시사하였다. 1992

년 개획원 제 14차 회의228)에는 정책의제로서 한국의 고속중식로 정책이 신규

의제로 다루어졌으나 미국은 한국의 연구계획과 시기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

하였다. 즉， 미국은 고속증식로 개발을 통하여 기술척 능력을 유지하려는 한

국의 노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처리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남북

합의에 심각한 안보문제와 의분올 제기할 것을 우려하였다. 1994년 개최된

제15차 회의짧)에서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개정방안， 원자력기술수출 공동협

기술처

226) 제12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1989. 12, 과학

기술처

앓7) 제13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에너지 공동상철위원회 결과보고서， 1991. 5, 과학기술

처

강8) 채14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결과보고서， 1992. 11, 과학기술

쳐

Z29) 제15차 한·미 훤차력공동상절위원회 결과보고서. 1994. I, 과학기술처

-134-



력방안과 한국 연구원에 대한 DOE의 특별관리 내부규정 검토 둥여 한국에

의해 제의되었다. 협력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양측은 그 동안의 상황변화와

호혜보완척 차원에서의 동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외교척 경로

를 통하여 협의·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수출공동방안에 대해서는 핵확산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후발원자력사업 추진국가

로의 기술수출에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그동안 한국을 북한， 중국， 파키

스탄， 이란， 이라크 등 50개 국가와 함께 ,DOE 산하 19개 연구소 방문 및 연

구활동에 대한 특별관리대상국으로 지정‘관펴하던 것을 한국의 사정요구대로

l잃4년 1월부터 관리대상국에서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웬자력협력의 보다 긴

멸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제 15차 회의에서 합의된 한·미 양국간 협력분야는 크게 기술협력분야， 원

자력안전협력분야， 안전조치분야로 구분된다. 기술협력분야는 경·중수로핵연

료기술협력， 신형액체금속로 설계·개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협력 및 과학기

술처!DOE간 협력약정 체결 동 11개 협력파체에 이른다. 또한 원자력안전협

력분야에서는 원자로경년열화사업， 과학기술처/NRC간 안전협력 약정 체결

및 원자력안전훈련 둥 9개 협력파제 추진이 합의되었으며， 안전조치분야에서

는 안전조치연구개발， 핵불질의 물리척방호l 및 과학기술처!DOE간 국제안전

조치 사찰협력을 위한 약정체결 둥 5건의 파체추진이 합의되었다. 이 중 기

술협력분야를 구체적으로 살며 보면 다음파 같다.

@ 미국 국립연구소에 한국 연구훤 배치(과학기술처!DOE)

@ 경·중수로연계핵연료기술(KAER! NEMAC230)/미 국무부)

@ 신형 액체금속로(KAERIlDOE， 국무부)

@ 수동형원자로(KAERllDOE)

g 저준위폐기물 취급 및 처리에 대한 협력 (KAERI NEMAC!DOE)

230) Nuclear Environment Management ce따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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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용후핵연료관리에 대한 기술지원(KAERI NEMAC!DOE)

@ 다목적연구로에 대한 협력(KAERIIDOE)

@ 조사후시험에 대한 협 력 (KAERlJDOE)

@ 한·미 연구소간 기술협력협정(파학기술처， 외무부!DOE)

@ 기타 계측체어， 로보트 풍 향후 협력가능 분야(KAERVDOE)

이상의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의 경과를 분석해 보면 시대별 한·미

칸의 협력범위와 방향이 바뀌고 있움을 알 수 있다. 측， 1977년 제l차 회의부

터 1981년 제5차 회의까지 한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동조합으로써 미국의

일방적 원조에 의한 요원훈련 및 기술·정보률 제공받는 방식이었다. 1982년에

개최된 체6차 회의부터는 조사후시험계획， 핵비상계획 둥 한국이 주도하거나

짱방이 연계된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가 시작하였다. 1988년에 개최된 제

11차 회의부터는 수출통제 얀전협력 풍 우리나라의 훤자력계획아 지속척으

로 추진되어 오는데 따른 세계속에서의 역활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독자적인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올 주도하고 챔단 원자로기

술개발애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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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시대가 도래한 이후 미국의 원자력정책은 세계 및

국내의 원자력이용개발에 많은 영향올 주고 았다. 우리나라는 미국올 비롯하

여 프량스， 캐나다， 독일 둥으로부터 원자력겨술을 이전받아 기술자립을 추진

하여 왔다. 반면에 일본파 충국은 자체 기술력올 토대로 완자력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량스와 독일은 공동요로 원자로를 개발하여 유럽 및 체

3국 시장진출을 도모하고 었다. 앞으로 미국은 이틀 국가와 경쟁관계에 있올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가 원자력기술개발에서 선진 원자력기술개발국과의

협력강화는 훨수척이다.

냉전총식 이후 며국 원자력계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

편 작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었다. 즉， 미국은 산하연구소악 역량올 동훤

하여 세계 최상의 과학기술 집단윷 보유하며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기

술을 개발하여 세계를 선도하고려 노력하고 었다. 또한 안전조치， 핵비확산

및 공급보장， 기술진보와 핵주기간의 관계， 지역 안보상황 둥 협력과 통제를

결합한 조화 중진을 추구하여 전세계의 원자력위험 감소에 기여코자 하고 있

다.

한국과 미국은 전통척 우호관계하에서 원자력분야의 협력올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 원자력협력은 미국측의 원전 및 핵연료 공급파 기술 이

전에 비중여 두어졌으며 협력방식은 주로 정부간에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양국은 원자력분야 기술개발의 위험을 공동 부담하고， 또한 효율적으

로 추진하가 위해 양국에서 추진중인 개량형 원자로개발이나 핵연료기술개발

둥과 같은 기술개발계획 분야에서 정부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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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청치·경제적 측면에서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 가치가 크고， 우리

나라로서는 미국의 경쟁력있는 원자력산업 기술파 경험을 활용할 수 었을 것

야다. 족， 한·미 양국은 공동으로 joint venture를 셜립하여 인력， 가술력 둥율

공유하는 둥 원자력분야에서 상호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률 새로 정립하여 전

원자력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프로젝트 개발과 아시아둥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 방안 동을 모색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미 양국

의 긴밀한 원자력산업 협력은 최근 DR 협상의 타결로 예상되는 원자력산업

분야의 무한경쟁시대 진입에 대비하고， 또한 21세기의 한·미 양국 원자력산업

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세계 원자력산업 시장동향을 감안해 볼 때 향후 미국 원자력산업

의 활로는 아시아시장의 진출에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

라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와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기여하는

동시에 미국과는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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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록 1) 1994년의 미국기업 동향

1. Combustion Engineering

가. BWR 빽연료시촬 혐.0

。 原電 運轉費를 절감하려는 電力社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까지 GE가 주

도하던 BWR 熟料 市場에 Siemens Power Corp.와 ABB-CE가 첨투하는

둥 原電懶웹 加工市場의 賴爭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음.

0 지난 해 11월 WPPSS(Washington Public Power Supply System)과 계약

을 체결， 美國 市場에서 BWR 熟料 첫 거래를 성사시킨 ABB-CE는 현재

진행중인 2개 BWR戰料 加工 去來에 λ :fL 申請을 예정하고 있음.

。 이제까지 GE가 懶、料 供給을 맡았던 Gulf States 의 River Bend 原電 및

Energy Operations Inc.의 Grand Gulf 原電(모두 BWR)은 懶料 加I을

위한 入ifL을 공모.

。 한편 Entergy는 지난 해 여릅 規制當局의 承認에 따라 Gulf States의 合

혐을 추진 중에 있는데， 兩 原電의 썼뺀힘購買는 독립척으로 이루어질 것임.

o Siemens Power Corp.는 6機의 Commonwealth Edison社의 BWR에 대한

熟힘 供給權을 따는 것을 시도중.

。 또 Siemens는 현재 GE의 懶料를 쓰고 있는 New York Power Authority

로부터 그들의 FitzPaσIe 厭電에 대한 4개의 LTAs(Lead Test

Assemblys)를 보내 달라는 요청서를 받고 아를 오는 12월까지 引導할 예

정.

。 이에 이어 Siemens는 North American社의 BWR에 LTRs를 供給할 것으

로 보임.

1) Nuc1잃rFuel 1뾰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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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iemens는 이미 멕시코의 Laguna V와'de 및 Nor암1앉n States Power Co.

