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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아시아 원자력협력 포럼(FNCA)에의 효율적 참여방안 조사 연구" 

Ⅱ.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수반

하여 증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 이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와 신규로 원자력개발에 착수하려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21세기에 세계 경제활동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되었으며, 이에 필

요한 에너지자원도 경제성장 및 생활의 질 향상 차원에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원자력발전의 수요는 급속히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원자력 이용개발 노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주축

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1990년 일본은 아시아 각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력기술 협

력 분야를 도출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원

자력협력포럼인 FNCA를 추진하여 왔다. 

  향후 우리나라가 FNCA 사업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FNCA를 통한 지속적

인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로와 같은 연구용 원자로를 자체 설계․

건설하여 운 하고 있으며 아울러 발전용 원자로 기술의 자립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FNCA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시점에 이르 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시아지역에서 모범적인 원자력 이용 개발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

라는 아시아지역 원자력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고위 관계자 회의인 FNCA에 

효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원자력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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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

를 수행하 다. 

  첫째, FNCA의 개관으로 FNCA의 배경 및 목적, FNCA의 조직 및 활동, FNCA 

체제 등 전반적인 FNCA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FNCA 체체에서 수행되는 7개 협력사업의 주요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조

사하 다. 

 셋째, FNCA 회원국들의 원자력개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분석하 다. 

 넷째, 향후 효율적인 협력 추진전략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제

시하 다. 

Ⅳ.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0여년 동안 FNCA는 아시아지역에서 원자력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협력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은 원자력의 필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지

만 이러한 원자력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시설 안전 및 방사성폐기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안전이용을 위한 참가국간의 파트너쉽을 통해 사회경제적

인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FNCA 체재내에서 원자력협력이 증진되어야 함

을 알 수 있었다. 

  아시아국가들은 종교, 문화, 정치, 경제등이 각국 특성이 다양화되어 있어 그러

한 다양성을 지닌 국가들이 자국의 관점에서 상호 이익적이고 공동으로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시아지역의 원자력의 향후 개발을 위해 매우 유

용함으로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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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CA 추진사업에서의 한국의 참여현황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향후 FNCA와의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FNCA와의 협력 방향은 국가위상 

제고와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효율적인 FNCA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FNCA 사업에 현

금 또는 현물등의 방법으로 지역내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보고서는 효율적인 FNCA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FNCA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수행자에 업무수행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태지역국가와의 협력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FNCA의 새로운 전략, FNCA 사업에의 활발한 참여를 위

해 제시된 방안은 정부의 FNCA 협력 수행 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FNCA 사업참여 확대, FNCA 협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의 협력방향 설정시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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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 Study on Strategies fo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Asia, which accounts for about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there are 

variety of countries that have already expanded nuclear power programs or 

are ready to embark on nuclear power programs to meet increasing energy 

demands resulting from rapidly growing economic development.

The Asian region also emerged as a new area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The future demand for nuclear power will also increase in 

booming Asia where rapid industrialization has been seen. 

Over the past few decades, efforts to promote th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the Asia region have been mainly driven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s part of its efforts to 

promote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by identifying cooperation areas 

of mutual benefits in nuclear technology, Japan has initiated regional nuclear 

cooperation programs with 9 countries in the region since 1990. 

It is high time that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NCA as it has 

achieved the goal of self-reliance in research reactor designing and construction 

technologies in addition to self-reliance in power reactor technologies.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n exemplary country in the region in terms 

of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Now is the time to enhance 

its national status in the regional community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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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A in which high-level representatives or policy makers from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are participating to discuss ways of 

enhancing regional nuclear coopera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an effort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 following scopes were categorized 

for in-depth study. First of all, a general overview of FNCA, the including 

background and strategic plans of the forum, structure and activities of the 

forum, and the FNCA framework was reviewed. 

 Secondly, major activities and implemented achievements in the 7 cooperation 

projects were also reviewed.

 Thirdly, the trend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 development programs in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FNCA were studied. 

 Finally, proper strategies and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participation in 

FNCA were presented. 

Ⅳ. Results of the Project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Over the past 10 years, the FNCA has been an important vehicle for 

promoting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region. 

  It was recognized that Asian countries, that now enjoy remarkable 

developments, have a growing need for the use of nuclear energy which has a 

greater potential and also has environmental advantages than conventional 

energy sources.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of nuclear energy use, 

however, some problems, a specially those involved in securing safety at 

nuclear facilities and managing radioactive wastes, should be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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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revealed that nuclear cooperation in the region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under the FNCA scheme in order to contribute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through partnerships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in respect to 

peaceful and safe utilization of nuclear technologies. 

  Asian countries are very diverse in many aspects, as they have attained 

historical developments relating to each of them: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It is very useful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Asia that 

these countries, with such wide differences, endeavor to carry out common 

tasks from their respective standpoints. 

The future direction for cooperation in FNCA should be implemented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status of Korea with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of carrying out the established national nuclear policy goal. 

  Strategies for contributing to promoting nuclear cooperation in the region, 

for example, cash or in-kind contribu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effectively 

participate in the FNCA.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reference material in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FNCA in the future and for personnel involved in  the 

FNCA affairs as the fundamental elements for implementing FNCA cooperation 

are presented.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Korea's participation in FNCA can be utilized as 

basic reference for the effectiv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FNCA 

activities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widely utilized for encouraging  Korea's 

participation in the FNCA and for establishing a future direction for FNCA by  

governments, industries, academic circles and research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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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수반

하여 증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 이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와 신규로 원자력개발에 착수하려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21세기에 세계 경제활동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되었으며, 이에 필

요한 에너지자원도 경제성장 및 생활의 질 향상 차원에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원자력발전의 수요는 급속히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원자력 이용개발 노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주축

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1990년 일본은 아시아 각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력기술 협

력 분야를 도출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원

자력협력포럼인 FNCA를 추진하여 왔다. 

  향후 우리나라가 FNCA 사업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FNCA를 통한 지속적

인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로와 같은 연구용 원자로를 자체 설계․

건설하여 운 하고 있고 아울러 동위원소의 이용 증진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

었으므로 FNCA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시점에 이르 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시아지역에서 모범적인 원자력 이용 개발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

라는 아시아지역 원자력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고위 관계자 회의인 FNCA에 

효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원자력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FNCA는 아시아지역에서 원자력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협력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발

전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은 원자력의 필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원자력

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시설 안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안전이용을 위한 참가국간의 파트너쉽을 통해 사회경제적

인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FNCA 체재내에서 원자력협력이 증진되어야 함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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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국가들은 종교, 문화, 정치, 경제등이 각국 특성이 다양화되어 있어 그러

한 다양성을 지닌 국가들이 자국의 관점에서 상호 이익적이고 공동으로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시아지역의 원자력의 향후 개발을 위해 매우 유

용함으로 알 수 있었다. 

  FNCA 추진사업에서의 한국의 참여현황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향후 FNCA와의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FNCA와의 협력 방향은 국가위상 

제고와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효율적인 FNCA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FNCA 사업에 현

금 또는 현물등의 방법으로 지역내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FNCA 사업참여 확대, FNCA 협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의 협력방향 설정시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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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원자력 동향

제1절 국내외 원자력환경의 변화 

  원전의 지속적인 건설과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 으로 국내 원자력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 1997년을 기점으로 핵심기술자립 및 원자력과

학 기술력의 강화와 수출 산업화를 지향하고 있다 . 

  한편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원전산업 환경이 변화함에 다라 타 발전원에 대한 

경쟁력제고가 필요하게 되었고, 원전 관련 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원전설

계․건설 핵심기술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의 경쟁 체제 도입과 민 화에 따라 가동중 원전의 성능

향상 및 효율적 이용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원자력 선진국은 산업체제를 조정

하고, 신형 원자로개발을 통해 향후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8개국이 제4세대 원전개발을 위한  국제

포럼(GIF, Generation-4 Nuclear Power System International Forum)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제1차 회의가 10.10 - 10.11 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

었다. 

  IAEA는 21세기 세계적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원자로보다 경제성, 안

전성, 핵비확산성 등이 획기적으로 제고된 미래형 원자로를 IAEA 회원국 공동으

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향후 20-30년내 상용화를 목표로 2001년부터 (INPRO :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사업을 

착수하여 수행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원자력산업이 정체되었던 미국 정부가 2001년 5월 발표한 “신에너

지정책”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는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을 표명한 바 있

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참사후 원자력시설을 대한 테러집단으로부터 물리

적인 방호를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IAEA는 11. 2일 IAEA 본부

에서 핵테러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테러집단의 핵무기 확보 방지, 테러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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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강화, 테러집단의 방사선원의 테러이용 저지 테러

대처 방안를 토의하 다. 각국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테러가 더 이상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발생 가능한 현실적

인 위험이라는 데 공감하고, IAEA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 다.  

  1997년의 쿄토 의정서 (Kyoto Protocol)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

로 이루는 동시에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수단인 ‘청정개발체제’ 

(CDM)를 채택한 후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COP-7에서는 선

진국들이 온난화가스를 감축하도록 돼 있는 교토의정서 운용규칙에서 최종합의를 

보았지만 원자력계에서 희망한 사항인 원자력발전이 CDM의 방안으로 선택되기

를 희망하 으나 2001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COP-6 II 회의에서 원자력기술의 사용

이 배제된 후 이번 회의에서도 원자력발전을 CDM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거론되지 않

았다. 

  2001년 11월 7일 일본 중부전력 하마오까(Hamaoka) 원전 1호기 (비등형 경수

로, 출력 54만kW, '76. 3 운전개시)에서 비상 노심 냉각 계통(ECCS)의 일부인 고

압 노심주입(HPCI) 펌프에 대한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던 중 잔열 제거 열교환기

의 증기추출배관이 파단되어 방사능을 함유한 증기 누설 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로 

안전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제2절 국내 원자력계의 국제협력 추진방향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력은 석유 의존도 탈피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으

나, 국민이해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미흡한 핵심기술의 개발여건 및 주변정세

의 향 등으로 원자력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원자력기술

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 으나, 핵심기술의 독자적 개발여건이 미흡하여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른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기

술자립에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낙후된 방사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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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의 농업‧의학‧공학적 이용을 확대하며, 국내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강화와 국제공동연구의 확대를 통하여 국내 원자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는 동시에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 원자력정책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 원자력 외교협력활동의 강화와 개발도상국과의 기술교류‧협

력의 증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남북한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을 우리 주도하에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단합된 노

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은 국가경제 발전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환경 보

전, 국민복지의 향상,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에너지수급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이용개발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그리고 생존 확

보차원에서 그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원자력기술의 고도화‧전문화‧복합화 추세와 국내외 환경 변화로 원자력을 평화

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장기 정책의 수립‧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관리의 장기적인 목표와 추진 계획을 제시

함으로써 국내의 한정된 인력‧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

킬 목적으로 원자력 핵심기술, 특히 경쟁력있는 기술의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을 향한 원자력 장기정책 방향에 따르면, 원자력정책은 국제화시대에 부

응하기 위하여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며, 또한 원자력기술수출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원자력산업을 시장개방과 경쟁원칙에 따르는 

일반 산업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활동에 맞게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활동을 강화하며, 축적된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

제기구에의 인력 진출, 후발개발도상국과의 기술 교류, 인력·정보의 교환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구 공산권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자력이 국내 문제만이 아닌 국제적인 원자력문제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의 원자력기술은 기술개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하며, 세계통상기구

(WT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등 원자력과 관련된 국

제기구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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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원자력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까

지의 개발도상국 차원의 국제협력 방향에서 탈피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 

요청되는 의무와 동시에 국가 원자력산업의 보호 육성, 기술의 선진화 및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선진국으로서 원자력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원자력협력정책

의 설정과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판단된다.

원자력의 협력강화 및 국가적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우선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국, 러시아, 호주, 중국 등과의 양국간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정례적

으로 운 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동시에,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동구 및 남미 등 개발도상국과 원자력 기술의 

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3절 원자력 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 

  국제 원자력계에서 국가 위상 국가위상 제고,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 선

진기술의 공동개발 등을 위해 원자력 외교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핵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  현황 및 전망 

  원자력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 기반 조성분야에서는 1996년부터 착수한 원자력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은 원자력 국제 공동 연구 및 원자력 기술수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원자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원자

력 국제기구별 국내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  중이며 개도국 인력 교육훈련

을 위한 국제 원자력 연수기능을 강화하 으며, 국내 원자력연수원들이 IAEA에 

의해 우수 국제연수원으로 인증되었다.  

  수출기반 조성 및 선진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국간 협력분야에서는 원자

력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개도국과의 기술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협력 대상국을 

동남아에서 북아프리카 및 남미지역 등으로 확대하 고,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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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로 원자력 교류․협력 기반 구축하고 기술조사단 파견, 대상국 고위관계자 초

청, 기술설명회, 원전도입 타당성 공동조사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 홍보 

및 해외 진출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원자력 기술 선진화를 위한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원자력 선진국과 

공식적인 원자력 협력관계를 맺어 기술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원자력 선진

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추진 및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캐

나다, 프랑스, 국, 러시아, 호주, 중국 등 8개국과 정기적으로 원자력공동위원회

를 개최 중이며, 원자력 정책 및 인력‧기술 교류, 공동연구, 제3국 공동진출 등을 

협의함.

  원자력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및 협력분야에서는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에 맞도록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에의 기여 확대 및 기술협력 활동을 강화

해 오고 있으며  IAEA 헌장 제6조 개정에 따라 IAEA 상임이사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IAEA 정규분담금 상향 및 특별기여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IAEA와는 

1998년 과학기술부와 IAEA간 기술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IAEA 기술협력 

활동에의 참여 및 국내 유치 증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국제기구에 정

규직원 및 국가지원전문가(CFE)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IAEA, OECD/NEA, 

CTBTO에 총31명이 진출해 있다. 원자력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기구 산하 원자

력기구(OECD/NEA) 활동에 참여를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운 위원회, 상설

기술위원회, 국제공동연구, 기술회의 등 적극 참여하며 또한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원자력 사고시 조기통보협약, 원자력 사고 또는 방사선 비상시 지원협약, 원

자력안전협약,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안전협약 등 국제협약에 능동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 핵비확산체제에의 능동적 참여 및 국가 원자력 통제체제 구축분야에서는 

- 1995년 핵비확산조약(NPT) 검토회의에서 NPT 무기한 연장 결정, 포괄적 핵실

험금지조약(CTBT), 무기용핵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등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 전망 (우리나라는 1999년 9월 CTBT 비준)등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IAEA 안전조치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1997년 채택된 안전조치협정

의 추가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확대 신고, 추

가 접근 등을 국내 법령에 반 , 1997년부터 국가 계량관리 검사체제 운 , IAEA 

사찰목표 달성률이 1994년 36%에서 1999년 90%로 향상되는 등 국가 계량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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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선되고 있다.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NPT수출국위원회(쟁거위원회:ZC)

에의 1995년 가입 이후 적극 참여하고 개정되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의 수

출통제 원칙 및 통제품목을 국내법에 반 함으로써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 및 

국가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수립하고 있다. 국제 물리적 방호체제에서는 물리적 방

호 이행에 대한 IAEA 국제권고안 강화 및 핵물질방호협약의 강화‧개정가 이루어

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추진분야에서는 북한경수로의 안전성 검토 및 검사와 규

제요원 훈련 및 원자력안전전문가회의, 안전 규제기술 관련 자료의 제공 및 설명

회 등을 통한 남북 원자력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추진계획 

  원자력 협력기능 강화를 위한 단기(2006년까지)의 계획으로는 원자력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해외공관, 출연연구기관, 해외지소, 해

외지사 등과 네트웍 구축등을 통해 원자력 선진국 및 수출대상국의 정책 동향 및 

기술수요 조사 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제 원자력 연수 기능의 상호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효과를 

제고하고 국제정규훈련과정 개발, IAEA에서 논의 중인 국제원자력대학(INU) 설

립에 주도적인 역할 담당코자 한다. 또한 원자력 국제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원자력국제협력지원센터 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계획

으로는 원자력 외교 및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및 교육‧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사업의 활성화 등 본격적인 원자력 협력 활동을 확대 실시하

는 것이다. 

  원자력기술 수출기반 조성 내실화 및 선진기술의 공동개발 촉진분야 단기계획

으로는 기술조사단 교환 방문, 공동세미나 개최, 교육훈련 제공, 기술이전 등 원자력

사업 추진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대한 지원 협력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원자력 수출을 위한 기술 지원단 구성을 추진할 계획

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등 원자력 선진국과 원자력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지속 개최하여 공동 관심분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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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에 원자력 공동연구개발센터 설

치․운 을 통해 원자력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계

획으로는 원전 도입 예정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기반을 구축

하고 국제기구,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술의 선

진화를 도모하며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의 위상 및 활동분야의 단기계획으로는 원자력 국제기구

에 대한 재원 기여 증대, 국내 전문가의 원자력 국제기구 직원 진출 확대, IAEA 

헌장 제6조 개정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여 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통해 국제 원

자력 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IAEA/RCA 지역사

무소 국내 설치․운  지원,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협약 활동에 적극 참

여, 한․중․일 등 동북아지역 국가간 원자력 협력활동 강화, 국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등 국제적인 행사 참가 및 유치 확대 등을 통해 원자력 관련 국제회의 

및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원자력 국제기구에서 한국 주도의 국제공

동연구사업 발굴‧지원 및 IAEA 및 개도국과의 원자력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확

대를 통해 원자력 국제기구와의 기술협력 활동을 강화코자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원자력 외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계획으로

는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도록 협력사업 자금 특별 기여를 증가시키고 

국내 전문가의 원자력 국제기구 고위직 직원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코자 한다.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 핵비확산체제에의 주도적 참여분야의 단기계획으

로는 NPT, CTBT, FMCT, NSG, 핵물질방호협약 등 핵 비확산 관련 국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적극  참여하고 국제 핵 비확산체제 및 관련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핵 비확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코자 한다. 또한 IAEA와 안

전조치 공동 이행과 관련 국산장비 개발 및 이용 확대,  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

의정서 및 통합안전조치 적용 대비 등을 통해  안전조치와 관련한 IAEA와의 협

력을 강화코자 한다. 또한 국가계량관리검사 평가체제 구축 및 검사결과의 독립성

을 확보할 계획이며 국내 원자력수출 통제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 전문기관을 지정․활용하여 물리적 방호체제에 대한 

평가 및 검사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장기계획으로는 핵 투명성 확보 및 신

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능력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수준

의 원자력 통제체제를 구축․운 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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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경수로 사업 지원분야의 단기계획으로는 북한 경수로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등 지원을 추진코자 한다. 중․장기계획으로는 북한 경수로의 효

율적 운전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 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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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FNCA 개관 

제1절 FNCA 개요

 1. 배경 

   세계 역사상 원자력의 파괴적 위력을 최초로 경험한 일본은 지난 40여 년간 

원자력의 평화이용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 으며 그 결과 지금은 명실공히 원

자력 기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있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내 각국에서도 원자

력의 평화이용이 확대됨으로써 경제, 사회, 보건,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원자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본이 취할 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은 

아시아 각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력기술 협력 분야를 도출하여 원자력의 평화이용

이 증진되기를 희망하 으며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에 있어서는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아시아지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을 목적으로 회

원국이 원자력을 개발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컨센서

스를 이루기 위해서 1990년 3월에서 제1차 아시아지역 과학장관 회의를 갖고 

ICNCA를 출범시켰다. 그 후 매년 일본 동경에서 ICNCA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회원국간의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

함으로써 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하 다. FNCA라는 명칭은 원래 1999년 3월에 있

은 제10차 ICNCA에서 변경하 다.  