의 Monticello 原電에 LTRs률 供給했음.

o ABB-CE社는 또한 현재 그틀이 供給을 맡고 있는 Combustion

Engin않nng社의 Palo Werde의 3機의 原子爛에 있어서도 다른 燦、힘 製作

社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았음.

。 Verginia Power社도 곧 그들의 North Anna 및 S따ry 原電(모두 각 2機

의 Westinghouse型 PWR)에 쓸 熟料를 위한 RFP(Request for

Proposal)을 배포할 예정.

。 한편 에디슨 電氣흙究所(EEl， Edison Electric Ins디tute)는 懶料加工 工程

과 技術을 조망하고 國際 戰料加그E 市場을 소개하는 原電懶料 加I 핸드

북을 발행(이는 原電戰料 市樓에 관한 시리즈의 세번째임).

나. System80+에 Pu 면소계획 추헌2)

。 ABB-CE가 이끄는 론소시움은 민간이 에너지성(DOE)의 사바나리버 시

셜에 개량형 원자로률 건셜하고자 결성한 것이며， 이 원차로는 미국의 핵

무기급 플루토늄의 파잉 현상을 해결하거 위한 것임.

0 즉， 이 원자로의 연료는 해체해무기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엄.

。 또한 이 원자로는 핵탄푸용으로 미국정부가 훨요로 하는 트리륨을 생산

함파 동시에 생산된 전력온 지역의 전력회사에‘판매될 것임.

。 ABB-CE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액의 약 90%를 전력판매 수

업으로 조달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함.

o ABB-CE가 건셜한 개량형로로서 현채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 의해

검토중인 4개의 개량형경수로 중 하나인 System 80+은 2004년까지 운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日 本 團子力흩業新聞 1994.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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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전력회사는 장래 이 4가지 젤계의 원자로중에서 원자력발전소 발

주를 할 것으로 보임.

。 미국정부는 현재 ABB-CE가 제안한 System 80+이 약 60년간 운전을 지

속하기에 충분한 양인 50-100톤의 플루토늄올 보유하고 있음.

。 DOE는 지난해 System 80+은 연료나 제어장치의 설계 단계에서 플루토

늄 專廳뻐훌로서 아주 척절한 원자로가 될 것이라고 발표.

。 이 론소시움은 이 원자로의 입지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출신 하원의원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읍.

。 “우리들은 심각한 문제를 정부와 민칸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처한다는

절호의 기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책트는) 국방정책의 전

환을 통해 커다란 타격흘 받고 있는 지역이 기대하고 있는 경제적 이득과

도 일치한다”고 B. Derick 하원의원(민주당t _사우스케롤라이나주 출신)은

지난 2훨 DOE장관 앞으로 제출한 서신에서 말하고 있음.

。 콘소시움에 속한 각 전력회사는 DOE가 이 신형경수로의 연료로 플루토

늄올 공급하는 비용은 현재 클련턴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플루토늄 처

분방식보다도 낮은 비용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또한 ABB-CE Nuclear Power사 회장은 최근 DOE장관에 대해 “콘소시

움은 System 80+으로 생산된 트리륨이 DOE가 트리륭생산을 위해 특별

히 건껄한 트리륨 생산로 보다 낮은 비용”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함.

o “우리가 이 개량형로의 건설계획에 뛰어든 것은 늦은 것도 이른 것도 아

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핵판두 폐기를 훤하는

국민의 요구일 것”이라고 ABB-CE의 원자로시스탬 개발부장은 셜명합.

。 또한 그는 이 원자로에 대한 구상은 약 l년전에 각 원자로 제작사로 하여

금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연소할 뿐만 아니라 트리륨도 생산하고 또한 발

전도 가능케 하는 원자로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DOE가 요청했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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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0 한편， 그는 청부가 트리륨 생산로를 건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었으며 만얼 자신들이 푸자자들을 납득셔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전력판배 계약도 맺으며 원차로도 건셜하는 상황만 이루

어전다면 (정부와의) 일괄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올 것이라고도 그는 셜

명함.

o 정부는 이 프로젝트률 위해 수천만 달랴의 자금을 각출해야 할 것으로 생

각하고 있는데， 프로책트의 제l단계는 전력 판매를 위한 가격체계의 확립，

건셜비의 상세 명가， 자금조달 방법 둥율 포함할 것이라고 함.

o “동 원자로의 건셜.운전은 정부로 부터의 자금원조 없이는 수행될 수 없

울 것으로 본다. 이 원자로가 건셜을 시작한다면 정부는 플루토늄을 연료

로 공급하고 1년에 한번， 생산된 트리륨에 대한 대금만을 지불할 뿐이라

고” 관계자는 셜명함.

다· CommEd사 System80+에 MOXA.용 탐빼3)

。 Commonwealth Edison CO.(CommEd)는 自社 소유의 輕水爛에 혼합핵연

료를 사용하므로써 DOE의 武器級 플푸토늄 처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매우 은멸하게 모색중.

。 이는 금년 초 국립과학원 (NAS ，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의 剩餘 武

器級 플루토늄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연구 결과 도출된 방안틀 중의 하나

임.

。 DOE는 이들 중 실현성 있는 방안을 골라내기 위해 미국 및 카나다의 전

력회사틀파 접촉， “칼을 녹여서 보습으로” 만들려는 DOE의 노력에 참여

할 의사를 타진.

3) Nucleonics Week 199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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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반웅은 대체로 냉담하여 미국의 CommEd, APS(Arizona Public

S많vice Co.), 및 카나다의 Ontario Hydro 둥 3개사 만이 관심을 표명.

o NAS 연구는 전형적인 경수로 빼心의 3분의 l 가량에만 혼합핵연료를 裝

廣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원자로 제작자들은 武器級 플루토늄으

로 만들어지는 혼합핵연료룹 동위원소로 처리할 경우 일반적인 경수로 全

썼훌心은 혼합핵연료를 裝盧할 수 있다고 주장.

。 武器級 플루토늄은 95%의 Pu-239와 5%의 Pu-240으로 되어 있는데，

Pu-240의 함유 비중이 낮기 때문에 制細棒만 약간 개조하면 輕水爛는 쉽

께 혼합핵연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 그러나 기술척으로 문채가 없더라도 기존의 미국 경수로들에 혼합핵연료

를 연소하는데 았어 혼합핵연료 加I施設의 건설 문제， 정차척 문제， 제도

적 문제， 인허가 발급 문제 동의 장애가 남아 있음.

。 즉 플루토늄의 加I파 사용에 대한 大聚들의 반대， NRC의 원자로 인허가

채발급 지연 가능성 혼합핵연료의 사용 허가 퉁이 가장 큰 장애들임.

o APS는 그들의 Palo Verde 원자로들의 全 爛心이 혼합핵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CE의 System 80+이기 때문에 DOE의 플루토늄 처분

노력에 참여할 가능성이 남아 있음.

。 DOE는 參與社에 혼합핵연료를 제공하고 플루토늄 在庫 처리를 도와준데

대한 용역료를 지불할 것으로 보이나， 州 규제당국은 이러한 이윤을 주민

들에게 배분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야기 때문에 APS의 경제적 흥미를 잃

게 함.

0 한편 Ontario Hydro와 AECL도 CANDU의 혼합핵연료 연소 가능성 검토

서를 DOE에 쩨출했으나 역시 장얘가 되고 있는 정치적 문제와 여론 문

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읍.

。 AECL은 시험 결과 CANDU의 사용후핵연료가 지극히 어려운(그뜰 자선

의 표현으로는 불가능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matrix 형성가능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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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함으로써 핵확산 우려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매우 의욕적임.

。 카나다 政府는 CANDU가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지만， 발전용으로 플

루토늄 또는 농축우라늄올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처리， 농축 동에

대해서도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0 비록 차나다가 盟웰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외국에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었는 혼합핵연료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그 사용후핵연료를 카나다에 남

겨둘 것인지 또는 미국으로 회수하여 처분할 것인지 여부는 의문임.

라. SYSTE빼 80+, NRC 혀가 획룹4)

o 1994년 3월 ABB-CE는 자사의 ALWR인 System 80+에 대한 NRC의 중

요한 허가를 획득. 1994년 2월 28얼 NRC는 ABB-CE의 개량껄계에 대

한 최종 안전성명가 보고서(FSER)를 발깐.

。 FSER은 미국의 民間 鳳子力훌業의 희생 노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단기척으로는 미국의 원자력 설비 공급자의 해외 경쟁

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엄. ABB-CE는 System 80+을 대만에 입

찰하고 있으며 입찰명셰는 대만의 허가조건에 맞게 요구.

。 ABB-CE의 원자력 시스댐 회장인 Robert Newman은 ABB가 파거의 미

국 원자로에 대해 행해진 것중 가장 엄격한 안전심사를 거쳐 최종안전평

가 보고서를 얻었다는데 대해 매우 고무되어 ‘있으며 특히 FSER에서 누

락항목이 없다는데 매우 만족해하는 것으로 언급，

。 System 80+에 대한 FSER은 머해결의 누락항목이 없는 최초의 ALWR

설계임. NRC의 안전심사를 완전히 받은 이번의 FSER은 최종껄계송인

(FDA)올 받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셜계인중을 위한 규정화하는 자료

로 사용될 예정. 설계인중은 연방규제법 Title 10의 Part 52에서 성푼화된

4) Nucleonics Week 1잃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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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段階 認可” 파청에 따라 미국에서 마래의 훤자력건설시에 요구

됨. System 80+에 대한 FDA 신청은 8월로 예정되었고 설계인중에 대한

규청화에 18개월이 소요될 것임.

。 System 80+는 NRC에서 F‘SER를 받은 두번째의 개량형 설계임. 첫째는

1993년 12월 30일 General Elecσic Nuclear Energy(GE)의 ABWR에 대

한 것으로 ABWR의 FSER에서는 14개의 누락항목파 확중척 문제로 인해

FDA를 획득하늄1 것은 더욱 미정임. GE는 ABWR에 대한 FDA눈 5월에

획득할 계획.

o System 80+는 미결의 항목은 없으나 4개의 확인요소를 갖고 있음.

Newman은 다른 미국의 ALWR들과 마찬가지로 System 80+도 원자력발

전사들의 국제그룹이 차세대원자로로 내기로한 사양황목올 열거한 전력사

의 요구조건(URD)을 충족하기 위해 셀계되었다는 정올 지척하며 System

80+은 대만의 ALWR URD 초건율 총족할 유일한 경 챙 발전소이라고 합.

。 System 80+는 DOE의 ABB-CE와 Stone & Webster Engineering 그려고

Duke Engine때ng & S앉"Vlces의 협동을 통해 미국의 납세차틀에 의해

쩔계보중되었음. System 80+의 판때단계에서 상세셜계의 많은 부분은

기존의 발전소에서 l 사용중인 기술이 될 것임. System 80+의 규정화 단

계 어후 ABB-CE는 그들이 구매조달한 부분의 가동을 보장받아야 함.

。 미국의 개량원자로 設計史에 있어 해외시장은 매우 중요하나， 대형

System 80+와 ABWR은 대용량으로 쐐調整委員파 電力社는 시스템운영

의 장점이 많은 소형셜비를 선호.

o National Association of Regulatory Utility Commissioners(NaruC>은

NRC의 젤계인증 규정화 파정에 참여하지 위해 자원의 공동활용의 관섬

여부률 알기 위해 州調整쫓員들을 조사할 방침. 그러나 Naruc의 원자력

문제와 폐기물처리 소위원회 의장인 John Stutsman에 따르면 州調整委員

들은 거의 Westinghouse의 AP-앉%이나 GE의 SBWR파 같은 소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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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디onary"컬계를 더 선호함.

마. System 80+ 확흩 원혈슐인 아칙 마곁5)

。 System80+은 NRC에 의한 최종 설계 승인에 있어 마지따 단계에 와 있

으p.

Oi ABB-CE의 개량형 경수로인 이 원자로는 4가지의 차세대형 완자로중

NRC 사무국으로 부터 최종안전평가보고 (FSER)를 받은 2번째 원자로엄.

。 GE(General Electric)의 ABWR은 작년 12월에 FSER을 받은 바 었음.

。 FSER의 발급은 원자로 제작사와 미국 원자력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

로서 위치가 부여되고 있음.

。 이것은 NRC사무국이 발전소 껄계의 안전검토와 관계된 모든 기술상의

요건을 만족시킨 것임.

。 ABB는 이 FSER을 획득한 것에 대해 매우 홉족해 하고 있는데 그것은

FSER이 지금까지 미국의 원자로 셜계에 대해 수행된 검토중 가장 철져

히 수행한 안전검토이기 때문임.

o NRC는 환편， 다른 2가지 개량형 경수로의 검토작업을 실시중임.

。 구체적으로는 GE의 SBWR과 Westinghollse의 AP-600형 원자로엄.

。 135만 kW의 System 80+가 최종셜계숭인을 얻기 위해서는 NRC의 원

자로안전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 8월에 가야 최종 셜계 송

인이 나올 것으로 보엄.

。 이 과정의 최종 단계는 설계인정으로 18~24개월에 걸친 규제 제정 작업이

종료한 뒤 수행될 것임.

2. Westinghouse

5) 日 本 鳳子力塵業新聞 199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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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뭘화획그톨 쩌편6}

o 市場 狀況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Westionhouse社는 2월 1일 기존의 原

子力 飯賣組織의 再編올 단행하는 동시에 에너지시스템 事業部훌에 2개의

事業領域을 新設.

o 新設部暑인 Operating Plant Bussiness Area는 판매와 엔지니어령 用投을

주로 담당할 것임.

。 또다른 新設部暑인 Inteπlational & Major Pr이ects Business는 향후 수

년이 新規原電의 주요한 가회임에 비추어 國際市場 開拖과 주요 新規事業

의 수행파관리률 맡을 것임.

나. 러시아 Mlnatom과 기얻협정 체:곁7)

。 Westinghouse와 러시아의 原子力部(Minatom)은 러시아 및 옛蘇聯 聯郭

國에 原子力 製品과 用앓을 공급하고 여타의 국가들에도 수출하기 위한

광범위한 企業協定을 체결.

。 이에 따라 Westinghouse 및 그 子會社들이 Westinghouse와 Minatom의

기술을 이용하면서 러시아에 그들이 브뤼셀에서 운영하고 있는 康子力 技

術·用投會社와 유사한 회사를 셜립할 수 있게 되었음.

。 옛 蘇聯 셜계의 原子爛 運轉者들이 그들의 노후한 制細計測(I&C) 裝備를

대체활 西方 기술의 移轉을 企圖하고 있어 Westinghouse는 협정이 포함

하고 있는 5개 분야 중 특히 자신블의 商標를 부착한 계측제어 장비를 생

산할 합작사의 설립에 기대를 갖고 있음.

6) Nucleonics Week 1994. 2. 17.
7) Nucleonics Week 199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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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本鏡定에 포함될 그 밖의 분야는 低準位廢棄뺑 取됐， 原子力 施設 건설，

現場用짧 둥인데， 協定은 포한 Westinghouse로 하여금 鍵縮 및 使用後核

熟빼 再處理에 있어 Minatom파 협력함으로써 核懶料週期 事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예상.

o Westinghouse는 그 밖에 러시아의 非原子力 發電會社인 RAD Rossi 및

러시아 政府 지정 뼈空運輸 現代化 業體인 Buran와 훌훌電業 協定도 체결.

。 合作企業의 자세한 윤팍은 3-5개월 후에 드러날 것임.

。 Westinghouse로서의 利點은 Minatom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및 오랫동

안 防衛塵業用으로사용되던 방대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었다는 것.

。 資金은 양측이 동둥하게 투자하는데， Westinghouse는 러시아塵 홉縮우

라늄의 對美 飯賣代金도 활용할 것임.

。 Westinghouse는 低準位廢棄物處理技術 및 核懶料 薰送容器 제조의 認許

可를 노라고 었음.

o 로보트 기술 동 現錫用投도 전망이 밝읍.

다. 우크라이나 Khatron확 보험기얻 혈힐8)

。 미국 훼스탱하우스사와 우크라이나의 기업인 Khatron 생산협회

(Production Association)는 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소에 최신의 겨1측체

어 가기들을 생산 도입하기 위하여 모험기업을 설립함.

。 미국정부는 웨스탱하우스사에 5백만 달러를 채공하여 모험기업

WESTRON여 계획을 개시하도록 자금을 지원함.

。 이 자금은 미국이 구소련국가들의 군수산업 만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한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것.

。 우크라이나의 Khan-on 생산협회는 이전에 미사일과 우주계획에서 계측제

8) ENS NucNet 1994. 5. 'n.

-154-



어 가기를 셜치한 척이 있음.

。 WESTRON은 초기에 주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구소련 컬계의 VVER

원자로에 개량 계측제어 기기를 공급하는 것에 업무의 훗점을 맞추고 있

。

p.