   이 사업의 주관은 일본 원자력위원회 (AEC)가 맡도록 했고 담당 업무는 일본 

과학기술청 (STA)이 맡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일본원자력산업회의 (JAIF)가 맡게 

되었다. ICNCA는 매년 1회 참가국의 원자력업무 담당 각료급 회의를 가져 협력

사업을 협의하여 왔다. 이를 각료급회의 (Ministerial Meeting)이라고 불 다. 이 

MM은 매년 3월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ICNCA 회의 후 참가국은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

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이었으며 베트남은 처음 몇 해 동안 옵서버로 참여하다

가 1996년 회의 때 처음으로 참가하여 1997년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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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또한 제 10차 ICNCA 회의때부터 IAEA 대표가 회의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같은 지역내에 있으면서도 참여 대상이 아닌 국가는 IAEA 회원국이 아니

기도 한 대만과 북한이있고 원자력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몽골, 미얀마, 뉴질랜드

도 일단은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싱가폴 역시 원자력 사업이 활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참여를 사양하 기 때문에 회원국이 아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원자력과 관련한 협력체로서는 약 30년 전에 구성된  

IAEA/RCA가 있다. 현재 RCA 회원국은 17개국이다. 이들 중에서 FNCA 회원국

이 아닌 국가는 인도, 파키스탄, 방 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폴, 미얀마, 몽골, 뉴질

랜드의 8개국이다. 이들 국가중 원자력 사업이 대단히 활발한 인도, 파키스탄을 

일본이 FNCA 회원국으로 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이유는 이들 국가가 NPT 서

명 국가가 아니라는 대외적인 사유 때문이다. 일본은 헌법에서 핵무기에 대한 3대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핵 보유국 이외의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

고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상당히 엄정한 입장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 일본이 

FNCA 회원국 수를 확대하는 것은 기대하기 곤란한 일이다. 

년  도 장  소 한국 수석대표

1990년 제1차 ICNCA 동 경 이상희 과기부장관

1991년 제2차   김진현 과기부장관관

1992년 제3차   김진현 과기부장관장관

1993년 제4차   홍재희 원자력실장

1994년 제5차   한 성 과기부차관

1995년 제6차   김세종 원자력실장

1996년 제7차   임창열 과기부차관

1997년 제8차   김지호 원자력실장

1998년 제9차   김성년 원자력연구소장

1999년 제10차  강창희 과기부장관

2000년 제1차 FNCA 방 콕 한정길 과기부차관

2001년 제2차 FNCA 동 경 김 환 과기부장관

<표 3-1> 한국의 연도별 ICNCA(FNCA) 회의 참가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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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FNCA 각료급 회의의 목적은 FNCA의 정책, 방향, 사업을 협의하는 것이다. 이

와 함께 지역내 각 참가국이 처한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에서는 각국 각료급이 국가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제1차 FNCA 각료급 회의에서는 세 가지 주제 (토픽)를 놓고 원탁 토론하는 순서

도 마련되었다. ① 원자력 이용 진흥 ② 원자력 안전 ③ FNCA 국가간 협력 증진 

방안이었다. 

  기본적으로 FNCA가 표방하고 있는 목적은 원자력 응용의 확대로 각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슬로건은 2000년 3월 동경에서 열렸던 

제1차 FNCA 국가조정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주창되었고 제1차 각료급회의에서 

비로소 채택된 FNCA Vision Statement에 명시되어 있다. 

(FNCA Vision Statement) "The FNCA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through partnership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carrying out activities on the 

peaceful and safe utilization of nuclear technology."

 3. 조직 및 활동

  일본은 ICNCA 협력 사업이 10년의 연륜을 쌓으면서 본궤도에 올랐다고 생각

되는 1999년, 지역협력의 새로운 방향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력 체제의 

명칭을 FNCA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로 변경하 다. 이와 함

께 종전에 매년 3월 동경에서 갖던 각료급회의를 매년 가을 (10월 또는 11월중) 

격년제로 일본과 각 회원국에서 교대로 열기로 했고 각료급 회의에 앞서서 매년 

3월 동경에서 국가조정관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한 가을의 각료급회의를 원만히 

치루기 위해 회의 직전과 직후에 이른바 고위관계관회의 (Senior Officials 

Meeting(SOM))을 갖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FNCA 첫 각료급 회의가 태국의 제

안에 따라 방콕에서 열리게 되었으며 각료급회의를 전후하여 SOM이 열리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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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분야 

  처음 ICNCA가 출범하 을 때에는 3개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① 연구용 

원자로 응용 ② 방사선과 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③ 방사선과 동위원소의 농학

적 이용이었다. 이듬해인 1991년에는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PA) 과제와 방사성폐

기물 관리 과제가 추가되었고 1998년에는 원자력안전문화, 그리고 1999년에는 인

적자원개발 과제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현재 FNCA 체제에 의한 협력 과제로는 7

개가 추진되고 있다. 이들 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직 비원전분야 협력 사업만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다만 원자력 PA 과제에서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PA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각 과제별 프로젝트 리더는 다음과 같

다. 

과   제 소   속 성   명

연구용원자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전병진

방사선 및 RI의 의학적이용 원자력병원 조철구

방사선 및 RI의 농학적이용 농촌진흥청 김석동

원자력국민이해 증진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준극

방사성폐기물관리 한전원자력환경기술원 송명재

원자력안전문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윤원효

인적자원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박종균

<표 3-2> 한국의 FNCA 각 과제별 프로젝트 리더 

  신규사업으로는 “원자력과 지속 가능한 개발”, 전자가속기(EB)의 이용“, ”원자

력괴 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이 2001년 3월 조정관회의때 신규과제로 제안되

었다. 

5. 포럼행정지원 

  FNCA 사업과 회의는 형식적으로 일본원자력위원회가 주관하고 일본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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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STA)이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일본원자력산업회의(JAIF)

가 전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원산의 FNCA 책임자는 Machi Sueo 전무이

사로서 일본 국가조정관을 겸하고 있다. 마치 박사는 지난 2000년 7월까지 IAEA 

연구 및 동위원소 담당 사무차장(DDG)를 역임한 바 있으며 ACC의 책임자

(Manager)는 초창기부터 아시아협력업무를 맡아 해 온 Aoki Hiroko 여사이며, 

ACC에는 10명의 직원이 있음

  일본원자력산업회의는 일본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막 착수했을 때인 1956

년 3월 1일 동경에 본부를 두고 설립되었다. 원자력의 비정부기구로서 원산은 다

양한 견해 및 아이디어들을 국내 원자력개발 이용 정책 및 프로그램에 반 함으

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JAIF는 자발적인 회원가입으로 이루어진 비 리단체이다. JAIF는 국내 전력회

사, 제조회사, 금융기관, (정부 및 민간의)연구개발 기관, 지자체, 언론, 원자력관련 

기타 단체들이 회원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약 800개의 회원사가 있다. 또한 

동경에 있는 외국대표기관을 포함한 120개의 해외 자매 회원사가 있다. 

  JAIF의 주요 활동으로는 정부기관, 의회, 원자력산업체 및 국민들간의 원자력개

발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으며,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를 증진하고, 국제협력사업

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보서비스 제공, 출판물 발간 사업도 펼치고 있으며 원

자력전문가 훈련도 시키고 있다. 원자력관련 컨퍼런스 및 회의도 주관, 개최하고 

회원사간의 협력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장소를 정하여 세미나 또는 워

크샵을 개최하고 있다. 참석자 경비(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는 일본과 호주를 제

외하고서 각국별로 3명씩을 일본이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 대하여는 제1차 국가조

정관 회의(2000. 3 동경)와 제1차 각료급회의 (2000. 11 방콕)에는 1인에 대하여 경

비 지원하 으나 2001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리고 참가국에서 세미

나 또는 워크샵을 개최할 경우, 개최 경비의 상당액은 일본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일본 원산(JAIF)는 FNCA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ACC(아시아협력센터: Asia Cooperation Center)를 설치하고 General Manager로

서 오래동안 ICNCA 협력업무를 맡아왔던 Aoki Hiroko 여사를 임명하 다. ACC

는 FNCA 업무에 대한 각국과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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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lowship 인력을 파견하여 함께 근무함으로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시작했음. 파

견요원은 2명으로 하고 우선권은 다음번 FNCA 각료급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에서 

받기로 했다. 1999년 10월부터 태국 OAEP 직원 1인과 우리나라 MOST 직원 (최

도 ) 1인을 6개월간 파견 근무토록 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왕복항공료 및 일

본 체재경비는 ACC가 제공하고 있다. 

6. FNCA의 향후 전망

  일본은 FNCA를 통하여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원자력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으

로 전망된다. 물론 일본 정부의 일각에서는 FNCA (종전에는 ICNCA)가 지난 10

년간 과연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더구나 2001년부터 

시행되는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과기청이 문부성과 통폐합되는 변환기에 있

기 때문에 FNCA의 진로에 대하여 재평가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발판을 다져 나간다는 일본 특유의 대외협력 특성상 당장 가시적인 성

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

시아 국가간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FNCA의 프로젝트는 현재 7개 과제로 되어 있으나 2∼3개 과제가 추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특히 핵연료 사이클과 관련한 사업, 예컨대 플루토늄의 해

상운송, MOX 핵연료의 사용, 고속증식로의 상업운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 원자력 시설의 제염과 폐쇄 등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역 협력 과제가 채택될 전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0년 9월말의 토카이무라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이른바 ‘안전문화’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역내 국가간의 협력

도 강화될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이 원자력 기술이전(또는 기술수출)의 목표로 삼고 있는 대상 국가는 우리

나라와 호주를 제외한 개발도상국이므로 앞으로도 이들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에 집요하다고 할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본은 과거 수

십년 동안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등에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은 물론 요원 

훈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무상협력을 아끼지 않아 왔다. 그러므로 이제로부터는 



- 17 -

이 같은 기술협력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

로 FNCA를 통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국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당분간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IAEA/RCA를 감안하여 동남아 여러 나라를 FNCA의 협력범위에 유치할 수도 있

겠으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국가 범주에 들어가므로 핵 확산 절대반대

라는 일본의 정책 기조를 생각할 때 이들 국가의 FNCA 참여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방 라데시,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문호를 개방할 수도 있다고 생

각되며 이밖에 몽고, 미얀마의 경우에는 원자력 시장 잠재력이 저조하므로 아직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뉴질랜드와 싱가폴의 경우에

는 이들이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없고 더구나 선진국들이므로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에 비중을 둔 협력을 추진하고 있

지만 앞으로는 원자력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에도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걱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일

본, 우리나라, 중국만이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나 이미 지역내에서 대만이 가동하

고 있고 또 조만간 북한도 가동하게 되므로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지역적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가장 염두에 두어야할 문제는 다른 다국간 원자력 협력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IAEA/RCA를 들 수 있다. 따라서 

IAEA/RCA와 FNCA와의 조화 있는 사업조정은 앞으로 회원국들이 감당해야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IAEA/RCA 사업중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연구로 이용,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 농업적 이용, 산업적 이용이 있는데 FNCA 

사업으로서도 거의 같은 내용의 사업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IAEA/RCA 회원국 중에서 FNCA에 참여

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의 중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IAEA/RCA 회원국중에서 반수 정도는 거의 같은 사업에 중복 참

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국간 협력과 

FNCA 사업과의 연계조정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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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FNCA 체제 

 1. 관련회의 

  FNCA 체제에 따르면 FNCA와 관련한 회의는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기본되는 회의는 각 과제의 프로젝트 리더회의이다. 각 과제마다 각국에 1명씩의 

프로젝트 리더를 두도록 되어있다. 이들이 회합하여 그 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하

여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두 번째 회의는 국가조정관 (National Coordinator) 회

의이다. 각국별로 1명의 국가 조정관을 두게 되어있다. 현재 각국별 National 

Coordinator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세 번째 회의로서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각료급 회의(MM)이다. 각국의 원자력 관련 각료급이 참가하는 회의이다. 이와는 

별도로 SOM이라는 회의가 있다. 각료급 회의에 상정할 의제를 검토하며 각료급 

회의 이후 후속조치를 협의하는 고위 관계관 회의이다. MM은 ICNCA가 FNCA

로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에 2000년 11월의 방콕 회의가 제1차 FNCA 각료급 회

의가 되며 이 각료급 회의의 직전과 직후에 열리는 SOM 역시 처음 시도하는 회

의이다.

  일본이 많은 자금을 들이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하여는 의

논이 분분하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의 대동아 공 권을 확보하자는 의도에서가 아

니겠느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원자력 시장을 겨냥하여서 미

리 포석을 하자는 견해도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

로 하여 원자력 시장을 확대하자는 생각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거 일본은 원

자력 지역협력을 주도하겠다는 기치를 높여서 IAEA/RCA 사업에 많은 지원을 아

끼지 않았으나 근년에 이르러 RCA 사업에 대하여 한계를 느꼈고 더구나 RCA 

회원국 중에서 인도, 파키스탄등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부상하게 되자 원자력의 평

화 이용에 진력한다는 일본으로서 이들 국가와 함께 RCA 사업에 동행한다는데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되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

켜보면 RCA는 실상 일본의 주도로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RCA는 약 30년 

전 당시 IAEA 사무차장이던 Hidedake Kakihana 교수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이

후 일본은 RCA 사업을 위한 특별자금 기여와 함께 여러명의 RCA Coordinator를 

진출토록 함으로서 RCA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그러한 일본이 F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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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CNCA)를 구성하고 아시아 일부 인접 국가만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지역협력 체제를 구성한 것은 일본 원자력 대외 정책의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의도에서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일본이 

FNCA를 통하여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가? 우선은 비원전 분야, 

즉 동위원소이용 분야이다. 동남아에서 동위원소 이용이 점차 확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관련 기기의 시장은 대단히 폭이 넓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일

본의 의도는 이 같은 비원전 분야 시장 잠식을 발판으로 하여 원전 분야 기술 진

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FNCA의 관리체제는 2000년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장관급회의 본회의에서 합

의된 것이다. 본회의는 각료급 회의 및 최고위급회의의 참가자가 참석하는 회의이

다. 동 회의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지역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FNCA 체제하에서의 사업의 실행계획(Action 

Plan)이 적의 승인되는 것이다. MM과 SOM은 매년 10월 또는 11월에 일본과 회

원국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가. 장관급 회의(MM)

 

  일본과 지리적, 경제적으로 접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지역은 원자력개발이용에 

있어 방사선농학․의학적 이용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공통과제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인근 역내 지역협력의 구체화

를 위한 의견 및 정보교환을 하고, 지역협력에 관계되는 국가의 콘센서스를 얻고 

각 국가의 장관급 인사들에게 원자력의 혜택을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제1차 장관급회의에 2001년에도 동경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장관급 회의의 참가범위는 역내 회원국의 각료급 인사들이 참여하며 주요의제

에 대해 국가기조 정책 발표 및 원탁토의를 하며 이후 공동선언문(코뮤니케)를 채

택한다. 장관급 회의는 일본 정부(문부과학성)이 재원 부담, 일본원산(JAIF) 산하 

‘아시아협력센터’(ACC)가 사무국 기능 수행한다. 동 회의는 (1) Country Paper 발

표(10분간의 수석대표), (2) 원탁토의 참가(각 토픽당 1시간), (3) 공동선언문 작성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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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위관계자 회의 (SOM)

  FNCA 각료급 회의 (MM: Ministerial Meeting) 직전과 직후에 회합하여 각료

급 회의에 상정할 의제를 준비하고 각료급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모임이다. 각료급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의제에 대하여 회원국간

의 합의를 도출해 나간 점에서 SOM은 순조로운 출발을 하여야 하며 각국 참가자

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역할수행이 요구되는 중요한 회의이다. 

  또한 FNCA 장관급 회의 이전에 개최되고 있는 국가들간의 고위관리회의(SOM) 

등 관련 공식회동들은 협력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SOM 회의를 최대한 활

용하여 가시적인 협력사업 도출 및 장기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

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다. 조정관회의 

  기존 FNCA 체제하에서 추진되는 7개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

고․논의하며, 제안된 신규사업을 발표하고 추진방안을 협의한다. 2001년 3월 동

경에서 개최된 제2차 조정관회의에서는  각국 조정관의 역할과 사업책임자에 대

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FNCA Management & Operation”을 협의하여 채택

하 다. 또는 동 회의는 FNCA 전체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검토하는 모임인데 우

리나라 국가조정관(National Coordinator)은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이다. 동 

회의에서는 FNCA 회원국들이 각 국가별로(알파벳순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발

표하며, 대부분 자국의 원자력개발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국내의 FNCA 

활동관련 현황 등을 간략히 언급한다. 

각국의 국가조정관은 다음과 같다. 