。 WESTRON은 이률 위해 Khatron에 었는 제작시껄울 이용할 예정.

。 왜스탱하우스사는 교육 빛 마켓탱 전문가 파견， 프로책트 관리， 제작기기

제공 둥을 통하여 WESTRON에 기여할 예정.

라. AP-600에 대환 유험의 판심유도9)

。 Westinghouse社는 2αm년도 이후 유럽型 被動型鳳子爛를 商用化하기 위

해 지난 해 12월 1일 브렷셀에서 벨기에， 이탈리아， 네텔란드， 스페인， 英

園 동에서 온 유럽의 8개 電力社와 會合을 가졌음.

。 이는 NPI가 개발중인 佛·觸型 PWRtNE의 Sizew밍l-B 둥의 輸出指向性

技術에 기초한 몇몇 국가들의 政策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敏感한 문채임.

。 Westinghouse社는 參加社들이 보인 好意的 關心에 내섬 欣快해 하고 있

。

p.

。 開發費用 둥의 문제로 改良型原子熺 鳳型爛의 建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의 電力社들은 16개 ARC(Advanced Reactor Corp.) 參與社 모두가

擊園的으로 AP-600 開發에 出휩키로 약속하고 있는 美園쪽의 상황전개를

훌望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음.

。 Westinghouse社 측은 유럽의 일반적인 原子據 容量 만큼 AP-600設計의

規模를 확대할 수 있음을 설명.

。 영국의 NE(Nuclear Electric)社는 1991년 AP-600 및 AP-900設計를 2αE

년 이후에나 英園의 선돼지로서 검토한 바 있지만t Sizewell一B에 정력을

9) Nucleonics Week 1994. 1. 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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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느라 Westinghouse社의 被動型 設計에는 주목한 적이 없음.

。 1월 19일 !BC Technical Service 주최로 런던에서 개최된 ‘原子力의 未

來’ 룰 주재로 한 회 의 에서 런던 활在 Westinghouse社 專務 Cliff Naylor

는 改良型 被動型原子爛 AP-600과 拉行해서 추진되고 있는 被動型 프로

그램들에 관해 셜명하면서 이 會合의 意圖를 처음으로 공식척으로 내비

첨.

。 그 중 하나인 AP-1000 SPWR(單純型加慶輕水慣)은 AP-600 設計擺念을

1,OOOMW 出力으로 확대하기 위해 Westinghouse 社가 日本의 여러 電力

社 및 三養重工業 둥파 함께 몇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프랑스

EDF도 1991년 여기에 합류.

。 Naylor는 SPWR 프로그램들을 또 하나의 유럽의 商用 原子빼로 확장하는

것은 合理的인 方案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

。 그는 1998년으로 예상되는 AP-하%에 대한 許可 後 5년 이내에 建設이 이

루어 칠 수 있을 것이나， 모든 當事者間에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고

있는 美國에서의 開發 日程을 그대로 유럽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고，

유럽에 建設할 수 있는 被動型 發電所의 適正 規模도 600 MW-1,OOO

l\1W 사이에서 可覆的이며， 경우에 따라서 AP-H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함.

。 그는 費用 面에서도 AP-없0은 美園에서 同級의 在來풍 原子爛 보다 27%

가 싼 kW當 1,500 달라에 建設可能하며， 쌍둥이 厭子樓를 지을 경우 이보

다도 10%가 더 싼 kW當 1.365 달라에 建設할 수가 있다고 주장.

o 또한 AP-600은 低出力密度 爛心으로 인해 裝入되는 燦料악 무게가 늘어

나가능 하지만 대신 鍵縮度가 낮아질 수 있기 때푼에 懶料 週期費룰 14%

節減할 수 있으며， 設計를 標準化·單純化 할 수 있고 援動率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運轉費도 在來式 보다 30%, 현재의 業界 平均보다 25% 줄

일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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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주園家들이있는맺고관계률오랫동안Westinghouse社와o

었는데， 그 대표적Wes파19house社의 提案에 積極的으로 關心을 보이고

전부터5년이미會員社로서電力짧究所(RPRI)의美園예로서，인

電力社들은 이탈리아에서AP-앉)() 프로그램올 支援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復活시키는데 었어서의 가능한 선택으로서 被動型 設計흘 꼽고原子力을

있음.

있는 나라들은 총 14個園인데， 유럽에서는

프랑스， 獨逢，

AP-떼O 프로그램에 寄與하고。

네델란드，이탈리아， 랴투아니아，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英國 둥이 이에 참여하여 여러 분야의 分析， 設計， 試驗스페인，

있음.

폴란드，

을 둡고

마. 밑톨 마표비시의 싣형경수를 프로헥트에 활여10)

Co.)의PowerAtomicJapan일본원자력(주){JAPC;웨스탱하우스는。

1 ，420MWe급 선형경수로 프로젝트(짖루가 3&4호기)에 참여.

두기의 원현채 혜스탱하우스의 계약상의 지분윤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전 건설의 총경비는 약 l조 엔(58억l 파운드) 정도.

이 신형경수로 설계는 일본 미쪼비시와 혜스탱하우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아나， JAPC의 요구에 따른 셜계 수정작업은 미쪼비서 단독으로 한 것

앞으로 양 회사간에 셜계정보와 인력교류가 있을 예정.。

바. 일볼 뭘면의 AP600 안헌혈 연구 재Alll)

협력에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와의15일，4월일본원자력연구소는。

10> Nucl얹r Engineering Int'} 1003. 3.
11) 8本康子力뽑究所 ‘集海뻐究所뉴스’ 1댔4.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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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세대 PWR 'AP600’로의 안전성연구률 개시하였다고 발표.

。 동 연구는 NRC의 제안올 받아들여 일본원자력연구소가 ROSA(경수로 냉

각채 상실사고 모의시험장치) 계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수동안

전성 (passive safety)를 추구하는 차세대 원자로의 연구로서 주목.

。 제l회 실험에서는 수동적 간급노심 냉각장치 (EeCS) 작동 둥 소가의 결과

를 달성.

。AP600 원자로는 미국에너지부 (DOE)의 지원으로 미국 훼스탱하우스사 둥

이 채발올 추진하고 었는 것으로 춤력 60만kW의 종형로이며， 충력율 이

용한 수동적 ECCS, 자연순환루프에 의한 노심냉각 둥 운전원의 조작에

의존하지 않는 수통적 안전성올 특정으로 함.

。 이 원자로는 현재 미국의 차세대 경수로중 유력한 후보로 대두

。 일본원자력연구소는 1970년부터 ROSA 계획을 개시하여 배관파단에 의한

냉각채 상실 둥의 사고를 모의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제5단계인

ROSA-V에 도달.

。 ‘ROSA-AP600 계획’으로 명명된 이 실험연구는 비용을 전액 NRC가 부담

하여 최근에 장치의 개조를 총료. 높아가 설물 크기인 약 3αn， 체적이

설울의 30분의 1인 차세대 PWR의 모의장치로 금후 약 1년에 걸쳐 냉각

재 상실사고 둥의 실험을 수행할 계획.

3. General Electric

가. 대만뭔헌사얻수추 포기 12)

。 GE는 높은 不確實性 및 30억 달라의 調達과 관련된 商業的 危險이 尙存

하고 었읍을 들어 훌灣電力의 Lungmen原電 受注鏡爭에서 離脫.

12) Nucleonics Week 199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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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BB-CE, Westinghouse!NE팀 , Siemens!Framatome팀 (NPI) 동은

아직 판심을 버리지 않고 있음.

。 GE눈 記者會見을 통해 東京電力의 發注로 짓고 있는 2繼를 포함환

ABWR 프로그햄의 지속을 확인.

。 현재 鐘動 中언 2機 짜리 原電 3곳 중 2곳야 GE의 BWR엄.

。 훌繼電力의 第4鳳電은 1982년 政府가 電力需要 停輔률 예측한 여 래 지 연

되고 있음.

。 政府는 1992년 이 프로혜트의 續開를 결정했지만， 地下鐵 둥 많은 大規

模 社會 間接寶本 工事가 運延됩으로써 資옳훌退을 받고 있읍.

。 GE의 離脫 消息을 접한 NE는 ~-Westinghouse 탑은 臺홉電力이 새로

지청한 時限인 1994년 1훨 7일까지 성공척인 應;fL書를 提出활 준비가 되

어 있으며， 그뜰의 設計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함올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

o ABB-CE도 일정에 따라 應;fL書률 提出할 것임올 밝협.