호주 Prof. Helen Garnett

Executive Director and CEO

Australian Nuclear Science & Technology Organization

(ANSTO)



- 21 -

중국 Li Xiang

Chief Officer for Regional Cooperation

Division of Inter-Government and Internat'l Organization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CAEA)

인도네시아 Bakri Arbie

Deupty Chariman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and Energy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

일본 Sueo Machi

Senior Managing Director

Japan Atomic Industrial Forum (JAIF)

한국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

윤동열

말레지아 Adnan bin Haji Khakid

Director, Division of Planning and External Relations

Malaysian Institute for Nuclear Technology Research 

         (MINT)

필리핀 Alumanda dela R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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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g Director

Philippl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PNRI)

태국 Manoon Aramrattana

Deputy Secretary-General

Office of Atomic Energy for Peace (OAEP)

베트남 Le Doan Phac

Deputy Direct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lanning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A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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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FNCA 체제)

고위급 실무자회의

각료급회의

전략적인 FNCA 관리 토

의 

자료 보고
  Coordinator Meeting

    Coordinator (국가당 1명)

분야별 활동 보고 

Project Leaders 

 R  A M P W S H

       (사업분야별 사업책임자 1명)

매년 11월

(동경 및 회원국)

매년 3월(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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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FNCA와 IAEA/RCA 사업과의 시너지효과의 증진방안 및 사업 중복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IAEA의 옵서버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제1차 장관급 회의에는 

IAEA 옵서버로 기술협력담당 사무차장(DDG)인 Qian Jihui (중국인)이 참석하

다. IAEA의 DDG가 FNCA MM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물론 처음은 아니다. 1999

년 3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10차 ICNCA 각료급 회의에는 당시 IAEA 연구 및 동

위원소 담당 DDG인 Sueo Machi 박사(현재 일본 원자력산업회의 전무이사)가 참

석하여 초청강연을 한 바 있고 2000년 3월 제1차 FNCA 국가조정관 회의에는 

IAEA/RCA Coordinator인 Carlito Aleta 박사가 참석하여 RCA 사업에 대한 현황

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IAEA/RCA와 FNCA 사업의 협조를 다지기 위한 행

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 3월 동경 국가조정관회의에 RCA Coordinator가 초청받아 참석한 것과 관

련하여 IAEA가 2000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 22차 RCA 총회에 일본 FNCA 

Coordinator인 Machi 박사를 초청한 것은 단순히 RCA Coordinator인 Aleta 박사

의 초청에 따른 답례 차원을 떠나서 IAEA로서도 FNCA와의 Coordination을 바라

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IAEA는 일본이 과거처럼 RCA 사업

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여 줄 것을 내심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FNCA와의 Coordination을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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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회의 결과 

 가. 제1차 FNCA 본회의 

제1차 FNCA 본회의가 2000. 11. 10-1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11월 10

일과 11일 이틀동안은 SOM-1이라고 해서 MM에 앞선 고위 관계관 회의 다. 정

작 MM은 11월 13일 하루 다. 11월 14일은 SOM-2로서 MM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협의하는 모임이 있었고 11월 15일은 시찰로서 국립과학관과 

방사선 식품 조사시설, 그리고 Ongkarak 이라는 곳의 연구용 원자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MM을 전후하여 SOM을 갖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형

태를 취할 것 같다. 동 회의는 일본이 과거 10년간에 걸쳐 개최된 ICNCA의 제반

활동을 승계하는 회의이며 공식적으로 FNCA 체제로의 전환후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여서 많은 의미를 띄었다.  

  제1차 FNCA 각료급 회의의 주관기관(Sponsoring)은 태국 과학기술환경부와 일

본 원자력위원회로 설정하 다. 후원(Supporting) 은 태국 원자력청 (OAEP), 일본 

과학기술청 (STA), 태국 수상실 소속 공보부, 태국 Kasetsart 대학교, 태국 전력공

사 (EGAT), 태국 국립과학관 (NSM)이 담당토록 하 다. 협조기관 (Cooperating)

은 일본원자력연구소 (JAERI), 일본핵주기개발연구소 (JNC), 일본원자력산업회의 

(JAIF)가 맡도록 했다. 실제 준비기관 (Preparating)은 태국 OAEP와 일본 JAIF

다. 실무 책임자는 태국에서 OAEP 사무차장인 Manoon 박사와 일본 원산 아시아

협력센터 (ACC)의 Nagasugi 차장이었다. 

  OAEP는 사무국 운 을 위하여 약 6개월 전인 지난 3월부터 OAEP 직원 약 40

명을 차출하여 각각 임무를 맡도록 했다. Manoon 사무차장의 진두 지휘아래 총

무, 재정, 의전, 홍보, 연회, 숙소, 경호, 회의 진행, 출판, 대외연락, 산업시찰, VIP 

업무등 조직적인 준비 업무를 수행토록 하 다. 

  국가발표에 이어 FNCA Framework 에 대한 특별보고가 있었다. 특별보고는 ① 

FNCA 체제 아래에서의 지역 원자력협력 활동 (일본 과학기술청 원자력국장 

Saichi Nakazawa), ② FNCA 전략계획 소개 (태국 원자력청 사무차장 Manoon 

Aramrattana), ③ 아시아지역에서의 IAEA (IAEA 사무차장 Qian Jihui) 이었다. 



- 26 -

  특별보에 이어 원탁토론이 있었다. 기본주제는 ‘아시아에서의 미래 원자력과 안

전’ (Future Nuclear Energy and its Safety in Asia) 이었다. 원탁토론은 세가지 

토픽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는 ‘원자력응용 증진’ (Promotion of Nuclear 

Energy Application)으로서 일본 원자력위원인 Tetsuya Endo 대사가 진행을 맡았

고 중국 국가원자능기구(CAEA) 국제합작사 정부간 사무 및 국제조직처 처장이라

는 긴 타이틀의 Zhang Jing (張 靜)이 발제 발표를 하 다. 두 번째 토픽은 ‘원자

력 안전’ (Nuclear Safety)로서 호주 ANSTO의 Helen Garnett이 진행을 맡았고 우

리나라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 김창우 (金昌宇)과장이 발제 발표를 하

다. 세 번째는 ‘FNCA 국가간의 협력 증진 방안’을 토픽으로 삼았다. 태국 농업

협력부 농업처 연구위원인 Pornpimol Chaiwanakupt 여사가 진행을 맡았고 일본

의 FNCA Coordinator인 수에오 마치 (町 末夫)박사가 발제 발표를 하 다. 

  제3세션의 마지막에는 MM에서 최종 채택할 공동 콤뮤니케의 초안을 검토하고 

FNCA 전략 계획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작업은 각료급들이 직접 참여하

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대표로 고위 관계관 1명씩이 참석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이미 SOM-1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채택될 줄 

알았으나 언제나 그렇듯 그런 작업에는 말 많은 대표들이 있기 마련이어서 어언 

한시간을 소모하게 되었다. 

  제4세션은 폐회 세션이었다. 태국 과학기술환경 장관이 진행을 맡았다. 먼저 공

동 콤뮤니케를 채택하 다. OAEP의 Manoon 사무차장이 설명하 다. 이어 

FNCA 전략 계획을 채택하 다. 일본 과기청 Nakahara 과장이 내용을 설명하

다. 이 두가지 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폐회식에 들어가 태국 과학기술환

경장관이 폐회사를 하 고 Tadamori Oshima 일본 과학기술청 장관이 감사의 뜻

을 표하는 Remarks를 하 다. 폐회식 후에는 곧이어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동 회의에서 도출된 “새로운 FNCA 체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1990년 3월 동경에서 첫 ICNCA 각료급 회의를 열었다. 

ICNCA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에서 원자력 평화 이용 증진에 대한 경험과 견해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후 매년 동경에서 ICNCA가 열려 참가국간에 상호 신뢰를 구

축하 다. 1999년 3월 동경에서의 제10차 ICNCA 각료급회의에서 협력 체제의 명



- 27 -

칭을 FNCA로 바꾸기로 합의하 다. 이와 함께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국별로 국가 조장관을 임명토록했고 각 프로젝트별로는 과거 Contact 

Person이라는 개념을 바꾸어 Project Leader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리고 FNCA 

각료급회의는 격년으로 회원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10년 동안 수

행된 7개 과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o 연구용 원자로 응용: FNCA 회원국에는 모두 27기의 연구용 원자로가 있다. 

그 중에는 비교적 최근에 완공한 중국의 MJTR, 인도네시아의 RSG-GAS, 일본

의 JRR-3M, 한국의 HANARO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호주와 태국이 새로운 원

자로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FNCA는 연구용 원자로 응용과 관련한 연구 활동

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번에 걸친 지역 워크샵을 개최하 다. 중성자 산란, 동

위원소 생산, 중성자 방사화 분석, 원자로 운  및 관리에 중점 둔 것이었다. 

이들 워크샵에는 모두 630여명이 참가하 으며 국제 저널에 수록된 20여 편의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었다.

 

 o RI의 농업적 이용: 이 분야 워크샵 중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성공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Sterile Insect Techniques (SIT)는 대표적인 것이다. 이 기술은 태국 

북부 지방의 Doi Ankan 마을과 필리핀의 Guimaras 섬에서 과일 파리의 구제

를 위해 실제로 사용되었다. 태국에서는 주변 1백 Km 지역에 SIT 기술을 적

용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1995년 한해에 1억 3천 5백만 바트 다. 돌연

변이 유전육종은 1993년이래 농업 분야의 주요 사업이었다. FNCA 국가에서 

유전육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것은 두드러진 결과 다. 태국과 필리핀에서

는 다른 FNCA 국가의 협조아래 수도(벼) 돌연변이 품종의 지역은행 (MSR) 

이 운 되고 있다.  

 o RI의 의학적 이용: 자궁암 치료를 위한 지역 협력이 중점 수행되었다. 210 케

이스에 이르는 임상 실험이 각국에서 수행되어 자궁암 치료를 위한 표준 매뉴

얼로서의 프로토콜 수립이 가능해 졌다. 이 프로토콜을 적용함으로서 자궁암 

환자의 2년 기간 생존율을 71%나 증가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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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원자력 PA: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경험 교류를 목적으로 매년 워크샵이 개최

되었다. 아시아네트라고 하는 정보교류 네트워크가 운 되어 대단히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네트 뉴스레터를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인터

넷 홈페이지도 마련되었다. 몇몇 국가에서는 PA 워크샵을 국내 행사와 연계하

여 개최하므로서 성과를 거두었다. 1996년 필리핀에서 제2회 필리핀 원자력 

콩그레스와 함께 워크샵을 가졌고 1997년에는 말레이지아에서, 1999년에는 일

본에서, 2000년에는 한국에서 국내 행사와 함께 PA 워크샵이 열려 성과를 거

두었다.

 o 방사성폐기물관리: 1995년이래 워크샵이 개최되고 있다. 1999년부터는 워크샵

에 sub-meeting을 두어 규제 및 기술적 측면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기 시작

헸다. 이 분야에서도 뉴스레터가 발간되어 정보 교류에 활용되고 있으며 홈페

이지도 개발되었다. 

 o 원자력 안전문화: 1997년부터 호주의 지원으로 워크샵이 개최되어 각국의 원자

력 안전문화 제고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워크샵은 주로 비원전 분야에 중점두

고 있다. 참가국 대부분이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o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강화는 원자력기술 응용과 개발의 핵심이라는 인식아

래 1999년부터 인적자원 개발에 따른 각국별 전략 수립 워크샵을 열고 있다. 

폐기물 관리 및 안전성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요원 훈련을 

위한 교육 씨나리오 개발이 중점 추진되고 있다.

종전의 ICNCA를 FNCA라는 새로운 체제로 바꾼 이유는 회원국간의 협조를 보다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각 사업별로 PL (프로젝트 리더)를 두어 프로젝트의 

계획에서부터 추진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매년 

열리는 각료급 회의 (MM)을 전후하여 고위관계관회의 (SOM)을 가지도록 한 것 

역시 새로운 시도이다. 실제로 FNCA의 정책은 SOM과 MM에서 결정되도록 한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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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CA 국가조정관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SOM에서 승

인할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준비하도록 했다. 각국은 국가조정관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되었다. 파트너쉽은  FNCA 국가간

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위해서

는 각국이 기술적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라는 견해

다. 다시말하여 일본 (또는 호주)만 재정 부담을 할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재

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사업은 3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동경에서의 제1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에서는 7개 과제에 

대한 3개년 계획을 승인한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난 11월 10일의 SOM-1 

회의에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몇군데 수정을 보았다. 이렇게 하여 나온 것이 

‘FNCA 전략계획’(Strategic Plan) 이다. 

 또한 동 회의에서 도출된 “FNCA 전략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NCA 사업은 가시적이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 사항을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협

력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무슨 결과가 있느냐는 일본 정부 일각의 견해에 대

하여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같은 

개념은 IAEA/RCA 로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자금을 사

용했지만 실제로 무슨 성과가 있느냐는 질타는 어느 곳에나 있는 법이다. 그래서 

IAEA/RCA로서도 회원국의 Ownership을 강조하게 되었고 사업마다 End-user를 

고려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FNCA 에 있어서도 End-user를 고려하지 않

을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논란되었던 사항이 아니지만 이제 FNCA 라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가시적이며 경제적인 효과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은 오히려 당연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전제아래 FNCA가 새로운 전략으로 내세운 원칙은 ① FNCA 국가가 실제

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② FNCA 국가에게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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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드러진 사업을 추진하고 ③ 원자력 기술이 다른 방법에 비하여 뛰어난 이점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하며 ④ 참가국의 확고한 지원 약속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참가국의 지원 약속은 기술적,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조정관 

또는 각 프로젝트 리더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는 얘기이다. 

일본의 FNCA 국가 조정관이며 사실상 FNCA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일본원산의 

마치(町) 박사가 그 동안 각 프로젝트 워크샵등을 통해 취합된 앞으로의 추진 방

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새로운 FNCA 전략을 반 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o 연구용 원자로 응용: 지금까지 중성자 산란, 동위원소 생산, 방사화 분석, 연구

로 운 . 관리를 중점 추진했으나 중성자 산란 (주로 SANS)은 2001년 베이징

(北京)에서의 워크샵을 끝으로 마무리하며 대신 Tc-99m 제너레이터 생산기술 

증진 (Mo-99의 중성자-감마 반응)을 새로운 토픽으로 추진한다. 또한 NAA응

용은 결과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 도심 대기 오염 분석, 광물 자원 탐사에 따

른 분석등에 초점을 둔다.

 o RI의 농업적 이용: 2001년까지 현재의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며 2002년부터는 

3단계 사업이 착수된다. 다만 3단계 사업은 작물 품종 개량에 따른 각국의 확

실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돌연변이 육종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이 필요하다

면 다른 주제도 포함하도록 한다. 돌연변이 육종 데이터베이스의 개선 작업과 

돌연변이 종자 은행(MSR) 사업은 계속한다. 신규 사업으로서 생물비료 응용이 

제안되었다. 두과작물이나 수도의 수확량을 높이자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

이다. 생물비료는 화학비료에 비하여 경제성이 있고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

 o RI의 의학적 이용: 현재는 작년부터 시작한 multi-fraction 방사선 진료에 새로

운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160 임상 케이스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축적

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프로토콜을 활용한 치료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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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에 더욱 중점 두고자 하며 아울러 새로운 프로토콜을 널리 보급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자궁경부암에 이어 유방암, 폐암, 머리 및 목 

부위의 암, 후두암의 방사선 진료 기술 향상에 새로운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사업이 계속될 것이다. 일본 과기청은 이 분야 전문가 파견, 훈련생 확대에 많

은 관심을 두고자 한다.

 o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 PI는 원자력 일반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뿐만 아니라 

FNCA 전체 활동을 홍보하는 업무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FNCA 국가

조정관 회의, 각료급 회의, 고위관계관 회의등 FNCA 정책과 사업을 전반적으

로 다루는 회의에 PI 프로젝트 리더들이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원

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해 PI 전문가 또는 사회 여론 주도층을 IAEA등 국제

기구의 지원을 받아 각국의 PI 행사에 참여토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아시아

네트등 정보 교류 활동은 더욱 확장되도록 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세미나 또는 워크샵은 지양하고 국내 PI 행사 지원에 중점 두도록 한다. 각국

의 국내 행사에 ‘Speakers' Bureau’ 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o 방사성폐기물 관리: 최근 일부 FNCA 회원국에서 사용후 동위원소 선원의 관

리에 소홀함이 있어서 많은 문제를 던져주었다. 태국에서의 동위원소 폐선원 

분실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 피해, 일본이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고철에 동

위원소로 인한 오염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앞으로 이분야 과제는 동

위원소 폐선원의 관리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자 한다. 첫째 사용후 동위원

소 봉 선원의 관리체계 수립 지원, 둘째 폐기물 관리 정책, 규제 체제, 규제 

현황, 폐기물 발생량, 처리․저장․처분에 따른 관리 등 각국의 모든 사항을 

취합한 보고서 작성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o 인적자원개발: 동위원소 이용과 연구용 원자로 응용 분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원 양성 개발에 역점 두고자 한다. 각국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개발 

씨나리오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차세대 인적 자원, 특히 청소년 원자력 과학

도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일본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파견, 훈

련생 수용, 각종 훈련 세미나를 가급적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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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원자력안전문화: 이 과제는 호주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워크샵에서는 

안전문화를 측정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 6개 지표를 적용하는 내용이 강조되

었다. 6개 지표란 ① 기관의 안전문화 현황을 협의하고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관리자와 일반 직원간의 대화 정도 ② 인적 요소를 결정하기 위한 지수의 분

석 시스템 및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훈의 도입 정도 ③ 안전문화 개선과 관

련한 교육 활동 ④ 안전문화를 협의하기 위한 규제요원, 용역 계약자, 원자로 

이용 고객등과의 모임 또는 활동 정도 ⑤ 직원 근무 자세를 파악하기 위한 거

동 연구 및 조사 ⑥ 안전문화 증진 활동을 위해 마련된 자원(자료)의 정확성 

정도를 말한다.  