。 Westinghouse도 포환 유력한 觀爭者의 離脫에 대해 會心의 搬笑툴 지읍.

。 NE의 ‘成熟한’ Sizewell-B 設計가 훌홉電力야 바라고 있는 價格의 低廣

性올 내세우고 있가 때문에 이를 체시하고 있는 Wes피nghouse/ NE 팀이

매우 有利한 입장에 있음.

。 GE의 離脫 이유가 NPI(Nuclear Power In따na다onal)의 덤핑 소문 때문이

라는 說이 었음.

o 原電市場 分析家들은 현재 原電開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온 아샤

아 뿔이라고 하면서， 美園 內에 原電 建設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業體들

이 外國에서의 鏡爭을 빼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함.

나. 밑혼화 합학므로 볕환공항 건힐13)

13) NuclearFuel 1잃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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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eneral Electric Nuclear Energy와 Japan Nuclear Fuel은 핵연료 분말

생산율 위한 乾式I程 화학변환공장울 건쩔·운영하기 위한 합작회사

JCC(Joint Conversion Co.)를 설 립 .

。 이와 동시에 Framatome의 계열인 FBFC(Franco-Be}ge de Fabrication

de Combustibles)는 그들의 乾式I程 기술올 이 프로젝트를 위해 양허

하겠다고 발표.

o FBFC는 North Carolina싸I Wilmington 所在 GE의 핵연료 가공공장 내에

세워질 年 1,OOMT 以上 용량의 이 공장의 engme많mg 업무를 지원하고

주요 부품을 공급할 예정.

。 Framatome은 이 계약이 한국의 KNF‘C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3개월 후에

이루어졌다고 밝힘.

。 이 프로젝트의 大珠主가 될 GE가 이률 위한 NRC의 면허도 보유.

。 JNF는 日立파 東효의 공동소유엄.

。 이 공장에서 생산될 산화우라늄 분말은 GE의 미국 및 일본 內의 거래처

에 공급될 것엄.

。 GE 측은 이 공장이 환정적으로 챙정한 현대 기술올 사용할 것아며 생산

비도 낮출 것이라고 밝힘.

。 1잃5년 착공， 1997년 가동개시를 예정하고 있는 이 꽁장의 전략은 생산성

향상파 원가절감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

。 이러한 계획온 전 세계적인 껄벼과잉에도 불구하고 GE가 핵연료 생산올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암.

다. 톡밑 뭘헌 AI창 혐.14)

o GE는 Preussenelektra社의 Wtirgassen鳳電 樓心덮게의 검사용역율 따냉

14) Nucleonics WI땅‘ 1댔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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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처읍으로 배타척인 독일 원자력샤장에 첨투.

。 1971년 AEG에 의해 건조되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670MW급 BWR의

하나인 이 鳳電은 냉각재 흐름을 잡아주는 합력용기 내부의 스텐레스 스

틸로 된 爛心덮게에 균열이 생겼었음.

。 GE는 이에 관한 검사·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 이러한 문

제에 부닥친 척이 없는 Siemens. ABB(Asea Brown Bov앉i)둥 유럽의

BWR 제작자들은 그 해결 능력이 뒤져 있읍.

。 이러한 균열은 약 10년전 GE가 스위스에 건설 1971년 가동에 들어찬

M퍼lerberg BWR(372MW 급) 原電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해에

는 미국의 Brunswick 1호기와 Peach Bottom 3호기에서도 발견되었읍.

。 이에 따라 미국의 NRC와 BWR 소유사 그룹은 이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에 착수했으며， 그 후 Dresden 3호기와 Quad Cities 1호기에서도 이같은

균열이 발견됨으로써 공동 노력이 촉진됨.

。 7월 l일 현재 전 세계 12개 BWR의 뼈훌心덮게에서 이같은 균열이 발견됨.

。 東京電力은 福島 1, 2호기에서 최근 10여 군데의 균열을 발견했는데 이는

일본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혜임.

。 GE는 균열의 개연성이 原電이 낡아갈수록 섬화될 것으로 보아 自社의 인

허가로 건젤된 모든 BWR이 균열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

융.

。 GE가 이 계약을 따낸 이후 Siemens 둥 Wilrgassen의 보수를 위한 통상

척인 운전정지에 관계하고 있는 회사들은 GE의 독일 시장 침투를 불유쾌

하게 생각하고 GE와 그 고객과의 관계에 관한 심상찮은 소문을 펴뜨리고

있음.

라. ABWR에 대한 핵훌힐계왼률 획특15)

15) Nucl∞nics Week 199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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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NRC는 7년에 걸친 검토 끝에 GE社의 ABWR이 안전하며， 셜계대

로 건설될 경우 미국 내에서 運轉認許可를 받을 수 았을 것이라고 결론.

。 이 3,926 MW級 佛廳水뼈 젤계는 7월 13일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0 Part 52에 명 시된 NRC의 -‘括認許可節次(one-step

process)에 따라 성공적으로 NRC의 셜계안전성검토를 屬修하고

F‘DA(Final Design Approval}를 받은 최초의 ALWR이 됩.

。 FDA가 떨어짐에 따라 1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認證規，程

制定은 官報擺載 90일 후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

。 인중은 대중들로 하여금 ABWR에 대한 NRC의 안전성 형가에 대해 異議

提起를 활 수 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또 인증규정이 완료될 경우 수요자들을 NRC의 運轉認許可 보장에 따라

ABWR 셜계를 사용할 수 았게 됩.

。 절계가 숭언될 경우 이에 따라 原電을 추가로 건설하는데는 NRC에 의한

별도의 認許可 신청서 검토가 펼요치 않음.

。 ABWR은 東京電力어 日立， 東흥I GE동과의 공동 렵올 구성， 별도의 프로

젝트로 일본에서 이미 건셜 중에 있는데， 이번에 NRC가 숭인한 설계청보

의 90% 가량이 이와 동얼하며 兩者 間에 상호교류도 있음.

。 GE와 일본의 제휴사들은 NRC의 안전성 검토 전 ABWR의 셜계·실험 개

발을 위해 2억5천만 달러를 투입했융.

。 어와 별도로 DOE와 GE가 50:50으로 8천만 달러을 푸입한 AB'WR 겔계

인종 획득을 위한 노력은 1986년에 시작되었으며， DOE와 전력 수용가의

돈 4천만 달러가 GE의 被動安全性 設計인 SBWR의 인증을 위해 투입됩.

。 또한 FOAKE 프로그랩의 하냐로서 1993년 6월 GE와 DOE 및 ARC(l6개

電力社 그룹)이 분담한 1억 달러 짝려 프로그램이 NRC가 최근 숭언한

NSSS의 안전성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 착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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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AKE 총 비용은 2억7천6백만 달러인데， 이는 Westinghouse社의

AP-600 셜계와 ABWR을 합친 것임.

마. SBWR의 힐계검톨 월시 훌단16)

。 GE의 한 깐부는 재정지원이 제한된데다 NRC의 SBWR 피동형원자로 셜

계 검토일정이 셰워진데 대한 우려로 GE는 NRC 컬계검토를 알시 중단

했다고 공개.

O 그는 지체의 주원 이유는 재정자원에 대한 우려라고 했으나， SBWR에 대

한 GE의 시험 프로그햄의 질에 대한 NRC의 우려도 그 요인의 하나라고

인청.

o NRC의 SBWR 시험 프로그햄 검토는 계속될 것이나， 동시에 이루어지기

로 되어 었던 설계검토는 GE의 요청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시험문제가 해

결된 후 재개될 것이며， 그 시기는 빨라야 1996년 초 이후가 될 것이라고

함.

。 GE는 동시검토 방안을 지지함으로써 7천1백만 달러의 SBWR 혈계언중

matching fund 프로그햄(DOE로 부터 4천8백5십만 달러 I EPR!로 부터 2

천2백5십만 달러)올 효율적으로 늘려서 쓰는 안을 경계하고 있음.

。 matching fund 프로그랩은 SBWR 최종셜계숭인(FDA: Final Design

Approval)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1995년까지 5년갇 GE와 그 提鍵

社가 동일수준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도록 되어 었음.

。 GE는 이에 따라 SBWR에 대한 FDA가 더욱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SBWR 검토구조를 재구성하여 프로그랩 자금이 첼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즉 GE는 NRC 셜계검토를 재개할 시정애서는 전반적 검토 비용이 적게

16) Nucleonics Week 199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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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것이라는 것.