  동 회의에서 채택된  2000년 제1차 FNCA 각료회의 공동 콤뮤니케는 서언(序

言), FNCA의 이념, 앞으로의 활동 방향, 차기 회의를 소항목으로 하여 전 13 조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1회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이 2000년 11월 10일과 13일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 개발과 이용에 책임을 지고 있는 오스트

랄리아 연방, 중화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말레지

아, 필립핀 공화국, 타이 왕국,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등 아시아지역 9개국의 

각료급과 고위 관계관들이 한자리에 모 다. 한편 본회의에는 IAEA에서 옵

서버가 참석하 다. 이 포럼은 타이왕국 과학기술환경성과 일본국 원자력위

원회가 주최하 다.

  o 이 포럼은 일본이 과거 10년간 개최하여 왔던 아시아지역원자력협력국제회의

(ICNCA)를 승계한 것이다. 1999년 3월의 ICNCA 제10회 회의에서 참가국들

은 ICNCA를 FNCA로 명칭 변경하고 제1회 포럼을 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

로 합의한바 있다.

  o 2000년 3월의 제1회 FNCA 국가 조정관 회의에서 개발한 다음 내용의 Vision 

Statement가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FNCA는 참가국간의 상호 이해

를 기본으로 하여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이고도 안전한 이용을 추진함으로서 

사회경제 개발에 기여함을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o 본회에서는 새로운 FNCA 체제와 함께 이 체제 아래에서의 아시아지역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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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협력 활동을 토의했으며 다음과 같은 관점에 대하여 동의하 다.

    (FNCA의 이념) 

  o 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자원의 한계성과 환경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

서 그러한 성장을 지속하려면 원자력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의 확대에 대한 예측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은 21

세기초에 미주지역, 유럽지역과 함께 세계 3대 원자력발전 지역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 기술을 식품 및 농업, 국민 보건, 산업기술 개선, 

환경 보호에 이용하는 것 또한 이제 아시아 각국 국민의 일상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려 있다.

  o 이상의 상황을 감안할 때에 원자력 기술의 안전과 평화 이용을 확대코자 하

는 지역협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 응용등 7개 프로젝트를 통

하여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본다. 

  o 이러한 협력 활동은 참가국의 원자력 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위한 기반조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었다. 또한 참가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 크게 기

여하는 것이며 국가 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안전문제 등에 대하여 일

반 국민의 이해를 한층 높여 주는 것이다. 

  o FNCA를 통한 원자력 기술의 개발과 응용은 21세기에 인류가 당면할 이른바 

‘Trilemma Issues'라고 하는 문제들, 즉 자원과 에너지 및 식량의 확보, 지구 

환경의 보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기

술을 통하여 지속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인 FNCA를 보다 확대할 필

요가 있다.  

   (향후 활동방향) 

  o 회의에서는 FNCA 전략 계획을 채택하 다. FNCA 국가를 대표하는 고위 관

계관들은 사회 경제적 혜택이 명확하게 기대되는 이들 분야의 프로젝트를 계

획하고 추진하는데 더 한층 협력키로 했다. 또한 IAEA를 비롯한 기타 국제

기구와의 유대를 깊이 하는 것도 고려되었다. 

  o FNCA 참가국들은 FNCA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과 재정을 기여해야 한



- 34 -

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각국은 FNCA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o 일본의 JCO 핵연료 시설 임계사고와 태국에서 일어난 사용후 Co-60 선원 피

폭 사고는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각국은 원자력 안전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원자력 기술 이용 증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들 

사고를 앞으로 FNCA 활동의 교훈으로 삼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o 회의에서는 FY 2001년에 추진될 각 프로젝트 워크샵의 개최 장소를 다음과 

같이 승인하 다. 연구용 원자로 응용 워크샵은 중국에서 개최키로 한 것 등

이다. 

   (차기 회의장소)

  o 회의에서는 2001년도 제2회 회의를 동경에서, 2002년도 제3회 회의를 서울에

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 다. 

 나. 제2차 국가조정관 회의 

 제2차 국가조정관회의가 2001. 3. 14-16일 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참가

국은 FNCA 9개 회원국이었으며 IAEA/RCA 사업조정관이 Aleta 박사가 옵서버

로 참석하 다.  동 회의에서는 FNCA Vision Statement, FNCA 목적 및 철학을 

확정하고 운 전략을 채택한 제1차 FNCA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확인하 다. 

  FNCA 체제는 공동이해, 상호 협력, 회원국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에의 

재정 약속 등에 기초한 FNCA 회원국간의 효율적인 지역협력을 증진하는 목적인 

파트너쉽이다.  국가발표에서는  (1)국가 원자력기술 프로그램 및 각국의 사업 우

선순위 (2) FNCA 활동과 국가 및 국제사업과의 연계 (3) FNCA 프로그램의 사업

향을 제고하는 방안 (4) 각국에서 원자력 이용 개발을 추진하는데 장해방인 및 

대책 (5) 원자력기술의 end-uer와의 연계강화 방안 등의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7개 사업활동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향후 추진방향이 확정하 다. 한정된 재

원을 감안할 때 협력활동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성취되는 사회경제

적인 향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조되었다. 신규제안 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

는데 특히 FNCA 조정관 및 사업책임자들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해 규정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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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동 회의에는 RCA 조정관이 참석, 특별보고를 하 는데 FNCA와 RCA

간의 시너지 증진을 위한 의사교환을 하 다. 

  동 회의에서 도출된 FNCA 7개 사업활동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연구용원자로 이용 

  o 천연고무 또는 1-2개의 폴리머에서 유도된 열가소성 탄성체의 특성을 연구하

는 소각중성자산란사업을 2001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지지를 받았다. 사업책

임자회의는 2004년에 개최예정이다. 

  o 중성자방사선분석사업의 제안은 RCA의 성과를 될 수 있는 한 수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RCA의 환경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업의 수정이 필요하다. 

중성자방사화분석사업은 (a) 많은 환경시료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해석도구로 

Ko법의 확립, (b) 환경정책에 있어 관련된 당국들과의 연계 강화, (c) 향후 

Ko법 적용에 대비한 적절한 수의 monitoring station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

하는데 중점을 주어야 한다. 

  o Tc-99m generator 사업은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다수의 FNCA 회원국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o 중국의 boron 중성자포획법(BNCT) 제안에 대해 어떤 국가는 이 기술이 뇌종

양 및 피부암의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추

진의 유보 의사를 표명하 다. FNCA로서는 BNCT에 관련되는 최신의 정보

를 수집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들에 위한 소규모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다. 

워크샵 참가들은 가까운 장래에 BNCT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를 보

유하는 국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 RI․방사선의 농학적 이용 

  o 쌀 및 당 의 돌연변이육종은 향후 활동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으로서 

적극 지지를 받았다. 쌀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RCA 사업의 농업분야와 보완

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사업입안을 포함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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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세부사항은 차기 워크샵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었다. 

  o 다수의 국가는 1995년에 종료된 bio-fertilizer(비료)에 관한 RCA 사업과 보완

적이라면 bio-fertilizer 사업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한 근립

박테리아종의 선택에 중점을 두고 두류곡물, 사료용두류, 쌀, plantation용 피

복작물 등, 농업에 있어 bio 비료의 확대이용에 중점을 둔다. 환경 및 경제적

인 이점으로 볼 때, 원자력기술은 주요한 기술요소이며 IAEA 보고서에 따르

면 태국은 FNCA 회원국중 바이오 비료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

가이다. 

  ■ RI․방사선의 농학적 이용 

  o 자궁경부암의 방사선 치료에 관련되는 사업을 계속하며 현재의 protocol을 확

산시킨다. 

  o 중국, 필리핀은 radioimmunodetection 및 치료사업을 제안하 으며 차회 워

크샵에서 간암과 유방암의 치료뿐만 아니라 진단에 관련되는 모든 핵의학 기

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토의한다. 

  

 ■ 원자력 국민이해 

  o FNCA 회원국들은, 각국의 홍보프로그램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요구되며,   

사업책임자들은 자국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부사업을 명시해

야 한다. 

  o 사업책임자 회의는 1개 또는 2개의 주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요청

국가의 홍보담당관을 위한 여론조사방법 훈련 등이다. 

  o 다른 문화적인 여건과 맥락에서 원자력 관련 홍보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오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방사성폐기물관리 

  o 사용후 방사선원의 안전한 관리를 높이기 위한 동 제안은 지지를 받았으며 

RCA사업 및 기타 IAEA 사업과의 긴 한 코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o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통합보고서도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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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안전문화 

  o 동 사업은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FNCA 모든 회원국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o  동 회의는 조정관들이 FNCA 회원국들이 "원자력안전협약“에 서명하도록 권

장하고 원자력 안전문화 이행에 대한 국가계획에 지지를 한다. 

 ■ 인적자원 개발 

  o 원자력안전 특히 방사선안전 및 폐기물관리 안전의 제고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전략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o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아시아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AINST) 설립 제안에 대해 

많은 참가들이 반대를 하 으나 기존에 운 되고 있는 우수센터의 활용을 포

함한 가능한 몇 가지 방안을 규정하는데 전반적으로 지지를 했다. 

  또한 3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에너지 및 지속적인 개발 

 동 사업은 인도네시아에 제안하 는데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일부 국가

들이 지지를 했다. 동 사업의 중요성은 회의에서 충분히 인식되었으나 특정활동에 

대해서는 원자력의 비교 연구등에 대한 IAEA 활동과 보완적이 될 수 있는 사업

계획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활동 및 계획을 명시한 문서로서 사업활동을 명시해야 하고 이를 

FNCA 회원국에 회람시켜야 한다. 동 제안은 제2차 FNCA 본회의 때 협의하기로 

했다. 

■ 전자빔기기 이용 

  동 사업은 일본 및 베트남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FNCA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

지를 했다. 베트남은 자금이 어려워 가속기를 설치할 입장이 못된다. 데모 기술을 

위한 워크샵이 기존시설을 이용해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에서 EB 시스템이 

융자 베이스로 FNCA 국가들에 실증 플랜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있

었다. FNCA 회원국에서 그들의 기술을 이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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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품을 받아 저가로 EB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 원자력기술과 환경의 지속적인 개발 

 동 사업은 중국에서 제안되었으며 많은 활동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 

사업이 새로운 바이오 비료를 개발, 이용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동 회의에서 도출된 FNCA 관리 및 운 방안은 다음과 같다. 

■ FNCA 회의 

  FNCA 관리 체제는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FNCA 회의에서 합의를 보았으며 

FNCA 회의는 각료급 인사 및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여 원자력의 기술의 평화

적 이용에 대한 지역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FNCA 체제하

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 사업의 실행계획(ACtion Plan)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되었다. 

 ■  조정관 및 조정관회의 

  국가 조정관은 자국에서 FNCA 사업수행에 대한 조정을 책임을 지고 있다. 조

정관의 역할은 효율적인 사업관리, 국가사업 및 최종수요자와의 연계 강화, 자국

이 참여하는 사업지원을 위한 자금확보, 기타 다자, 양자간 협력체제와의 상호보

완성 유지 등인데 국가조정관은 국가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

가 되어야 한다. 

  사업조정관회의는 가존 사업수행을 검토하기 위해 1년에 한차례 회합하며 신규

사업 제안 및 사업종료등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협의하고 사업에 대한 명쾌한 가

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조정관회의에서 나온 결론 및 제안사항은 실행계

획으로 승인되기 위해 FNCA 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 사업 및 사업책임자 

  하나의 사업은 뚜렷한 목적, 일정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work plan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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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전반적인 사업보고서는 검토를 받아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정관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각국의 사업책임자는 자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입안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 사업책임자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

책임자는 자국의 국가조정관과 주기적으로 회합하고 협력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협력 및 향후 기획을 위해 1년에 한차례 사업책임자 회의를 통해 만나

야 한다. 

제2차 국가조정관 회의 때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국가보고서를 발표하

다. 

o 원자력 발전기술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주요성과 소개

 ․한국표준형원전(KSNP), 차세대원자로(APR 1400) 및 중소형원자로(SMART) 

개발 등

o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사선 이용분야 진흥 노력 소개

o FNCA를 통한 우리의 기여 계획 소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방사선안전종합정보망(ISIRS) 소개 및 

개발시 회원국과 공유 의사 표명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중인 사이버훈련과정 및 건설중인 국제원자력연수관

을 회원국에 개방하겠다는 의사 표명

o 2002년 세계청년원자력대회 (IYNC-2002)의 국내 개최 소개

o 2002년 제3차 FNCA MM/SOM의 한국 개최 재확인

  동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FNCA의 7개 사업분야별로 추진현황 및 향후 계

획을 일본측 사업책임자(6개 사업)와 호주측 사업책임자(1개 사업, 안전문화분과)

가 각각 발표하며 신규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분과에서 발표․토론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제안된 신규 사업은 별도로 논의한다. 제2차 조정관회의에서 논

의된 기존 및 신규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연구용 원자로 이용분과

    ․Tc-99 과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한국 대표(김창우 과장)는 동 과제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피력하 음. NAA 과제는 각 국가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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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RCA 사업(주로 대기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에 

초점)과의 중복지양 및 상호 보완가능성을 심층 검토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BNTC 과제는 소규모회의를 통해 더 많은 의견수렴 및 토의를 거쳐 추진여

부를 결정키로 하 음.

  o 농업적 이용분과

    ․쌀과 사탕수수 과제는 우선적으로 수행키로 하 으며, 세부 사항은 차기 워

크샵에서 논의키로 함. 특히, 인도네시아 대표는 자국의 식량정책에서 사탕

수수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 음. Bio-fertilizer 과제에 대해서는 1995년 종

료된 RCA 사업과의 연계방안(결과 활용 등)과 IAEA Seibersdorf 전문가 

초청․자문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o 의학적 이용분과

    ․호주 대표는 Radio-immunotherapy 과제는 사업내용이 불충분하고, RCA와

의 업무 중복방안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 으며, 대국대표는 동 

과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차기 워크샵에서 RCA 전문가를 초청․의견 교

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o 원자력 홍보분과

    ․일본 참석자(Mr. Ishikawa, NUPEC)는 MOX 연료의 국제수송에 대한 한국 

환경단체의 반대를 예로 들면서, 회원국간 원자력관련 정보의 신속하고 정

확한 교환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그러나 각 국가의 PI 전략에 대한 협력

은 상이한 국내사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일본측 사업책임자(Mr. Tanaka)는 PI관련 정보교환 채널 구축(홈페이지 등)

과 PI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전달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PI 전문인력양성이 필수적임을 언급하 음.

      * 일본 대표는 가시적인 사업성과의 부재를 거론한 반면, 일본측 사업책임

자는 사업의 특성상 성과의 시현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상호 

입장 불일치

  o 방사성폐기물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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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분야에서는 신규과제가 없었으며, 주로 RCA 사업과의 중복 지양 문제

가 언급되었음. 

     

  o 원자력안전문화분과

    ․ 동 분야에서는 신규과제가 없었으며, 일본측 참석자(Mr. Ishikawa)는 안전

문화의 측정이 곤란함을 언급하 음.

       

  o 인적자원개발분과

    ․ 중국 대표(Mr. Lee)는 HRD 분야는 기존의 6개 분과와 연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입장이었으며, HRD의 효율성, 평가체계 및 절차 등에 대한 언

급이 있었음. 신규 AINST 과제와 관련하여, 호주 대표는 기존의 훈련시설 

및 훈련프로그램(IAEA 훈련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본 대표는 IAEA 훈련과정은 전문분야에 대한 것

이고 AINST는 원자력 기초 및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훈련시키는 것이 목

적이라고 언급함. AINST의 성격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측은 학위를 인정

하는 정규 교육기관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하고, 사업 내용을 보완하

고 구체화하여 조만간 각 회원국에 제공키로 하 음. 

또한 동 회의에서 논의된 3개의 신규과제에 관한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원자력과 지속가능한 개발

    ․ 회원국들이 대부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동 분야의IAEA 사업

과의 연계방안과 세부적인 사업범위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태국 대표가 동 분야와 관련하여, 워크샵 등을 

통한 차세대원전개발에 관한 회원국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다소 

특이했음.

       

  o 전자빔기기 이용

    ․ 일본과 공동 제안한 베트남은 당초 과제 제안시에는 일본측이 전자빔가속

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언급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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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참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대해 일본 대표는 다른 

방법(기존의 일본 시설 활용안, 저렴한 EB 시스템 설계․조립 등)으로 지

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 음.

       

  o 원자력기술과 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발

    ․사업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안자인 중국측이 동 과

제의 주요 내용이 토양오염 방지이므로 Bio-fertilizer 과제와 통합하여 시행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 음.

  동 회의에서는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일본 원자력위원회 부

위원장(Mr. Endo)이 주제 발표를 하고,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순으로 자국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를 소개하 다. 당초 일본은 중국도 국내 배상체제를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 으나, 중국은 국내체제의 미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 다. 중국

은 FNCA에서 원자력손해배상체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회의 기간중 한국측에 이에 대한 지원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하 다. 한국은 

국내 원자력손해배상관련 2개 법령을 소개하고, 최근 개정된 손해배상법의 주요 

내용(배상범위의 확대, 배상조치액의 증액 등)을 간략히 소개하 다.

3. 회의 참가계획

 본 보고서는 2001. 11. 29(목) 일본 동경 타카나와 프린스호텔 사쿠라 타워(2층)

에서 개최되는 제2차 FNCA 장관급 회의 참가계획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동 회의에서의 국가정책 발표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으로 각국이 10분씩 발표하며 원탁토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 등 2가지인데 각 주제당 1시간 배

당되어 있다. 이어 공동선언문 채택 및 공동선언문 체택 및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11월 28일에는 장관급 회의 전에 고위관계자회으(SOM)가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활동계획중 국가발표에서 수석대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주제로 우리 나라의 주요 원자력현황과 관련활동 등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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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할 예정이며 또한 원탁토의 참가하여 1주제인 “지속가능한 개발과 원자력”에서 

우리 나라의 원자력정책, 원전개발경험, 연구개발 등 소개 및 토론하고 제2주제인 “방사선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에서는 우리 나라의 RI 및 방사선 이용개발, 성과 사례 등 

소개 및 토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표는 공동선언문 작성에도 참가하여 각 회

원국의 인력․재원의 기여는 파트너쉽 차원에서 FNCA 활동의 확대․강화를 위

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002년 제3차 FNCA 한국 개최에 협조를 요청코자 한다. 

선언문 작성 방향에 대해서는 공동선언문 초안 내용에 동의하되, 기존의 아태지역

협력협정(RCA)에 의한 협력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언급코자 한다. 

 또한 11월 28일에 개최될 FNCA의 9개국 장관급회담을 위한 준비회의 성격으로 

2001. 11. 12-14일까지 일본,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표가 참석, 인도네

시아/일본 제안의 신규사업 사전 실무 회의(WGM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uclear Energy)가 일본원자력산업회의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종화 박사가 한국 대표로 참석하 다. 