。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NRC 검토의 첫 케이스가 될 Westinghouse 의

AP-600 펴동형 PWR 설계에 의해 대부분의 FOAK (frrst- of-a-파nd)

피동형원자로 설계에 관한 정책척 문제들이 해소되어 버렬 것이기 때문.

。 더우기 SBWR 셜계에 대한 시험·개발모텔 프로그램은 완전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NRC입장에서 SB찌TR의 검토는 더 쉬운 사안이 될 것임.

。 GE논 1995년 후반에 가서 NRC와 더불어 인중검토 일정을 채조정하기를

희망.

4. 구소련국가와의 협력

가. 러시아와 소형뭘자흩재낼 계획확추17)

0 美國파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開逢園 또는 地域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小規模 原子爛 設計檢討훌 완료.

。 이는 美園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R&D 專門會社인 Advanced Physics

Corporation(APC) 파 러시아의 5개 原子力， 宇寅， 武器塵業 關聯 昭究所

들의 공동작업임.

。 APC는 MARR-One(mini-American-Russian Reactor - One)로 알려진

새로운 體型이 費用이 척게 들고 專故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소개.

o 이는 大型 在來式原電의 20분의 l에 상당하는 60MWE의 電力을 생산할

것임.

。 이는 100% 民間企業이 建꿇·運營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었으며， 러서아

17) ENS NucNet 1993. 12. 27.

-164-



안에서 共同製作됨으로써 建設費를 절반으로 줄일 예정.

。 이는 美園， 獨速， 러시아 등에서 이미 시험이 끝난 高溫가스빼 技衛을

기초로 할 것임.

。 메사츄세츠 技術鼎究所 新型原子爛 陽究室의 本部長이며 美國뼈u 首席 科

學者언 Laurence Lidsky 교수는 ”이 原子爛는 放射能을 띨 수 없는 헬륨

가스를 冷빼材로 사용할 것이며， 러시아에서 제착에 성공한 核懶料는 軍

事的 目的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테니스 공 크기의 黑짧 圓球로 포장되

었다. 또 運轉하기가 단순해서 運轉者의 完聲性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소

개.

o APC 會長 Glan T. Seaborg는 "MARR이 노리는 主市場은 美園이 아니

며， 우리의 목적은 안전하고 공해없는 原子樓로 高速成長園의 예측되는

에너지 부족에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밝힘.

。 이 프로젝트의 러시아측 팀장인 Nikolay Koill강lark.ine 교수는 최근 美國

空軍에 몇개의 TOPAZ 宇富用 原子빼 模型을 공급한 바 있는 모스크바

소재 쿠르차토프 原子力昭究所의 原子爛本部 本部長임.

。 그는 이 原子慣의 出力密度와 壓力이 PWR의 그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지극히 안전하다고 소개.

。 建設費 2억달라 이내로 러시아에 建設될 이 原子樓의 原型爛는 1996년 옛

蘇聯의 核武器 짧究團地인 Chelyabinsk-70 數地에 착공 예정)8)

。 中東， 유럽， 아시아 동의 投賣로 추진되고 있는 이 超小型 美-러 原子爛

(MARR, Mini-American/Russian Reactor)에 대 한 美國政府의 支擾은 없

으p.

。 이 會社는 1995년 말까지 最終 設計를 완료하고， 그 후 美園의 톰늪理 및

品質管理下에 러시아의 여러 콧에서 原子慣 部品들의 제작에 들어갈 예

정.

18) Nucleonics Week 199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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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R은 操作이 단순한 .事故無發生型(accident-proof) ’ 이며， 出力密度도

1Jtl壓輕水밟가 5O-100MW/m3인데 비해 MARR는 3MW/m3에 지나지 않

는다고 자찬.

。 러시아에서 이마 製作 完T된， 直쩔 lmm 크기의 우라늄 형태의 懶혐는

테니스 볼 크기의 黑錫 圓球型 容器에 들어 있는데， 원하는 出力密度에

따라 우라늄密度를 조절할 수 있으며， 품빼材로는 헬륨을 사용.

。 이 會社는 PWR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環太平洋 地域에

MARR을 판매할 예정이며， 4機를 l組로 發電所를 구성할 예정.

。 이와는 별도로 HTGR 開發의 先頭走者인 San Diego의 GA(Gener떠

Atomics)社도 지난 해 4월 l얼 Minatom파 300 MW級 가스터빈 모률型

헬륨爛룰 設計， 러시아에 建設하기 위한 合作會社를 젤립하는데 관한 誼

解覺書에 서명하고 政府에 1억 달라의 資金支援을 요망.

나. RERTR로 러사아의 고놓혹추라늄 헌환 지원19)

0 美國의 RERTR 프로그랩 (Reduced Enrichment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s Program)은 옛 蘇聯 設計의 50여 개 ‘昭究用原子빼에 사용될，

U-235를 19.75%로 鍵縮한 戰料의 設計와 製作을 위해 러시아의 RDIPE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of Power Engineering) 둥과 協力協

定을 체결키로 합의.

。 옛 蘇聯은 1978년 美園의 DOE와 동시에 이를 위한 鍵縮度 低減計훌j애

착수했으나 재정쩍 어려움으로 1988-1989년 중단했었음.

。 그때까지 蘇聯은 ITR設計라고 불련 昭究用原子爛 및 小型 VVER設計 原

子뼈에 사용되는 熱챔의 훌훌縮度를 武器級 高鍵縮 우라늄 수준에서 36%

U-잃5로 낮추는데 성공했었음.

19) Nuc1얹rFuel 199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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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러시아는 이체 RERTR의 도움에 의해 보다 密度가 높으면서 鍵縮

度가 20% 이하인 熟料를 開發， 製造할 수 있게 되었읍.

。 蘇聯은 1989년 프로그램이 중단될 당시 6-7그랩/cm3 정도의 原훨 懶料

를 製造， 1차 照射實驗을 시작했었음.

。 RDlPE는 이제 RERTR과 함쩨 1998-1999 년까지 옛 蘇聯 設計의 2개 原

型爛를 위한 懶科를 開發할 계획.

。 현재의 짧究用原子爛用 戰料는 UOz 親宋을 사용， NPCC(Novosibirsk

Chemical Concentrates Plant)에 의 해 Sverdlovsk-44 遠心分離 鍵縮I場

으로부터 공급된 武器級 뺑質 둥을 編釋한 여러가지 feedstock들을 기초

로 만들어 짐.

。 옛 蘇聯은 공식척으로는 鍵縮度 21% 01 상의 u-원5의 輸出을 금지했으나，

현재 러시아는 옛 蘇聯 設計의 陽究用原子爛툴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鍵縮度 36% 이내의 u-잃5률 鐵出하고 었음.

。 鍵縮慶 36%의 熟料가 輪出될 경우 NPCC는 이들 鳳子慣가 새로 製造된

戰料툴 연소할 것인지 또는 이전에 공급된， 90%까지 灌縮된 懶料를 연소

할 것인지에 관해 직접적￡로 아는 바가 없음.

。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둥 러시아 여외의 施設에는 사용되자 않은 武器級

우라늄 在庫가 있음.

。 러시야의 일부 짧究用原子뼈는 아직도 鍵縮度 90%의 懶料를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鍵縮度 36%의 熟힘도 爛心 改造없이 성공척

으로 裝樓되었으며， 옛 蘇聯 設計 原子爛의 安全 餘格度의 폭이 넓기 때

문에 樓縮度 19.75% 의 熟料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핍‘

0 러시아의 짧究用原子爛롤 燦料農縮度 36%에 맞게 전환할 경우 熱中性子

流動이 ll~50%, 高速中性子 流動이 0‘1-7% 저하되기 때문에 일부 原子

빼는 upgrade될 것 이라고 함.

。 Novosibirsk에서 가공된 U02 懶뼈의 질은 西方의 純度基灌에 부합되며，

-167-



世界市揚에서 西方의 공급자들이 제시하는 戰料에 비해 싸기 때문에

NPCC가 世界市錫에 진출할 경우 프랑스의 熟料 加I業者들의 市場 cj

有率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o Novosibirsk의 NPCC 團地는 年 60 MT의 U02 熟料 鎭合體를 製造할 수

있는 축구장 크기의 대규모 I뚫， 그보다 작은 규모의 짧究用原子爛 및

海軍用 戰料I場 및 아직까지 極秘에 불여져 있는 軍事用 原子爛 戰料 製

造그E場 둥 3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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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륙 2) 한l미 월자력공동상혈위뭘희 (JSCNOET)

주요의제

1. 1 빠휘뭘빼 (1977. 7. 14 - 16, 서률}

。 머 NRC와 과학기술처 원자력국간의 협력

- 규제정보 교환 및 요원훈련

- 한국전력(주) 요원의 미국연구기관 연수

- 원자력발전소 품질보증 분야에 2인의 전문가 파한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훈련센터 및 모의원자로 도입

- 도입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파한

。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미 ANL간의 자매결연

- 한국원자력연구소 요원 3명을 알곤연구소에 파견·훈련

- 경수로 안전성자문을 위해 전문가 l언 파한

。 에너지 및 원자력 시스탬 개발분석

- 정보채공 및 요원훈련

o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 원전 5，6호기 계약자가 미국회사로 낙찰될시 미 수출입은행의

차관지원 약속

- 핵연료놓축써비스의 한계를 5.000 MWe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쌍무협정 수정 약속

2. 2빠위뭘회 (1.978. 9. 6 - 9. 8, 폐질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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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라늄 농축역무공급

i 농축 우라늄 공급 상한 확대 (5，αX>MWe 이상)를 위한 한국요청에

적극협조 약속

0 협력협정개청

- 제3국과의 원자력협력에 저해요인이 되는 조항은 신껄하지 않을 것을

비공식 합의

。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핵연료 공급

- 연구용원자로 (TR-ill) 용량증가 및 핵연료선정 타당성연구에

미국전문가 1인 파한

- 동연구결과 20% 이상 농촉핵연료 사용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한

협조 합의

。 원자력 정보교환 찬넬 형성

- 전문분야별 정보관리 책임자를 양측이 각각 선정

。 핵연료 개발공단의 핵연료 가공 가술개발 지원

- ANL은 요원 훈련에 척극협조하며 소요 농축우라늄은 DOE에셔

공급할 것을 합의

。 고리 1호기 노섬관리용 전산프로그랩

-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보다 우수한 것을 제공할 것에 합의

。 안전조리제도개발지원

- 파학기술처원자력국 및 핵공단의 핵물질계량요원 훈련

。 NRC와 과학기술처원자력국간의 협력

- 원자력국 안전규제 요원훈련을 위한 전문가 파한

。 아르곤연구소와 핵연료개발공단의 자매결연

- 현행 원자력연구소와 아르곤연구소의 자매결연에 핵공단 포함하는

각서교환을 조속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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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쳐위뭘획 (1979. 12. 13, 서톨)

o 우라늄 놓축역무 공급

- 미측은 현행 농축역무한계 (5,OOOMWe) 를 초과공급 가능토록 하는

안건이 미의회에 계류중임을 상거

o 쌍무협정개청

- 선규 쌍무협정의 미측안이 한국외무부에 전딸되었음을 상기

。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핵연료공급

- TRIGA-ill의 출력중강 타당성연구에 협력

- 미측은 출력종강을 위하여 20%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것을 권고

。 아르곤연구소-원자력연구소-핵연료개발공단의 자매결연

- 과학기술처와 미DOE간에 상기 자매결연 협력각서 수정안에 서명

o 우라늄 정련 변환 기술개발 지훨

-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은 동사업올 민간기업 차원에서 추진키로 합의

。 노섬 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제공

- ANL컴퓨터센터에서 업수 가능한 수종의 코드기술서 제공

。 파학기술처‘- NRC 간 협력

- 미국은 NUREG Report를 과학기술처에 송부키로 합의

。 원자력발전소 운전정보교환

- 미국제공 원자로에 대해서만 운전정보 교환키로 합의

。 원자력발전 안전성에 관한 자문

- NRC는 핵연료전문가 1인을 파한키로 합의

。 Suspension Protocol

- 한국은 한·마·파EA간 안전조치협정중지 협정서에 겨존협정에 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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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새로운 권리 의무를 셜청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올 상기

4.. 4화휘뭘획 (1980. 6. 10 - 11, 웬상톨}

。 핵연료공급상한선

- NPT가입국에 대한 핵여뇨 농축공급장한선올 업애는 미 상·하원

의결안이 미 행정부에 이송되었음을 시사

。 과학기술처와 며 NRC간 협력

- 원자로 면허， 표준검사 및 강화분야에 각 l명씩 NRC에 따견·훈련

- 핵물질 계량관리분야에 대한 NRC전문가 자문

。 한국원자력연구소 NRX 계획

- 한국은 NRX 사업계획이 초기타당성 검토단계에 있음을 껄명

。 경수로 핵연료 개량 사업 지원

-미국의 개량추진 현황 비공식 제시

。 ANL‘KAERI-KNFDI ~}매결연

-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보낸 분광기의 설치 및 시범운전을 위하여 ANL

전문가 1인 파한키로 합의

5. 5빠휘뭘희 (1982. 1. 13 - 16.서률}

。 과학기술처 - NRC 간 협력

- 협력 5년간 연장

- 핵비상협력

- 한국원자력연구소 요원의 NRC 훈련참가

- 안전기준코드 및 표준개발 협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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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처는 원전 검사일지 송부

o ANL- KAERI ;l;~매결연

- 핵연료개발공단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합병에 따른 수정결연서 합의

。 안전조치를 위한 핵물철 계량

- 한국원자력연구소 직원 l언 파미연수

。 사용후해연료저장

- 한국측에 정보제공

- 한·미 공동연구 제의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 한국원자력연구소와 ORNL과의 양해각서 체결후 연구협력

。 원격지속 검증 (RECOVER)

- 국제핵물질 안전조치 시스댐의 RECOVER 소개 (미국측 제의)

6. 6화휘뭘획 (1982. 9. 27 - 28, 위싣톨)

。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동연구

- 한국의 핵연료 장기대책에 따른 양국 공동사업 체의

- 한국전문가 미국 파견

。 핵연료 조사후 시험

- 1984년초에 매년 6개의 사용후핵연료집합체를 이동시험

。 파학기술처-NRC간 협 력

- 비상시 협력

- 한국원자력연구소요원의 NRC 교육

。 연구소간 자매결연 추진

- BNL/ORNL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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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ECOVER계 획 한국참여

- 한국참여필요성 추장

- 한국은 IAEA 수원예산 격감을 이유로 참여주저

O 고연소도 핵연료 참여계획

- 미측의 참가종용

7. 7차위뭘획 (1983. 10. 27 - 11. 4, 서률)

0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공동연구

- 사용후핵연료 소내 저장 용량 중설에 대한 기술자문

。 핵연료;조사후-시-험

- 핵연효 수송용기 셜계에 대한 기술 자문

。 과학기술처 -NRC간 협 력

- 핵비상협 력 (NRC-KAERI-?l- 비상연락방 준비)

。 원자력안전규제 요원훈련

- IAEA 훈련생 선벌

。 KAERI-ANL간 협 력

- 고속노섬 안전성 감도해석 연구

8. 8쳐뀌뭘획 (1 984. 6. 21 -22, 휘상률)

0 과학기술처-NRC 협력

- 안전규제요원 훈련

- 핵비상훈련

。 KAERI-NRC협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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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노심 사고 공동연구

- 원자력발전소 검사관 훈련과정 지원

。 사용후핵연료 조사후 시험 현황

- 고리i호기 핵연료 12다발의 핵연료파손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후시혐의

양국간 공동결정을 위한 한국측 요구에 대한 보고서 접수

。 한·미 발전소간 협력

- 한전과 미국전력회사간의 접촉에 미국정부가 지원할 것을 약속

。 사-용후핵연료 저장협력

- 미국 핵혜기물정책법 제223조에 의거 양국간 협력할 단계별 계획 합의

9. 9쳐위뭘획 {1985. 5. 24, 서률)

0 공동상셜위원회의 재평가

。 NPT 명가회의

- 한국은 제3차 NPT 명가회의에서 미측의 입장을 지지할 것임을 시사

0 폐기물관리

- 한국측은 KAERI 혜기물천문가의 West Valley 파견 제의

- 핵연료봉 병합기술합의사항 설명 및 기술정보 교환 추진 협의

- 미국측은 쉬평포트 원전해체프로책트의 한국참여를 DEeD와 협의키로

함

- 한국측은 TRIGA연구로의 조사시료 집합체부풍 조사후시험에 관한 공

동연구 체의

0 핵물질계량 및 통제훈련

- 로스알라모스연구소의 훈련과정에 한국인 연수생 참여중대를 고려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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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l호기 조사후시험