  회의 개최배경은 전력 Grid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 중소형 고온가스냉각로 

(HTGR)를 상용화하여 동남아 FNCA 회원국에게 보급토록 하는 것이 목적. 이같

은 원자로의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생산

된 잉여 열과 수소를 이용하여서는 저질유를 가솔린급의 고급유로 변환할수 있으

므로 이 목적을 위해서도 HTGR의 상용화 타당성이 있다는 것임. 기기제작 및 건

설을 모듈화하면 경수로 건설비의 10분의 1 정도로 건설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전제임. 이미 일본과 중국은 이 원자로 건설 및 시운전 경험

이 있으므로 기술 이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사전 실무회의 결론은 아시아 지역 국가에 적합한 전원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

하는 사업을 FNCA 신규 사업으로 채택하되 이 계획에는 HTGR option을 포함하

도록 하자는 것임. 인도네시아가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키로 함 (인도네시

아 BATAN은 이미 HTGR 팀이 구성되어 있음). 실무회의 자세한 결론은 다음과 

같음.

  1)일부 FNCA 국가는 석유, 가스, 수력, 그리고 경제성 있는 석탄 등 에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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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2)FNCA 국가중 개도국,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선진국의 10분의 1에 불과함. 따라서 이들 국가에 있어서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FNCA 회원국중 개도국의 급격한 에너지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

의 도입은 불가결함. 부존 화석 에너지 및 수력의 부족 때문임.

  4)그러나 원전은 건설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석탄 또는 석유 발전소에 

비하여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5)선진국으로부터 원전 건설 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CDM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인정을 받아야 함.

  6)COP-7에서 합의된 대로 Kyoto Protocol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 문제 협의가 

2002년부터 시작될 것임.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개도국들도 원전 도입을 

포함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7)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FNCA가 다음 사항을 검토하는 신규사업을 주도하기를 

권고함. (1) FNCA 참가국 및 지역전반 (Asean+중국, 일본, 한국)의 2000-2050 

에너지 수급전략 (2) 에너지 전략 수립에 있어서 CO2 배출, 에너지 자원의 밸

런스, 경제성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3) 에너지 전력 및 CDM으로서의 원자력

발전 역할 (4) 원전 건설에 따른 막대한 초기 투자 해결방안 (5) HTGR 포함

하여 FNCA 개도국에 적합한 원자로형의 평가 

일부 전문가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상용화는 산업체가 할 일이므로 국가가 협

력과제로서 수행할 성질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었음 2) HTGR이 발전용으로는 입

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동남아 국가에 소개하는 일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

음. 최소한 5-10년은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견해 음. 3) 전력 수급정책 수립

에 있어서 에너지원 비교 평가는 이미 RCA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만일 

FNCA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RCA와의 중복을 피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

도 있었음. 이에 대하여 일본의 Machi 박사는 RCA 와 중복되지 않도록 Work 

scope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RCA와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추

진코자 함을 말하 음. 베트남은 비록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고 다양한 경로로 에

너지 option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견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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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칭화 (淸華)대학교에 Pebble 타입 HTGR 실험로를 건설하여 시운전 중

임. 15%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으며 냉각재는 헬리움. 연료는 당구공 형태

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용 연로 공장없이 실험실 규모에서 제작 가능함.

※ 일본은 오아라이 (大洗)에 HTTR (High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 

열출력 30 MW)를 건설하여 시험 운전중임. 

 동 회의에서 발표된 국가별 발표 및 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일본은 원자력을 제외하면 82 %의 일차 에너지를 수입하며 석유 수입중 81%는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원자력을 Indigenous Energy로 보고 있다. 이점

은 Pu을 이용하는 핵연료주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GHG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6%이며 일본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면에서 에너지

효율개선을 이미 실시했기 때문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일본은 PA를 위해 

매주 개최되는 원자력위원회를 공개하며 여성인력을 적극활용하고 JAIF 연차대회

를 지역에서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CRIEPI의 Ikemoto는 원자력의 온

실가스감축에 기여가 인정될 경우, 이산화탄소 방출권리를 판매함으로써 원자력발

전소를 저렴한 가격에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 다. 이 발표에서 Ikemoto

는 탄소세의 시장가격을 $100/Ton으로 설정하 다.

(2) 한국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차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며 원자력발전의 활

용도는 매우 양호하여 1998년의 경제위기시에도 큰 역할을 하 다. 온실가스감축

과 공해축소를 위해 기존 석유발전소를 줄이고 LNG발전소로 대체하는 등의 정책

을 수행중임을 발표하 다. 이러한 역할은 탄소세가 도입되더라도 계속 지속될 것

이다. 

(3) 중국

   중국은 석탄자원이 풍부하여 주로 석탄발전에 의존한다. 동부해안지방은 인구

도가 높고 에너지수요가 많으므로 원자력발전이 경제적이다. 지방정부는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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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선호하나 재정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지역난방원자로의 경우 22개 주에서 

신청했으나 심양에서 만 건설될 것이다.

(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60%의 인구가 집중된 Java-Bali Grid와 석탄광산이 있는 수마트

라가 멀리 떨어 진 것이 문제이다. 석유생산은 감소하여 2005∼2006 년경에는 수

입국으로 바뀔 것이며 가스는 거리가 멀고, 석탄은 품질이 낮다. 원자력개발을 위

해 3,500 명 규모의 BATAN 연구소를 운 하며 BATAN 연구소의 1/2이 원자력

발전관련 연구부서이나 원전건설을 위한 재정적부담이 문제이다. 3-4년 전에 원전

건설을 계획했으나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어 건설계획을 취소했다. 지난 3-4 년간 3 

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등 정책적 문제가 있다. 현재 800 MWe급의 석탄발전소와 

125 MWe급의 가스발전소가 있다.

(5) 베트남

   베트남은 지금은 충분한 석유가 있다. 현재 석유는 정유공장이 없으므로 수출

하고 있으며 석탄은 가격이 저렴하므로 2010년 이후에는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경에는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메콩강의 수력발전을 수입할 예정이

다. 또한 2017∼2020 년경에는 1∼4 GW급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한다.

 기타 신규사업제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 Neutron Activation Analysis (NAA) in Environmental Pollution Studies. 

   •참 여 여 부 : 적극참여 예정 

        - 본 기술은 산업뿐만 아니라 환경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기술로서 우리 

나라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 개발 완료되었으나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면 

적극 참여하고 지원 할 것이며 

 - 대도시 환경감시 뿐만 아니라 및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중성자 방사화

분석기술(NAA)등 응용 분야의 사업도 수행할 예정임

   •제 안 사 항 : 

        - 본 의제는 2000년 11월에 KAERI에서 개최된 9th FNCA Worksho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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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7개 참여국의 협의와 동의가 된 내용으로 NAA Supporting System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의 확보가 선행된 후 End-user들의 참여를 확대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ko-NAA 표준기법의 적

용을 위해서 JAERI와의 협력이 필요함. 

   •사업책임자 : 하나로이용연구단 하나로이용기술개발팀 

                  정용삼 868-8412 e-mail: yschung@kaeri.re.kr

※NAA 사업은 ‘연구용원자로 이용’ 사업의 소과제로 추진 확정 

②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Technology for Tc-99m Generator 

Production. 

   •참 여 여 부 : 적극참여 예정

 - 우리 나라는 ‘00. 11월 대전에서 개최된 연구용 원자로 이용 워크샵에서 

Tc-99m 제너레이터 생산 과제를 Sub-project로 추진하는데 대하여 적극

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한바 있으며

        - Tc-99m는 새로운 사업 분야로 제너레이터 생산 기술은 JAERI가 개발

한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은 고농축 우라늄을 주로 사용하

여 생산하는 Fission Moly 와는 달리 중성자와 감마선 반응을 이용하

는 것이므로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 새로

운 기술을 FNCA 회원국에게 전파하겠다고 제안하 고 이 내용을 별

도의 과제로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용 원자로 응용 사업에 포함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 기본적으로 새로운 Tc-99m 제너레이터 생산 기술이 FNCA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우리로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환

하는 입장이다. 이 사업이 정착되어서 각국에서 중성자 감마선 반응

에 의한 제너레이터가 생산될 수 있다면 (물론 상당한 용량의 연구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일본,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가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호주가 새로 연구로를 완공한다면 호주도 

가능함) RI의 Back-up Supply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사업책임자 : 하나로이용연구단 동위원소.방사선응용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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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868-8010 e-mail : jhpark1@kaeri.re.kr

      ※‘연구용원자로 이용’ 사업의 소과제로 추진 확정

※※                 

④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Low Energy Accelerator Application, as 

the joint proposal with Vietnam

   •참 여 여 부    : 적극참여 예정

   - 현재 2MeV 용량의 가속기로 동일 project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가속

기의 에너지를 10MeV급으로 확장중에 있음. 또한, 중국과도 공동연구

를 수행중임

- 저에너지 전자가속기는 전력반도체 생산, 고분자 재료개발, 식품 및 의료

기구 멸균 등 많은 분야에 이용되고 있음                   

   •사 업 책 임 자 :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양자광학기술개발팀 

이병철 868-8378 e-mail : bclee4@kaeri.re.kr

⑤ Establishment of Evaluation Technology and Natural Rubber 

Thermoplastic Elastomer (NR TPE) using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

   •참 여 여 부 : 참여의사 있음

 - NR TPE by SANS에 동의하고, 이 활동에 우리 SANS 장치를 이용하는 

것에도 동의함. 이를 기반으로 SANS 기법의 산업적 이용을 확대하자는 

의도임. 

 - 각국의 산업이 상당히 고도화되어야만 SANS에 대한 요구가 있음. 따라

서 현재로서는 일본, 호주, 한국, 중국 정도가 실제 산업적 수요가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기법 연구나 개발 수준임.

   •제 안 사 항    : 

        - 사업 제안에 동의함. 그러나 구체적인 action plan (period, resource 활

용, 각국의 역할 분담 등)은 이번 Beijing 회의에서 상세히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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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적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사 업 책 임 자 : 하나로이용연구단 하나로이용기술개발팀 

  이창희 868-8443  e-mailleech@kaeri.re.r

      ※‘연구용원자로 이용’ 사업의 소과제로 추진 확정

 

⑦ Asi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AINST)

  •참 여 여 부    :  유보적 입장임 

        -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회원국들의 원자력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얼

마나 효과적일 것인지 그 타당성을 면 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회원국들이 IAEA를 통하여 자국의 원자력요원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또

한 설문서에  FNCA가 제안한 주제들에 대하여 IAEA RCA 회원국간

에 Projects를 통하여 전문가 상호 활용, Training Course, Workshop 

개최 등 자국의 원자력인력양성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형편임.

  •제 안 사 항   :  

        - AINST 설립에 대한 제안은 환 하나 회원국들의 교육훈련 및 인력양

성부분에 있어 IAEA사업과 FNCA 사업간에의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

로 그 효용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과학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하여는 면 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사 업 책 임 자 :  원자력연수원 

        이의진 868-2678 e-mail: ejlee1@kaeri.re.kr 

       ※인도네시아가 사업계획서 재작성 후 제출할 것임

⑧  Demonstrative Treatment of Brain Tumour Patient by BCNT

Project Leader : 하나로운 팀장 전병진 8493

   연구자 관련자 (원자력병원 조철구,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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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 프로잭트가 추진된다면 참여하고자 함.

   본 프로잭트는 

1단계 : 하드웨어 설계 및 설치

2단계 : 붕소화합물 개발 (현재 연구단계에 있음)

3단계 : 환자조사(irradiation)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앞으로 3

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되어야 본격적인 환자 조사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계속 검토키로 함

⑨ Nuclear Techniqu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vironment

Project Leader :  정책연구팀 이만기/핵자료평가랩 장종화 

의         견  :  적극 참여하고자 함.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uclear Energy'라는 타이틀로 사업계

획서 재작성하여 제출키로 함

⑩ Alteration of Corolla color and photoperiod of Chrysanthemum morifolium 

using ion beam and gamma rays

Project Leader :  농업진흥청  

      의         견 : 화훼류의 동일종에서 화색의 다양한 변이종을 찾는 것은 

시장성 확대에 크게 향하는 요소임. 연구기간은 다소 

짧음. 국내에서 국화 기내돌연변이 유기에 관한 연구(4년

간)를 수행하여 다수의 화색, 화형변이체를 선발하 음. 

직접적인 참여 보다 관련 학술모임 위주로 참가 가능

        ※농진청에서 적극 참여 희망

 ⑪ Variety improvement of rice through mutation techniques and double 

haploid lines towards marginal soils 

Project Leader :  농업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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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 국내에서 현재 벼 약배양 이용 육종된 품종은 “화성벼” 등 

15품종, 이와 관련된 기술축적이 상당한 정도로 전문가 

지원 및 학술회의 시 연사로 참여 가능. 

   단, 한계농경지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연변이 유기

에 의한 품종 육성은 육종목표 (수량성, 품질개량 등)에 

따라 육성기간이 상당히 유동적이며, 기한내 목표 달성

이 회의적임.  기술이전을 위한 연수측면만 고려할 시 

국제미작연구소(IRRI, 필리핀 소재) 활용 지적 필요

※ 최근 원자력(연)에서 개발했다고 공표한 6개 벼 품종 개발 기술

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판단되나, 돌연변이로 유기된 품

종이 가진 열악한 품질개선이 금후과제임

  ⑫ Application of the Sterile Insect Techniques (SIT) to control pests of 

Horticultural Crops

  Project Leader :  농업진흥청  

         의         견 : IAEA와 공동연구과제 수행(ROK/10193)으로 관련기술

정보 축적, 전문가로 참여 가능, 

      일본 오끼나와시험장과 미국 플로리다대학과 과실 파

리류 방제 공동연구 수행 협의중. 과실 파리는 수출 

과일의 저장중 주요해충이며, 특히 열대지방에서 문

제시되는 해충임.

 ⑬  Production and use of Bio-fertilizer (생물비료의 생산 및 이용)

Project Leader :  농업진흥청  

      의          견 : 벼, 콩에 있어서 뿌리혹 박테리아를 이용한 생물비료 생

산 및 이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미 축적한 상태이며, 

80년 후반 생물비료 생산을 위한 상업화를 시도한 바 있

음. 현재는 유기농업과 친 환경농업에 대하여 소비자들

이 인식을 새로이 함에 따라 관련기술을 토양의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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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연구에 접목하고 있는 중으로 과

제 수행 시 전문가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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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진행중인 FNCA 사업 및 성과 

제1절 진행중인 FNCA사업

1. 연구용 원자로 이용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 한국 Project Leader: KAERI 하나로 센터 전병진 부장

○ 2001 실적: 11월 5-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연구용 원자로 이용 워크샵

    (한국 참석자: KAERI 하나로 센터 김학로- Tc-99m Generator 분야

             -일본측 경비 지원받음-JAERI 부담

             KAERI 하나로 센터 성백석- 중성자 산란 분야

             -KAERI 경비로 참석)

3개 주제로 진행. (중성자 산란, 방사화 분석, Tc-99m 발생장치)

※ Tc-99m 토픽은 2001년부터 새로 추가된 과제임

   ○ 2002 계획: 11월 중 인도네시아 개최 제안

● 참고 의견

(1) RCA 와의 보완적인 연계

   현재 IAEA/RCA 에서도 연구용 원자로 운  및 이용 사업이 적극 추진되

고 있음. 한국이 사업 주도국가 (Lead Country)임. RCA 사업에는 12개국

이 참가하고 있으나 가장 중심이 되는 일본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

본의 적극 참여가 요망됨. 또한 RCA 와 FNCA간에 사업 추진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 Synergy 효과를 얻는 입장에서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임. 예를 들어 RCA 사업에서는 방사화 분석 분야 실험을 KAERI에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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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험결과의 분석작업은 FNCA의 베이징 회의에서 수행토록 한 것은 상

호 보완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었음 (그러나 실제로 같은 분야의 주제

를 연계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참여 회원국이 다르다는 것이 주

요 원인이었음. RI 생산과 중성자 빔 이용 분야에서 이러한 시도가 있었으

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 음. 처음 시도하는 것이므로 점진적인 연계를 기

대함. RI 및 중성자 빔 분야에서는 해당 전문가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채널이 구성되었음.)

 (2) Tc-99m Generator 협력

일본 JAERI 가 개발한 중성자-감마 반응에 의한 새로운 Tc-99m 생산 기술

은 상용화에 앞서 성능 시범이 중요함. 2002년에는 PZC 물질과 자연 Mo

을 이용한 Mo/Tc generator 생산의 시범을 하도록 했으며 2003-2004에는 

세가지 타입 (Gel, PZC, fission)의 상호 성능 비교 평가 작업을 하기로 합

의하 으므로 이에 대한 일본측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것

임.

 (3) 연구용 원자로 자원의 공동 이용

연구용 원자로 자원의 공동이용 (특히 RI Back-up Supply)과 관련한 RCA 

회의가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준비를 인도네시아의 Hudi 

Hasotobo가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사항을 FNCA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함. 그러나 좋은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행 방안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

음. 다만, Network를 구성하여 연구용 원자로 보유국의 원자로 운전 계획

과 RI 생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필요함.

    (4) 일본 정부가 연구용 원자로 분야 한국 참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참여 곤란. 매년 1명의 전문가는 한국이 자체 경비로 참

가토록 할 수 있으나 추가 참가는 곤란. 일반적으로 연구로 세미나는 3개 

토픽 이상으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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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 (Medical Application of Radiation)

  ○ 한국 Project Leader: 원자력병원 진료부장 조철구

  ○ 2001 실적: (2000년도 세미나를 2001. 1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 음)

- 원자력병원 조철구 참석

- 주제: Radiation Oncology (방사선 종양학)

              ‘자궁경부암 치료를 위한 가속화 다분할 방사선 치료법의 타당성 

평가 및 이에 대한 시험적 연구의 지속적 평가’ (Continued 

Evaluation of the Accelerated Hyperfranctional Radiotherapy 

Protocol for the Treatment of Uterine Cervix Carcinoma)

- 주요사항: 1) 참가국은 앞으로 5년 동안 각국에서 등록된 자궁경부암 3기 

말 환자의 방사선 치료 성적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매년 열리는 세

미나에서 발표토록 함 2) 저개발국의 방사선 치료 기술 향상을 위해 한

국과 일본이 기술 협조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하기로 함 3) 국소 진행된 

자궁경부암의 국소 치유율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사선 치

료법인 ‘가속화 다분할 방사선 치료법’의 보급을 확대키로 함. 이에 대한 

표준화 방사선 치료 지침서를 2002년 초에 발간키로 함 4) IAEA와의 협

력을 위해 Div. of Human Health의 연구담당 책임자인 Hideo 

Tatsuzaki 박사를 초빙하여 앞으로 FNCA와 IAEA간의 협조 가능성에 

대하여 협의하 음. IAEA 주관의 연수과정에 개도국 의사들의 참여와 

일본과 한국 의사들의 교육 지원을 권장하 음. 이에 따라 원자력병원 

조철구 박사가 2001. 9 일본 군마대에서 개최된 IAEA Brachytherapy 연

수과정에 전문가 초청 받아 참석하 음. 

○ 2002 계획: 2002. 1월 말레지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키로 함 (실제로는 

2001년도 세미나임) 

     주제 : 가속화 다분할 방사선 치료법의 효과(Effects of Trea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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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ed Hyperfractionation Radiotherapy) 또는 비인강 암의 방사

선 치료 (Radiation Treatment of Nasopharyngeal Carcinomas).

● 참고 의견 

1)한국은 국소진행 자궁경부암 방사선 치료 표준 지침서의 발간 

(Publishing a manual of radiation therapy technique for locally 

advanced uterine cervix cancers) 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지역내 부인암 

조기 치료에 기여할 것임.

2)IAEA와 FNCA 보건 분야 협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서로 보완적인 입장에서 Synergy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임. 각각의 

Events 에 전문가 참여 바람직함.

3)한국은 아시아지역 방사선 종양학회 및 방사선생물학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4)개도국 의사 및 생물학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적극 개발이 필요하며 

한국은 일본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함.

5)일본 정부가 방사선 의학적 이용 분야 한국 참여 재정지원하지 않을 경

우, 한국측 참여 곤란

3. 방사선의 농학적 이용

   (Agricultural Application of Radiation)

  ○ 한국 Project Leader: 농촌진흥청 김석동 연구운 과장

  ○ 2001 실적: 2001. 8월 태국 방콕에서 세미나 개최

-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생화학과 손한성 박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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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 새로운 변종 Database 매년 갱신 2) 회원국의 저장시     

설 (Mutant Stock Repository) 개발 지원 3) 돌연변이 시험지침 (MB 

Lab.  Manual) 개발 4) 공동연구 및 연수 확대

  ○ 2002 계획: 중국이 개최 제안한바 있음. 2003년에는 필리핀이 제안하 음.

● 참고 의견

1)1998-2000의 Phase II 사업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하 으므로 2002-2004

의 Phase III 사업 계획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임. 한국의 적극적 참여 

약속. 특히 생식양상에 따는 방사선 이용 육종 기술 (Technique on 

Reproductive Pattern)은 농업적 이용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2)2002년 9월 중국 베이징 세미나에서는 양번식작물 (Vegetatively 

Propagated Crops)에 대한 내용과 함께 Bio-fertilizer에 대한 토픽도 병

행하여 논의될 것이므로 각각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것임.

3)일본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된다면 농진청으로서는 1개 분야 전문가의 

참가만을 고려할 수 있음.

4. 방사성폐기물 관리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한국 Project Leader: 한수원 원자력환경기술원 송명재 실장

  ○2001 실적: 2001. 12월 베트남 개최키로 함.

- 한국참석: 원자력환경기술원 송명재 예정

- 주요 내용: 봉 폐선원 (Spent Sealed Source)의 처리 (Conditioning)

  ○2002 계획: 한국이 베트남 회의에서 원자력학회 추계대회와 연계하여 10월 

개최 제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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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의견

1)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유리화 처리 실증 경험을 지역내 회원국에게 전

파코자 함

2)알파 선원을 제외한 비원전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

발을 공동 사업으로 추진코자 함

3)일본 정부가 한국 참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사업 참여가 곤란함.

5.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 

   (Public Information of Nuclear Energy)

  ○ 한국 Project Leader: 원자력연구소 홍보협력과 정준극

  ○ 2001 실적: 2001.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릴 예정

-한국 참가: 회원국 PL 회의에 KAERI 정준극 참가 예정

※필리핀원자력연구소 (PNRI) 주관의 ‘원자력주간’ (Atomic Energy     

Week)과 연계하여 PL 회의 개최 예정

-주요 내용: 1) 회원국 국내 Public Information 행사 발굴지원 2) 

Speakers' Bureau 활용 방안 강구 3) AsiaNNet 운  효율화 방안 검토 

4) FNCA Newsletter 발간 방안 5) Internet 활용한 정보제공 방안 강구

  ○ 2002 계획: 태국/베트남이 제안 예상 (한국은 2000년 10월 서울에서 PA 세

미나 개최한바 있음)

※ 원래 사업명이 PA 으나 호주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년 10월 서울

에서의 세미나 및 PA PL 회의에서 PI (Public Information)으로 명칭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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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참고 의견

1)FNCA는 과거 지역내 언론인등 사회여론 주도층 초청 세미나 형식에서 

벗어나 회원국 국내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 음. 따라서 한국에서도 국내 원자력 홍보 행사에 FNCA의 

지원을 받도록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함.

2)Speakers' Bureau 운 과 관련, 한국도 PI 분야 전문가의 파견 활동에 적

극 참여코자 함.

3)Internet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람. 이와 함께 

현재 운 중인 아시아네트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4)일본 정부가 한국 참여자에 대한 경비 지원을 중단할 경우 한국 참가는 

사실상 곤란 (앞으로 PL을 KAERI에서 OKAEA로 이전계획)

6. 안전문화 증진 (Nuclear Safety Culture)

  ○ 한국 Project Leader: 원자력안전기술원 윤원효

  ○ 2001 실적: 9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 한국 참석자: 원자력연구소 하나로센터 박철

- 주요 내용: 

1) 연구용 원자로 안전 운전을 위한 6개 안전문화 지표의 각 회원

국 이행 현황 검토 (한국은 하나로에의 적용 사항 발표)  2) 안

전 문화 평가 방법 검토 3) 안전문화의 조직 인자 내용 검토

  ○ 2002년 계획: 한국/베트남 개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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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안전문화 이행 현황 파악 2) 파악된 안전문화 개선 사항의 

교육 반

● 참고 의견

1)안전문화 수준 평가를 위한 일정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안전 문화 저조 징조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예로서 JCO 사고, 

최근의 Hamaoka 사고등은 안전 문화의 저조가 원인일수도 있음. 

2)현재의 사업은 연구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범위를 확대하여 

핵연료 주기 시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등 기타 핵물질 취급시설에

의 적용도 고려해야 할 것임.

3)일본 정부가 한국 참가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할 경우, 한국의 참가

는 사실상 곤란함. 그러나 KINS 또는 KAERI가 자체 예산에 의한 전문

가 참석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함.

7. 인적자원 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한국 Project Leader: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박종균

  ○ 2001 실적: 한국 대전 원자력연수원에서 10월 말 개최

- 한국 참석: 박종균 외 다수

- 주요내용: 1) 연구용 원자로 및 동위원소 분야 안전성 인력자원 개발 시

나리오 작성 2) 회원국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 수립 협력 3) 차세대를 위

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작성 4) 일본 MEXT 과학자 교환 프로그램

의 활용 방안 5)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AINST 타당성 검토

※인도네시아 제안의 AINST 는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I&C) 자국 인

력개발에 초점을 둔 것이어서 회원국들로부터의 일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 음.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제안서를 다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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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줄 것이 요청되었음.

  ○ 2002 계획: 필리핀이 세미나 개최를 제안한바 있음.

-주요 내용: 1) 방사선 방호 분야 회원국간의 교육 훈련자료 교류 (JAERI

가 종합정리) 2) HRD Home Page 개설 (JAERI 주관) 3) 각국의 2002년

도 요원 훈련 양성 계획 취합 검토 4) 필리핀이 고교생 대상으로 제작한 

CD-Rom을 회원국들이 희망한다면 실비 제공 5)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시 일본 주관으로 고등학생, 대학생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세미나/워크

샵 수행 6) JAERI 작성의 열수력분야 문교재 배포

● 참고 의견

1)한국은 IAEA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NU와 FNCA 사업간의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각 회원국의 FNCA 교육훈련 프로

그램이 IAEA 사업과 중복되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

2)한국은 대전의 원자력연구소에 국제원자력연수관이 완성되면 이 시설을 

지역내 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할 용의가 있음.

3)각 대학에서의 원자력 인력 교육 현황이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함이 필요

함

제2절 FNCA 사업성과 

1. 연구용원자로 이용 

   연구용 원자로는 원자력 기초기술 훈련,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시설이다. 연구

용 원자로는 원자력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을 도와주고 있으며 또한 

산업, 의료, 중성자를 이용한 물리학등 폭넓은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1991년 3월 개최된 제2차 ICNCA 회의에서 지역내 모든 국가들은 연구용 원자

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용원자로 이용”이라는 주제가 협력분야로 선

정되었다. 이 협력연구에 사용될 시설이 필요했으므로 인도네시아의 다목적 연구

로인 RSF-GAS를 이용하는 것이 제안되어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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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3월 제3차 ICNCA 회의에서 3개 분야인 중성자산란(Neutron 

Scattering), 동위원소 생산(Radioisotope Production), 중성자방사화분석( Neutron 

Activation Analysis)이 워크샵의 주제로서 선정되었다. 1996년 3월 제7차 ICNCA 

회의에서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 운전 및 유지(Saf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Research Reactor)가 토의되어 하부주제로 수행하기로 합의하 다. 

  동 사업의 활동 및 성과를 하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성자 산란 

  1992년 워크샵의 권고에 따라, 인도네시아 세르퐁의 RSG-GAS 원자로 안내홀에 

설치된 HRPD를 이용한 현장훈련(OJT)이 두 차례 수행되었다. OJT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은 Rietveld refinement program인 RIETAN을 이용하여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ion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하는데 한층 익숙하게 되었다. 1994년부

터 3개 협력연구 사업으로 permanent magnet, superionic conductor 및 high Tc 

superconducting materials이 착수되었다. 참가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었

다. 참가국에서 제조된 각 실험 샘플은 BATAN에 보내어져 세르퐁의 HRPD에서 

측정되었는데 이 측정결과가 보고되어 1995, 1996년 sub 워크샵 및 워크샵에서 

토의되었다. 매켄토시 및 IBM-PC에서 사용되는 Rietveld refinement 소프트웨어

인 RIETAN은 참가국에 배포되었다. 

  1997년 워크샵에서 지난 3년간 사업을 검토, 요약하 다. High Tc 

superconductor 분야에서 Li-doped Bi(2212)에 대한 태국-인도네시아간의 협력연

구에 대한 결과가 제5차 아시아 심포지엄 및 국내 컴퍼런스에 보고되었다. Pb, Sb 

doped Bi(2223)에 대한 결과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보고하 다.  

Permanent magnet분야에서는 중국과 인도간의 공동연구가 훌륭히 수행되고 있

다. Superionic conducting materials 분야에서는 RIETAN을 이용한 정제된

beta-Alumina형 혼합물에 대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간의 협력연구결과가 제5차 

아시아 심포지엄에서 보고되었다.1997년 워크샵에서 향후 3년간의 협력연구사업으

로 SANS(Small Angle Neutron Study), 기능성재료의 조직분석이 결정되었다. 또

한 SANS 이용에 대한 sub 워크샵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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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중국, 베트남에서 원자력연구기관간 및 국립연구기간간의 협력연구가 수

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예산을 승인

하 다. 한국과 일본 전문가가 태국이 새롭게 HRPD를 설계하는데 있어 관련 기

술정보를 제공하 다. 

  나. 동위원소 생산 

  동위원소 생산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은 자카르타에서 BATAN과 STA가 주최한 

연구용 원자로 워크샵의 sub-session을 가짐으로써 1992년에 시작되었다. 워크샵

에서 회원국에서의 동위원소 기술현황 및 필요성이 보고되었으며 중요한 협력계

획이 협의되었다. 이 워크샵에서 99Mo-99mTc의 gel generator 성능을 엄격히 평

가하고 저농축우라늄 표적물을 사용하여 fission products로부터 99Mo을 생산하

는 것을 고려하도록 합의하 다. 저농축우라늄 표적물을 사용하여 fission 

products로부터 99Mo 생산분야는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동위원소를 각 회원국에 공급하기 위해 관련된 전문가

사이에 협력 네트웍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이후, 연구용 원자로 이용의 일환으로 동위원소 생산에 대한 워크샵이 1993

년, 1994년, 1997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워크샵과 관련하여, 99Mo 샘플에 

대한 데모실험을 위해 sub 워크샵이 1994년, 1997년에 개최되었다. 뉴스레터인 

CORPAA가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그룹 전문가들 사이에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하

고 있다. 

  동위원소 생산기술이 동위원소 의학계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협력그룹은 

이 분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첨단 gel-generator은 각 회원국 연구기관에서 이

루어진 연구결과 및 지역협력 프로그램하에서 수행된 데모 실험결과에 따라 엄격

히 검토되었다. 협력분야로 추진키로 된 gel generator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에서 개발되고 PZC로 명명된 새로운 재료가 generator 재료와 같은 성능을 

시험, 평가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PZC 샘플을 JAERI로부터 회원국 연구기관에 배

포함으로써 99m Tc generator을 계속 개선하기 위한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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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성자방사화분석 

   NAA 그룹 활동의 주요 목적은 지역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AA

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NAA 그룹은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 다. 

  -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상호비교 연구 

  - 각 참가국에서 수집된 도시 미립자 물질의 원소결정을 위한 NAA 기술 사용

  - 대기오염 연구를 위해 수집된 분석자료의 평가

   NAA 활동의 결과 다음의 성과가 이루어졌다. 

  - 지역내 참가국들의 기술능력이 워크샵 활동을 통해 평가, 개선되었다. 

  - 참가국에서의 대기오염 상태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 자동차 매연배출이 

지역내 대기오염의 주범이었다. 

 - 지역내 과학자간의 컴뮤니케이션 네트웍이 구축되었다. 

 - 최근 ICP-MS가 원소결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NAA가 아직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한 분석도구라는 사실을 확인하 다. 

   (a) NAA는 오염이 않되는 기술이다

   (b) NAA는 원소분석을 추적하는데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석기술이다. 

   (c) 에러가 쉽게 정량화 될 수 있다. 

   (d) NAA는 아직도 가장 민감한 분석기술이다. 

   (e) NAA 그룹의 연구결과는 과학저널에 실렸다. 

 

  라. 연구용원자로의 안전운전 및 보수

  1996년 워크샵에서 참가국들은 회원국의 연구용원자로 현황을 보고하 으며 아



- 65 -

시아지역에서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워크샵에서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해 토의하 다. 1997년 워크샵에서 국가들은 자국의 연구용 원자로 현황

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고하 으며 1996년 워크샵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경험을 

토의하 다. 

  일부 국가들이 노후 연구용 원자로를 가지고 있어 연구용 원자로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시아지역의 중요한 연구분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각국은 1997년 워크샵에서 “노후 연구용 원자로 관리 및 연구용 원자로 업

그레이딩”에 대한 주제로 상호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 다.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수조 위에서 방사능을 감소시킨다는 한국보고에 대해 RSG-GAS 원자로를 가지고 

비슷한 경험을 한 인도네시아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안되었다. 연구용 원자로의 노

후 관리에 대한 협의를 통해, 노후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및 보수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1997년 워크샵의 결과 발간된 보문집은 각국의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지역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나누는데 크게 기여하

다. 

   2000년 연구용 원자로 이용 워크샵이 2000. 11. 20-24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

가 주관이 되어 대전에서 유치하 다. 워크샵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Sub-workshop  : Polymer sample experiment using the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SANS) and obtained data analysis

  (2) Workshop

    - 중성자산란(NS)

      SANS를 이용하여 고온초전도재료 및 폴리머 연구 등과 같은 기능성 재료

의 조직분석

    - 중성자 방사화 분석(NAA)

      중성자 방사화 분석지원 시스템 

    - 연구용 원자로 및 이용기술(BNCT)

      BNCT 및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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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탁회의 

    - 중장기협력에 대한 활동계획 협의 

    - 차기 워크샵에서의 각국 세부 활동사항 확인

  동 워크삽에서 결과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0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FNCA 회의에서 채택된 FNCA 

전략계획에 따라 FNCA 회원국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연구용 원자로 이용 

분야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실수요자에게 사회경제적인 향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함 

 (2) 일본 정부의 제안과 연구용 원자로 분야에서 개최된 9차례 워크샵 결과를 고

려하여, 2001년에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함 

  (a) NAA 분야 : 환경오염 및 광물자원탐사의 모니터링을 위한 NAA 기술이용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보호 및 광물자원개발 관

련 국가기관간의 협력이 바람직하다. 2001년 워크샵은 동 분야의 세부계획 

수립을 할 것이다. 

  (b) 핵의학에서의 Tc-99m 제너레이터가 중요하고 FNCA 국가에서의 의료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고 고준위폐기물을 발

생하지 않고 Tc-99m 제너레이터용 Mo-00 컬럼을 제조하는 기술을 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1년에는 시험테스트가 일본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의 세부계획을 입안하는 첫 번째 워크샵이 개최될 것이다. 

  (c) 지난 9년간 수행된 중성자 산란 활동은 2001년 워크샵에서 종료될 예정이

다. 유용한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공동적으로 관심있는 특정주

제가 워크샵에서 도출될 예정이다. 차기 SANS 워크샵은 2004년에 개최예정

이다. 

  (d)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워크샵은 연기될 것이다. 