- 양측수석대표의 공동양해각서 서명

0 원자력요원양성 체계화 수립

。 NRC/MOSTIKAERI 협 력

。 안전규제 요원훈련

。 연구용원자로핵연료가공

‘ 한국은 저농축핵연료에 관한 초기계획단계여며 미국의 농축도 감소계

획 연구에 참여희망

10. 10빠휘원획 (1986. 6. 24 - 26, 휘실톨)

。 왼자력비상협력

- 한국은 USNRC 운전센터에서의 비상훈련 참가희망

- NRC는 사고후속조사에 참여코자하는 한국제안을 사정에 따라 고려할

것에 동의

o 원자로 해체 및 폐기물관리

- West Valley와 Shippingport에서의 한국측 훈련참석 검토

。 원자력 요원훈련

- KAERI의 상셜교육계획 설정에 대한 자문

- 한국요원의 미국 Seabrrok훈련센터의 연수 희망

。 안전규제 요원훈련

- NRC는 후보자가 미국국립연구소에서 연수를 직접 요청토록 체의

。 조사후 시험에 대한 협력

- 며국은 분석용으로 TMI-2 연료생풀을 KAERI어l 공급할 수 있음올 제

의

-176-



。 안전보장조치

- NRC는 계량 및 관리에 대한 국가체제에 대한 훈련계획을 제안

11. 11쳐휘뭘획 (1988. 10. 24 - 28, 서률)

0 정책의제

- 핵수출통제채도

- 원자력협력정책연구

- 원자력 안전국제협력 강화방안

- 파EA총회 빛 이사회 결과검토

- 양국 원자력프로그랩 소개

- KAERI 조사후시험시설에 대한 공동양해각서 서명

。 신규의제

- 발전소 수명연장

- 원자로노화분석

- 원자력규제 및 안전성 연구협력파 기술정보 및 교환에 대한 MOST/

NRC간 약정

‘ 미국산 감손우라늄 연구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

- 대미 IAEA type-n 훈련생 확인 및 우선순위 결정

。 계속의제

- 원전 안전운전에 관한 연수과정 개최

- 사용후핵연료관리 기술협력

- 배관건전성 국제공동연구

-TMI 결과분석 보고

- TMI-2 표준문제 연구

- KMRR 철계

- KMRR 핵연료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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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시설의 제염 및 해체

- 조사후 시험협력

- 안전규제 요원훈련

- 핵비상협력

- 안전조치

12. 12빠위뭘획 (1989. 10. 2 - 6, 휘싣톨}

。 신규의재

- 신형원자로개념 및 관련핵연료주기기술에 관한 연구

- 져준위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처리에 관한 협력

- 원자력 안전성 협력확대

。 계속의제

- 발전소 수명연장

- 원자로노화분석사업

- 원자력안전에 관한 기술정보교환 약정

- 원전안전 운전에 관한 연수과정 개최

- 사용후핵연료판리 기술협력

- 배관건전생 국제공동연구

- 다목적연구로 협력

- 핵시젤의 제염 및 해체

- 조사후 시험협력

- 안전규제 요원훈련

4 핵비상협력

- 감손우라늄 현황 및 이용계획

-TMI 결파분석 보고

- TMI-2 표준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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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파EA훈련생(Type-IT> 확인 및 우선순위 결정

- 핵물질 안전조치

- 핵물질 채이전 또는 변형에 관한 동의절차

。 정책의채

- 핵수출통체제도

- 원자력협력정책연구

-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협력 확대방안 검토

13. 13빠휘뭘획 (1991. 5. 13 - 17, 서률)

。 신규의제

- 미 국립연구소에 한구연구원 배치

-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안전조치

- 시셜과 운송에 있어서의 핵물질의 물리쩍 방호

- 사용후 PWR연료의 CANDU 재사용

- 3국칸 세미냐 개최

。 계속의체

- 신형원자로개념연구

· 프리즘 액체금속원자로 및 차세대 고속중식로 개념

.수동형안전로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처리에 관한 협력

- 원자력안전성 협력

· 원자력안전 및 규제에 관한 협력

· 원자로 노화사업분석

· 원자력안전에 관한 기술정보 교환 협정

. 배관건전성 국제공똥연구

· 원자력안전규제 요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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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상훈련

• 쿄드용용 및 판리프로그햄

- 원전 운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국제훈련과정 개최

- 사용후핵연료 판리기술협력

- 다복적연구로 협력

- 조사후시험협력

- TMI-2 표준문제

- 대미 퍼EA훈련생 확인 및 우선순위결정

- 안전조치

- 핵물질 재이전 또는 변형에 관한 동의절차

。 정책의체

- 핵수출통체제도

- 원자력협력청책연구

-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확대방안 검토

- KEPCO와 DOE잔 농축서비스계약 개선

14. 14빠위월획 (1992. 11. 18 - 20, 휘상률}

0 정책의제

- 한·미원자력계획 검토

- 핵수출통체제도

• 원자력협력정책연구

-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확대방안 검토

- 고속증식로 정책

0 기술협력 의제

- 미국국립연구소에 한국연구원 배치

- 경·중수로 연계핵연료주기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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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액체금속원자로 혈계·개발

- 수동형안전로

- 저준위방사성폐겨물 취급 및 처리에 관한 협력

- 사용후핵연료관리 기술협력

- 다목적연구로협력

- 조사후시험협력

- 연구소깐 자매결연

- TMI-2 표준문제

o 원자력안전협력

- 원자로 경년열화 사업

- MOST-NRC.깐 원자력안전에 관한 기술정보 교환 협정

- 배판건전성 국제공동연구

- 원자력안전훈련

i 원자력비상협력

- 코드웅용 및 관리프로그랩

- !vIELCOR코드명가 프로그램

- CANDU 열수력코드명가

- 중대사고연구협력

。 안전조치

-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및 저장고 안전조치

- 시설과운송에 있어서의 핵물질의 몰리적방호

- 안전조치

- 핵물질변형/내용변경에 관한 공동결정 신청절차

15. 15확위뭘획 (1994. 1. 26 - 28, 서률)

。 정책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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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원자력계획검토

‘ 한국의 원자력중장기계획， 국제협력 둥 원자력계획의 개괄적 소개

• 미국은 차세대겸수로 및 액티나이드주기를 포함한 주요 원자력계획

소개

- 핵수출통제제도

- 원자력협력정책연구

! 원자력안전협력 검토

• 미측은 중국I CIS와의 안전협력 협의제의

-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청

- 원자력기술수출공통협력방안검토

• 동남아를 중심으로한 후발원전사업추진국에 기술수출 협력커로 합의

。 기술협력의제

- 미국립연구소에 한국연구원 배치

- 경·중수로연계핵연료주기기술협력

- 산형액체금속원자로설계·개발

- 수동형안전로

- 저춘위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처리에 관한 협력

- 사용후핵연료관라기술협력

- 다목적연구로에 대한 협력

- 조사후 시험협력

- 연구소간 자매결연

- 미국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방안구상

- 한국연구원에 대한 DOE 특별관리내부규청 검토

。 훤자력안전협력

- 원자로경년열화사업

- MOSTINRC깐 원자력안전에 관하 니굴정보교환

- 배관건전성 국제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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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훈련

- 원자력비상훈련

- 코드웅용 및 관리프로그램

- 중대사고 연구협력

。 안전조치

- 안전조치연구개발

- 핵물질의 몰려적방호

- 안전조치

- 핵물질변형/내용변경에 관한 공동결정 신청절차

- 국체안전조치관련 사찰기술협력을 위한 환·미협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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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300단어 내외)

본 보고서에서는 며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추진 과정에 대하여 1950년대부

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책환경파 정책절정 및 집행올 중심으로 하여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냉전 총식 이후 내부의 체제 개편파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하는 클련턴 행청부의 원자력정책올 보다 상세히 분석하였

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자력 협력관계는 국내 원자력중·장기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체결된 국제공동연구 파정을 중성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미 원자

력공동상설위원회 추진과정올 분석함으로써 향후 양국의 원자력이용개발 협력

방향셜정시 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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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port, U.S. nuclear utilization and development trends were analyzed
focused on nuclear policy ch하1ges from the 1950s to recent years.
Specifically, the nuclear policy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which is
carrying out both internal reorganization and enhancement of intemation머

cooperation, was analyzed in detail. Korea-U.S. nuclear coo뿜ration was
analyzed focused o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onσacted through national
long-term nuclear R&D implementation. m addition, the history of
Kore킹U.S. JSCNOET(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and Other‘

Energy Technology) was analyzed in order to aid decision making on futur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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