 (3) 프로젝트 리더들은 IAEA/RCA 연구용원자로 사업과 같이 다른 국제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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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는 사업과의 긴 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합의함 

 (4) 중국이 2001년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제안한데 대해 합의함 

  제1차 FNCA 각료급 회의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이미 추

진되고 있는 components는 2001년 하반기의 북경 워크샵을 끝으로 마무리하며 

대신 1)JAERI 기술을 이용, 효과적인 Tc-99m 제너레이터 생산 시스템을 실용화하

는 과제 2) 대도시 환경 감시 및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중성자 방사화분석기술 

(NAA) 응용의 두가지 components를 수행. 따라서 중성자 산란기술 (주로 SANS) 

과제는 종료 예정이다.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농학적 이용

  동 분야는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청이 중심으로 각 작물별 돌연변이 육종을 담당

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동 분야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지금까지 개최된 워크샵 및 세미나 참가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차 회의 : 1993년 중국  (식물 돌연변이 육종)

  - 제2차 회의 : 1994년 중국 (두류의 돌연변이 육종)

  - 제3차 회의 : 1995년 필리핀 (식량작물의 돌연변이 육종)

  - 제4차 회의 : 1996년 태국 (원예작물의 돌연변이 육종)

  - 제5차 회의 : 1997년 (유지 및 공예작물의 돌연변이 육종)

  - 제6차 회의 : 1998년 말레이시아 (식물돌연변이 육종방법론)

  - 제7차 회의 : 1999년 인도네시아 (식물돌연변이 육종방법론)

  - 제8차 회의 : 2000년 베트남 (식물돌연변이 육종방법론:Mutagene의 효과적 이

용)

   각국의 입장 및 주요 논점은 새로운 변종의 데이터베이스 매년 보충 갱신, 저

장시설 (Mutant Stock Repository) 개발 지원, 돌연변이기술의 매뉴얼 개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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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 등이다. 

   동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아시아 지역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역협력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

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동 지역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방사선의 

농학적이용분야에서 아래의 발전방안을 제안함 

   ․ 일본이 제안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농작물의 돌연변이 육종기술이 발

전적 단계에 있는 일본, 한국, 중국의 돌연변이 육종 연구기관에 다른 아시

아 지역국가 돌연변이 육종 연구원들을 파견, 선진 돌연변이 기술을 이전하

여 지역 농업생산 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돌연변이 육종 연구개발 능력 증진을 위하여 관련 

연구원들의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함 

    ․ 역내 회원국들의 연구성과의 파급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협력국가 관련 연

구원들간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웍 구축 

  제1차 FNCA 각료급 회의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2001년

까지 현재의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며 2002년부터는 3단계 사업이 착수된다. 돌연변

이 육종 관련, 다수확 및 병충해 저항성 특용 작물에 관한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다. 환경오염을 피하면서 두과작물 및 벼의 생산 증대를 위해 생물 비료를 활용하

는 과제를 새롭게 고려하며 다만 돌연변이 육종 DB의 개선 작업과 돌연변이 종

자은행(MSR)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 

 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1991년 3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2차 ICNCA에서는 1)연구용원자로 이용 2)방사

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농학적 이

용 4) 원자력국민이해 등 4개 분야가 참가국들의 공동관심사항으로 인식되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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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추진하기로 합의되었다. 

  1992년 3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3차 ICNCA에서는 1991년도 합의된 사항을 다

시 확인되었으며  자궁경부암의 방사선치료의 표준화를 의학적 이용 분야 주제로 

채택하 다.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1993년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ICNCA 회의

에서 자궁경부암의 방사선치료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 다. 

   제8차 세미나가 인도네시아 BATAN과 일본 문부과학성(MEXT)주관, JAIF의 

협력하에 2001.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옵서버 13명 

포함 38명이었다. 개최배경은 2000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the First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실무자 회담에서 2000

년도 "Seminar on Radiation Oncology"를 2001년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인

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 기 때문이다. 

  세미나 주제는 “Continued Evaluation of the Accelerated Hyperfractionation 

Radiotherapy Protocol for the Treatment of Uterine Cervix Carcinoma (자궁경

부암 치료를 위한 가속화 다분할 방사선 치료법의 타당성 평가 및 이의 시험적 

연구의 지속적 평가)” 이었음. 또한 위 치료법의 임상 적용 방법 및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도 있었다. 

  세미나 내용으로는 아시아 8개국으로부터 파견된 전문가들이 본 세미나에 참가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 다.

  1) 참가 각국이 2000년 12월 말까지 등록된 자궁경부암 3기 말 환자의 방사선 

치료 성적과 각각의 방사선치료의 현황을 발표하 고,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한 결과를 매년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기로 하 다. 

  2) 아시아 각국의 방사선 치료의 현황을 통하여 밝혀진 바, 저개발 국가의 방사

선 치료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기술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기로 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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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난 중국 소주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제안된, 국소적으로 진행된 자궁경부

암의 국소치유율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사선 치료법인 “가속화 다분

할 방사선 치료법”을 2000년 1월부터 시행하여 2001년 1월 현재까지 등록되어 치

료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하 음. 2001년 1월까지 등록되어 치료를 시행한 총 환자 

수는 74명이다.

  4)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위해 Division of Human Health의 연구 

담당 총 책임자인 Hideo Tatsuzaki 박사를 초빙하여 향후 FNCA와의 긴 한 협

조 가능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 다. 가능하면 IAEA 지원 연수 프로그램에 

저개발 아시아 국가 의사들의 활발한 참여 권장과 일본과 한국 의사들의 기술 및 

교육 지원을 유도하기로 하여, 2001년 일본 군마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IAEA 지

원 “Brachytherapy" 연수 프로그램에 한국의 조철구 박사가 강연자 및 기술 자문

가로 참석하도록 권유받았다. 

  

  원탁토의 내용으로는 그 동안 진행되어왔던 자궁경부암 3기말의 방사선 치료 

성적의 중간 결과에 대한 점검과 이 분야에서 아시아 각국이 향후 협조할 내용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아시아 각국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동의하 다.

  1) 국소 진행된 자궁경부암에 대한 방사선치료 지침서 발간

   지난 중국 회의에서 결정된 방사선치료 지침서를 작성하여, 교정 및 필요한 내

용을 추가하여 최종 완결본을 2001년 봄에 발간하기로 하 다. 또한, 1998년 말에 

마감한 등록 환자에 대한 치료 결과를 적어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후 이를 차

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이를 수정한 다음, 有名 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 가속화 다분할 방사선 치료법 (Accelerated Hyperfractionation Radiotherapy)

   이 치료법의 대상 환자를 직경 4-5cm 이상의 종양을 가진 2기 말 및 3기 말의 

자궁경부암 환자로 하고, 병리조직학적으로는 편평상피암 (Squamous cell 



- 71 -

carcinoma)만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까지 총 74명의 환자가 등록된 상태이다. 

  

  3) 강연

  지난 세미나부터 시작한 방사선종양학 의사, 의과대학생 및 의료기사를 대상으

로 한 강연을 세미나 주관자의 협조 하에 자카르타 의대 부속병원인 Cipto 

Mangunkusmo General Hospital에서 시행하 다. 이 강연의 목적은 본 세미나에

서 시행 중인 방사선 치료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아시아 각국에 있어

서의 방사선 치료 성적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강연자와 강연 제

목은 다음과 같다.

   ① “The Management of Acute and Chronic Complications of Pelvic         

      Radiotherapy in Carcinoma of the Cervix" --- 필리핀, Dr. Calaguas

  ② "Radiotherapeutic Management of Recurrent Cervix Cancers" --- 한국,      

  조철구 박사

  ③ “The Role of High-LET Radiation Therapy in Uterine Cervix Cancers"

      --- 일본, NIRS, Tsujii 박사 

  4) Database

  방사선 치료법에 대한 정보 축적 및 원활한 정보 분배를 위하여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각종 암 발생율, 치료방법 및 치료기기,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자료 수집  

을 컴퓨터화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향후 세미나 개최지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2001년 세미나 개최지 : 2001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하기

로 결정

 2) 주제 (안) : “Effects of Treatment of Accelerated Hyperfractionation          

 Radiotherapy (가속화 다분할 방사선 치료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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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미나에 대한 것은 2001년 3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 예정인 Coordinators 

Meeting에서 일본 대표자 (Dr. Tsujii, NIRS)에 의해 보고될 예정이다. 

  제1차 FNCA 각료급 회의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자궁암 

치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의 응용 확대에 중점을 두며 자궁경부

암에 이어 유방암, 폐암, 머리 및 목 부위의 암, 후두암의 방사선 치료 가술 향상

을 위해 새로운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사업이 계속될 것이다.  

 4. 국민이해 (PA)

  1991년 3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2차 ICNCA 회의에서 8개국 대표들은 각국의 

원자력개발이용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 으며 향후 지역국가간에 협력방법

에 대해 토의하 다. 원탁토의에서, PA가 지역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PA 

활동이 착수되어야 하는데 합의하 다. 

   

   동 합의를 바탕으로 1991년 12월, 원자력국민이해 과학포럼이 각국에서의 PA 

현황을 확인하고 협력증진을 협의하기 위해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

서 연차적인 세미나형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매년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1997년 제 7차 세미나에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감정과 고정화

된 태도를 불식시키기 위해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Regional Speakers Bureau"를 

설치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참가국들은 최초의 

지역국가간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 다. AsiaNNet이 네트웍시스템으로 마련

되었다. 또한 각국에서 연락담당으로 PA Contact Persons(PACP)가 지정되었으며 

PACP는 필요시 A4 한 장 정도 크기의 팩스로 정보를 교환하고 외국으로부터 입

수된 정보도 국내에 배포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각국은 관련기관간의 국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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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 조직을 강하하 으며 1996년 홍보자료 디렉토리가 1996년 세미나때 

제안되어 준비되었고 매년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새로운 FNCA 체제에서 

Contact persons은 PA 프로젝트 리더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0년 워크샵이 2000. 11. 1-3일까지 STA, MOST 주관, KAERI, JAIF 후원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 3월 제2차 FNCA 조정관 회의에 제시할 제안사항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 

   1) 향후 워크샵은 방법을 달리하여 2년에 한차례 개최하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이렇게 하기로 결정된다면 베트남은 2002년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희망하 다. 프

로젝트 리더 회의는 적어도 1년에 한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2) 제1차 FNCA 조정관 회의 때 처음으로 제안되어 이번 워크샵에서 다시 논

의키로 한 PA 사업명칭 변경에 대해 앞으로 Public Information(PI)로 바꾸기로 

결정되었다. 

  3) Regional Speakers Bureau에 대해 향후 수행할 3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협의되었다. 

   a) 유능한 연사를 국내 회의, 심포지엄등에 파견 

   b) Communicators를 훈련, 선정 

    - 각국은 2001년 1월말까지 JAIF, ACC에 FAQ를 제출해야 함 

    - 일본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함 

   c) 각국의 여론지도층 인사를 초청하는 심포지엄 

    - 각국은 2000년 12월까지 JAIF, ACC에 여론지도자 리스트를 제출해야 함. 

여론지도자는 지구 환경, 에너지, 미래 인간의 삶, 아시아에서의 경제적인 

개발, 교육, 과학기술, 원자력과 같은 광범한 분야에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일본은 모델사업으로 2년내 여론지도자 몇 사람을 초청하는 심포지움을 계

획할 예정임 

  4) Asia Cooperation Network(AsiaNNet)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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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FNCA 각료급 회의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각국의 

국가 활동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추진하며 아시아네트등 정보 교류 사업은 계속 

확장하고 종전의 세미나 및 워크샵은 지양하고 대신 Speajers' Bureau의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5.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는 원자력발전, 방사선 및 동위원소의 산업적, 의학적, 농업적 

이용 및 기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이며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대처

해야 할 과제이다.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보조를 맞추어야 하

며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방법을 도출하는 데 있어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1994년 3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5차 ICNCA 회의에서 원자력안전 및 방사성폐

기물 관리가 협력분야로 제안되고 1995년 3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 6차 ICNCA 

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었다. 동 사업은 첫 3년간인 1995년

부터 1997년까지 각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실태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되었다.

 동 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워크샵에서의 보고서 및 정보교환을 통해 참가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증진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상호이해 및 인식이 

sub-meetings를 통해 깊어졌다. 

 - 폐기물 발생 시설, 폐기물 누적량, 저장시설 등에 대한 정보교류가 설문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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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해졌다. 

  -정보 네트웍(뉴스레터, 홈페이지 등)구축이 착수되었다.  

  제1차 FNCA 각료급 회의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동위원

소 폐선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 중점을 두게 된다. 사용후 동위원

소 봉 선원의 국가 관리 체제 수립 지원, 폐기물 관리 정책, 규제 제도, 폐기물 

처리․저장․처분에 따른 관리등 각국의 모든 상황을 취합한 보고서 작성에 중점

을 둘 것이다.

 6. 원자력안전문화 

  방사능 사고가 발생하면 국경을 초월하여 인접국가에 까지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원자력사고를 방지하고 원자력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

자력안전문화 인식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의 안전문화에서의 지역협력을 위한 호주의 제안은 1996년 3월 제7차  

ICNCA에서 합의되었으며 1997년부터 매년 “원자력안전문화”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제1차 워크샵은 1997년 호주에서 “비원전분야에 대한 원

자력안전문화 진흥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제2차 워크샵은 1998년 “연

구로의 안전문화 진흥의 필요성 및 방법”이라는 주제로 역시 ANSTO 주관으로 

호주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워크샵은 호주가 아닌 1999년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에서 ANSTO, MINT가 공동주관하여 개최되었다. 동 워크샵에 회원국 전문

가 및 IAEA 관계자 등 31명이 참가하 으며 IAEA 원자력안전협약 보고서의 형

식을 역내의 연구로에 적용하여 보고하 으며, 안전문화 경험, 안전문화 지표

(indicator)의 연구로에 대한 적용 및 분석결과 등이 소개되었다. 

   제4차 워크샵이 2000. 9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workshop에서 정

해진 "Safety culture activity indicator"를 이용하여 하나로의 안전문화 활동을 소

개하고 IAEA Safety Report Series No.11에 따른 안전문화 관련한 하나로의 좋은 

선례와 개선점을 소개하 다. 또한 Nuclear Safety Convention에 따른 한국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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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고서 중 Article No. 7-10에 관련된 내용을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내용을 포

함하여 소개하 다. 원자력안전협약 Article 7-10은 안전규제 법규체제, 안전규제

기관, 사업자의 책임, 안전우선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워크샵에는 일본에

서 STA, 전력회사, JAERI의 관계자 등이 다수 참가하 고, 중국의 경우에도 자국

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인허가 기관 및 발전분야 관계자가 다수 참여하 다. 일본

의 발표는 발전로 운 에서의 경험과 JCO 사고의 경과 및 조치 설명에 중점을 

두었고 중국의 발표는 발전로 운  또는 건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문화 활동

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발표는 연구용 원자로의 운  및 

RI 선원취급에 관련된 안전 문화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FNCA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관계자들은 한국이 한전의 경험을 다른 나라들에게 소개하여 줄 것과 

FNCA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 다. 

  제1차 FNCA 각료급 회의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FNCA 

회원국의 모든 원자력 시설에서 상당 수준의 안전 문화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노

력에 비중을 둘 것이며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6개 지표를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

이고자 한다. 

 7. 인적자원 개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각국은 확고한 사회, 기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

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자들의 역할에 중점을 둔 인적자원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적자원 개발은 지역국가에서 상호 지원함으로써 전문

가들로 하여금 사회, 기술적인 인프라와 인적자원개발을 증진하도록 도와주고 있

다. 

  1999년 3월 제10차 ICNCA 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따라1999년 8월 FNCA 체제

에서 인적자원개발사업이 협력분야로 착수되었다. 동 사업은 STA 원자력국, 

JAERI 산하 원자력기술교육센터(NuTEC)가 주관하고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아

시아 국가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증진함으로써 아시아의 원자력개발 이용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활동은 2가지, 즉 

on-workshop 및 off-workshop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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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의 중장기목표는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증진을 위해 개발에 대한 문제점

과 필요를 도출하고 상호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매년 개최되는 워크샵에서 

토의하는 것이다. 2000-2002년 3년간 계획으로 인적자원개발 현황, 문제점, 필요, 

경험을 발표하는 presentation session과 지역내 문제점, 필요에 대한 상호지원 방

법 토의, 향후 실행계획 수립 등을 토의하는 원탁토의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활동으로 1999년 11월 제1차 워크샵이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동 세미나의 

목표는 각국의 현황, 문제점 및 필요에 대한 상호인식 증진, 중장기 목표 개발, 향

후 3년간(2000-2002)계획을 수립하 다. 

  제1차 워크샵에 이어 2차 워크샵에서 회원국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안건들이 도출되고 있으나 다자간의 협력임으로 공통 협력 안건 설정에 어려움이 

기대됨(각국의 입장차이)다. 일본의 아시아국가에 대한 원자력분야 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STA 산하의 JAERI, JNC, NADA 그리고 MITI, JICA, JAIF등을 통하여 엄

청나게 제공되고 있음을 동 워크샵을 통하여 알 수 있었음.

  제2차 워크샵은 2000년 11월 일본 도카이무라 및 JAERI에서 개최되었다. 동 워

크샵은 FNCA 회원국 대표 2인이 참가하여 FNCA 회원국 국가별 원자력 인적자

원개발 필요성 및 협력에 관한 논문 발표와 FNCA 회원국간의 원자력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협력 방안 협의를 하 다.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국의 원

자력인력양성 현황 및 필요성 논문발표를 하 다. 

        o 회원국간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커리큘럼 상호교환, 

         - 대학생 원자로실험실습 교육자료 상호교환

         - 원자력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상호교환

         - 젊은 원자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문교육프로그램 교환

         - FNCA 홈페이지 및 교육 관련자료 공동개발

       o 회원국간의 인적자원개발 정보교류 및 공동협력사업도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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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 Table 회의 좌장

       o 장기활동 목표설정, 3년 활동계획 검토

       o 제3차 워크샵 장소 및 주제 결정

   동 워크샵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o 제1차 워크샵 논문집발간 배포(JAERI 기술보고서)

       o 2001년 제3차 워크샵 장소 : KAERI 원자력연수원

       o 2001년 제3차 워크샵 주제

         - 국가 및 지역간 필요한 인력양성 정책 시나리오 지원

         - RI 및 연구용 원자로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정책시나리오

         - 젊은 세대를 위한 원자력인력양성 정책도출

         - 일본 STA 과학자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의 Item 제안

       o 회원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일본 STA과학자교환 프로그램활용

  2001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인적자원개발 분과 활동계획 기본방향 설정(FNCA HRD분과) 

       o 제2차 워크샵 논문집 발간

       o 회원국의 원자력인력양성 정책 추진을 지원

       o 회원국들이 제기한 자국의 인력양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공동 관     

심사에 대한 공동노력 및 지원

         -HRD 인터넷 홈페이지개발(FNCA New letter, NuTEC News,          

회원국 교육커리큘럼탑재, 공동교재개발 등) 

  동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은 FNCA HRD분과의 활동 추진전략을  STA 과학자방문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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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회원국들의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STA 훈련프로그램 참가경비를 자체에서 부       

 담하여야 함으로 STA 훈련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형편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원자력인력양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본의 STA프로그램을 활용해야하는 입장이

므로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차 FNCA 각료급 회의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국가 원

자력 개발 계획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시나리오 수립. 특히 고위 관리의 참여

로 동위원소 및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성 중진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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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FNCA 회원국의 원자력개발 현황 및 전망 

제1절 중 국 

   1. 원자력개발 현황  

    가. 원자력개발 동향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은 원자력을 개발하는 것이 급속한 산업개

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계속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현명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 다. 중국은 수년간 급속한 경제개발을 구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 특히 전력공급은 급 

신장되고 있는 경제개발 수요에 따른 선결 과제이다.   

  중국은 석탄과 수력자원이 풍부하지만 이들 자원들은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 석탄은 대부분 중국의 북부 및 북서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력 자원은 

남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인구 도가 높고 산업개발된 남동부 지역은 1차 에

너지 자원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철도 수송량의 약 80%와 화물 수송량의 약 

30%는 북부에서 남부지역으로의 석탄수송에 이용되고 있다. 석탄의 장거리 수송

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지역의 에너지자원 구조를 최

적화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개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현재 총 발전설비 규모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정도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고 세계적인 지구 환경보호 운동과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소의 지속적인 건설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은 향후 매년 100만kW급 원전 1기

를 지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나. 원자력 발전 현황 

 진산 1단계는 300MW급 경수로 1기이다. 이 원자력발전소는 국내 기술에 의해 

설계‧건설된 것으로 ’91년에 최초로 계통 병입되었으며, ’92년 7월에 최대 전력으

로 상승되었다. 

  2기의 900MW급 경수로인 대아만 원전은 중국 본토에서의 두번째 원전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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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과 홍콩에서의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80년대 중반 홍콩 

전력회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대규모 원전 건설을 승인하 다. 원전의 설계 및 

장비 공급은 프랑스 프라마톰 회사에서 제공하 고, 국, 프랑스 GEC Alsthom 

은 원전의 설계 및 장비를 공급하 다. 중국 회사는 원전의 건설 및 설비에 참가

하 으며, EdF는 사업의 기술적인 책임 이외에 운전‧보수 요원 훈련과 사업관리 

부문에서 소유자를 지원하 다. 콘크리트 타설은 ’87년 8월에 이루어졌으며, 1기와 

2기는 ’94년 2월과 5월에 각각 가동되어 현재 우수한 운전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총 전력생산은 ’98년에 1,1580 MkWh이며 이중 원자력은 141 M kWh로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생산능력은 277.3GW이며 이중 원자력 생산능력

은 2.266 GW로 0.82%이다.

                    <표 5-1> 중국의 운전중인 원전 현황

구   분 소재지 노형 및 용량 공 급 국 상업운전 

진산 1단계
절강성 

항주
PWR 30만kW 자체 건설 ’94년 2월

광동 1단계

(광동1,2호기)
광동성 대아만 PWR 90만kW×2

프랑스 

프라마톰
’94년 5월

  진산 원전 1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된 대아만 원전 건설‧설비에의 참가는 중국 

정부 및 전력회사들로 하여금 원전을 더욱 개발하도록 고무시켰다. 중국에서 원자

력에 대한 국민이해 강화가 또한 도움이 되고 있다. 

    가) 진산 원전 2단계 (600MW PWR 2기)

      이 원전은 600MW급 2기의 경수로이며, 두번째로 자력 설계‧건설하는 것이

다. 장비 국산화를 위해 설계‧엔지니어링 실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연구개

발 시설들이 확대되었다. 진산 1단계에 대한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중국은 참조 발

전소의 설계도면, 관련 코드와 기준 전체를 수입하 다. 중국은 시스템 설계‧분석 

소프트웨어, 장비 및 핵연료다발을 프랑스의 프라마톰, EdF, COGEMA로부터 구

입하 다. 진산 2단계 원전 건설은 ’96년 6월 콘크리트 타설로 시작되었으며, 사업

계획에 의하면 2002년에 계통병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의 진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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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을 통하여 중국은 600MW급 경수로 원전을 독자적으로 설계, 건설, 운

전할 수 있다. 

   나) 링아오 원전 (900MW PWR 2기)

      링아오 원전은 대아만 원전의 후속으로 대아만 원전보다 일부 기능이 개선

되었으며 중국 본토에서의 2번째로 큰 상업용 원전이다. 이 사업을 위해 프라마

톰, GEC Alsthom은 아직도 각각의 부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EdF는 대

아만의 사업 서비스 대신에 사업자문을 제공하도록 요청 받았다. 중국 회사들은 

설계 및 부품 공급에 일부 참여할 예정이며, BOP 부품의 국내 구매 비율은 증가

할 것이다. 중국 기술연구소들은 전반적인 설계, BOP 설계,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의 자문을 통해 기술적인 조정을 책임지도록 요청 받았다. 전력회사는 사업관리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97년 5월에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었으며, 제 

1호기가 2003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다) 진산 3단계 원전 (700MW CANDU-6 2기)

      중수로 건설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중수로 기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

에 진산 3단계는 턴키 사업으로 수행될 것이다. 이는 주요 계약자인 AECL이 사

업관리, 전반적인 설계, 핵증기공급계통의 설계 및 부품 공급, 기술적인 조정을 책

임지게 된다. 일본 히타치, 미국 벡텔은 AECL의 하부 계약자로서, BOP 설계 및 

부품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원전의 건설 및 설치는 중국 회사가 맡고 있다. 사업

일정에 따르면, ’98년 6월에 콘크리트 타설되었으며, 제1호기가 2003년에 상업운전

이 시작될 것이다. 

   라) 연운항 원전 (1,000MW VVER 2기)

      이 대규모 상업 원전은 중국과 러시아간의 협력의 산물이다. 설계는 러시아 

연구소의 책임이나, 중국 연구소도 설계에 일부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계측제

어 설계 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제 3국으로부터 공급하게 된다. 중국의 모든 

원전 사업과 같이 중국 회사들은 연운항 원전의 설계와 건설을 책임지고 있으며, 

소유자는 전체 사업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총괄계약은 ’97년 12월에 체결되었다. 

부지의 사전 토목공사는 ’99년 10에 시작되었으며, 2005년에 운전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와 같이 중국이 4개 부지에서 8기의 원전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은 매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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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일이며,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중국의 능력을 보여 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표5-2> 중국의 건설‧계획중인 원전 현황

구    분 소재지 노형 및 용량 공급국 비  고

진산 2단계
(진산 2,3호기)

절강성 
진산

PWR 60만kW×2 자체건설
CNNC

’96. 6
건설착공

광동 2단계
(광동 3,4호기)

광동성 
대아만

PWR 90만kW×2
(Lingao 1,2호기)

프랑스 
프라마톰

’97. 5
건설착공

진산 3단계
(진산 4,5호기)

절강성 
진산

PHWR 70만kW×2
(CANDU )

캐나다 
AECL

’98.6
건설착공

강소성 1단계
(연운항 1,2호기)

강소성 
연운항

WWER 100만kW×2
(TIANWAN 1,2호기)

러시아
AEE&ZAES

’99.10 
건설착공

광동 3단계 (링아오.
or. 양강)

PWR 95만kW×6 - 계획 
미확정

산동 1단계 (해양) PWR 100만kW×2 -
계획 
미확정

    다. 원자력 정책 방향

     1) 원자력 정책

       중국은 지난 40년간 원자력의 군사목적 사용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 으나, 

최근 개방정책과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로 정책을 전환하여 원자력의  

평화적이용, IAEA 원칙 준수, 상대국 동의 없이 제3국에 기술이전 금지등 3대 원

칙하에 원자력 국제협력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원자력 기초기술, 특히 실험에 강점이 있고 핵연료 주기 기술등은 상당한 

수준이나, 원전건설․운 등 상용화 기술은 미흡하므로, 선진국 기술지원 하에 원

전건설 추진중에 있다. ‘97.10 중․미 정상회담(클린턴/강택민, 워싱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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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미국의 대 중국 원전기술 금수조치를 해제(’98.3)하여 미국의 원천기술

인 한국표준형원전(KSPN)의 대 중국 수출 제한이 해제되었다.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위하여 IAEA에가입(‘84.1), 핵물질 물리적방호협약 가입

(’89.1), NPT 가입(‘92.3) 및 무기한 연장 동의(’95.5), Zangger Committee에 가입

(‘97.5) 하 으나, 아직까지 NSG(원자력공급그룹), MTCR(미사일수출통제체제), 

AG(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Wasenaar Arrangement (구 COCOM 후속 다자간수

출통제체제)에는 미가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원자력정책 기본노선은 ① 주도적 역할, ② 국제 원전기술개발동향 추적, 

③ 입중된 설계 및 기술도입, ④ 핵심기술 전수로 원전기술자 및 국산화 실현 등

에 두고 있다.  중국의 원전시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잠재력이 크고 우리 나

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으며,  주요 협력추진방향으로는 ① 중국 원전기술 진출

을 위한 국가 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활성화, ② 사전조사활동 강화와 인력 양성, 

③ 단계별 장기전략(예: 수출전략)의 수립․시행 등 중국은 한국의 원전기술자립, 

특히 국산화 전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는 원전기술을 자립한 

과거 경험과 현재의 정책 및 전략추진을 기본으로 중국 관련기관과 유대관계 강

화 필요가 필요하다.

     2) 원전개발 계획

     원전개발은 안전, 경제성, 신뢰성 및 기술등에 중점을 주면서 “다른 국가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기술도입 및 자립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지침을 추

진할 것임.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며 경수로기술 개발에 중점

을 두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할 것임. 원전사업의 설계, 제작, 건설 및 

운 분야에서의 자립은 필요한 기술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기술자립이라는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을 때 이루어질 것임. 또한 차세대 첨단원

전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하여 

고속중성자로 및 제어 핵융합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핵물리, 원자력화학, 방사선화학, 제어 핵융합, 이온물리, 원자로물리, 대

전류(high current) 가속기 기술, 첨단 핵탐지 및 분석,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등

을 포함한 원자력과학의 기초분야의 연구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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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기술의 응용 

      동위원소의 핵의학 및 생명공학분야에의 이용도 추진되고 있으며 현대분자 

핵클리닉을 위한 방사성의학 및 디지털진단장비도 개발될 것이다. 방사성면역분석

(Radioimmunoassy, RIA) 키트 이용 분야도 확대될 것이며 이 분야의 성과도 증

대될 것이다. 농산물의 방사선 처리를 확대하고, 방사선으로 가교(cross-link)된 열

에 수축되는 제품, 와이어, 케이블을 다른 산업분야에 이용하는 것도 확대하며 방

사선으로 “고체, 액체, 기체 폐기물”을 산업화를 추진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

      중국은 원자력기술의 산업, 농업, 의학적 이용에 많은 성과를 이룩함. 특히 

1990년대, 산업 및 의학적 이용을 위해 전자가속기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산업

체의 코발트원 이용도 폭넓게 활용되고있다. 동위원소 및 방사선이용 기술도 하이

테크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이용분야에서 탈피하여 생명공학, 재료

과학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새로운 경제성장의 축이 되고 있다. 

의학적 이용에 있어서, 중국에는 2,0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사용되는 100종류 이상

의 방사성의약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40개 이상 있다.

    라) 원자력 관련기관

     1) 중국원자력관리체제 개편

      중국의 원자력 행정체제는 1999년 6월 구 CNNC를 정부기능을 가진 분야

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COSTIND)에, 원자력 전분야에 걸친 기술개발기능은 

새로운 CNNC에, 그리고 건설 및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CNEC로 분리하는 안을 

국무원이 승인함으로써 원자력부문 개혁을 완성하 으며 개혁 전후의 체제 변화

는 다음과 같음과 같다.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원자력, 우주, 선박, 무기, 항공 등 5개분야 관장

하고 있으며  계통공정 2사에서 다음과 같은 원자력공업을 담당한다  ①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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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의 민수전화, ② 업종관리규정 제정, ③ 체제개혁 및 구조조정, ④ 품질․안

전․계량․기준․통계, ⑤ 중대한 과학연구 및 보급, ⑥ 원자력공업의 고정자산투

자, 민수전환 계획

    -CAEA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소속기구로 대외적으로 원자력행정 대표기

관으로 국제 관계, 수출 정책 등 정책을 담당하며,  CNNC 자회사들은 다음과 같

이 제각기 독립성을 갖게 되었다. 구매를 관리할 중국핵능공업공사(CNEIC : 

China Nuclear Energy Industry Corp.), 핵물질 전문 관리 기관인 중국보원(寶原)

개발공사(CRIC : China Rainbow  International Corp.), 중국동위원소공사(China 

Isotope Corp.), 알제리아와 파키스탄의 프로젝트를 담당할 Zhohyuan Foreign 

Engineering  Corp 그리고 이미 설립되어 원전 연료를 담당하고 있는 Jinuan 

Uranium Corp.이다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종전 중국핵공업총공사(CNNC)가 ‘99.7월 정부

조직개편이후 개칭( 문명칭 불변) 종전의 행정기능을 국방과기공업위로 이전하

고, 중국 핵공업건설집단공사(CNEC)를 별도 기구로 발족하여 핵동력, 핵자재, 원

전, 핵연료, 기사용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처분, 우라늄광 탐사와 채굴, 동

위원소 등 핵에너지 및 관련분야의 과학기술연구개발, 건설과 생산경 , 대외협력

과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며 15개 산하연구소(CIAE, BINE, NPIC등)를 통한 R&D

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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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1> 중국의 원자력 행정체제 개혁

                    

    관련기관으로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국가 대형 투자 프로젝트로서의 원전건

설 승인권 보유하고, 중국핵공업건설집단공사(CNEA)는 원전 건설을 수행하고, 국

가핵안전국(NNSA)는 과학기술부 소속에서 국가환경보호총국 소속으로 이관되어 

방사선방호업무등 원자력안전업무 통합관리하고 산하에 ‘핵안전중심’을 두고 원자

력안전규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R&D 및 원

전국산화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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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도네시아 

  1. 원자력개발 동향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0년 대초 원전 도입을 예상하여 원전 타당성 조사

를 계획하 다. 이 조사는 Java-Bali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며, ’98년 경제위

기 동안 -15%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이다. 또한 무리아(Muria) 반도에 600∼1000MWe급의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가

정하에서 수행되었다. 원전 건설 계약은 턴키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는 전형

적인 차관, Built-Operation-Own(BOO) 또는 역거래(Barter)에 의해 사업 자금 지

원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은 민간부문 기업들이 증가하는 전력의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을 지원하도록 고무시키고 있다. ’95∼2019년간의 2단계 

장기 개발프로그램(LTDP-II)은 인도네시아 정부소유 전력회사(PT. PLN)의 전력수

요 예측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이 계획에서는 민간부문 참여가 고려되고 있

다.1) 

  국가개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환경의 변화를 고

려하여 통합적이고 완벽한 국가 에너지정책이 정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입안되었

다. 

   ◦ 다양화 : 에너지 공급 최대화 및 경제화

   ◦ 집중화 : 가용 에너지원 개발 및 확대

   ◦ 절  약 :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경제화

   ◦ 에너지 가격 : 경제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에너지 가격 마련

   ◦ 청정 에너지 : 환경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  

1) ’69∼’94년간의 1단계 장기개발프로그램(LTDP-1)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고 에

너지 가격이 경제적인 가격 이하로 책정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오일, 천연가스, 석탄은 2가

지 중요한 기능 즉, 외국환자금 수입 및 국내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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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전력수요

(GWh)

산업용 

전력수요 

(GWh)

발전량

(GWh)

발전설비용량

(MW)

최대부하 

수요

(MW)

1993 30,963 9,048 36,624 8,181 5,244

1994 35,434 9,387 41,693 9,769 6,784

1995 40,940 10,545 47,876 9,897 7,752

1996 46,828 11,031 54,678 10,791 8,791

1997 52,533 11,136 61,618 13,686 10,015

1998* 50,800 9,407 59,586 13,074 9,684

1999 48,840 8,689 57,287 12,104 9,311

2000 48,545 8,544 56,940 12,031 9,254

2001 50,078 8,430 58,739 12,411 9,547

2002 53,054 8,462 62,230 13,148 10,114

2003 56,610 8,678 66,401 14,029 10,792

2004 61,011 9,118 71,563 14,539 11,631

2005 66,481 9,619 77,979 15,842 12,674

2006 73,552 10,224 86,273 17,527 14,022

2007 82,136 10,742 96,342 19,573 15,658

2008 91,402 11,377 107,210 21,781 17,424

2009 99,792 12,055 117,051 23,780 19,024

2010 110,464 12,318 129,568 26,323 21,058

2011 121,855 13,266 142,930 29,037 23,230

2012 133,196 14,382 156,233 31,740 25,392

2013 143,908 16,823 168,797 34,292 27,434

2014 157,025 18,573 184,183 37,418 29,935

2015 172,224 20,156 202,010 41,040 32,832

2016 189,122 21,903 221,830 45,067 36,053

2017 207,839 23,764 243,786 49,527 39,622

2018 228,433 25,860 267,941 54,343 43,547

<표 5-3> 인도네시아의 ’98∼2018년간 전력수요 전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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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시행은 규정, 기준, 적절한 기술 활용과 같은 몇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려할 수 있는 기술은 다음과 같다. 

   ◦ 오일은 재활용될 수 없고 제한된 자원이므로 오일 대체원을 생산하는 기술

   ◦ 보다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기술

   ◦ 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

지 기술 

  장기 전원개발은 정부에 위해 마련된 국가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도네

시아에서의 전기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전원개발과 관련

된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골

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 국가 에너지정책의 5개 주요방안이 포함된 국가에너지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 환경정책, 지역개발 및 다른 분야에서의 국가 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의 원전 도입은 비용 및 환경을 고려할 때, 최적의 에너지 

구조일 뿐만 아니라 오일과 천연가스에 대해 증가하는 국내 수요로부터 압박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아울러 원자력은 오일과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한다. 이 개념은 에너지 공급 개발에서의 다양화, 절

약, 환경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국가 에너지정책과 부합된다. 

  ’89년 9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에너지조정위원회(BAKOREN)을 통해 원전의 

후보지로서 무리아 반도에 대하여 신규 원전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

다. 이 조사 자체는 광산‧에너지부의 에너지기술위원회(PTE)의 주도하에 인도네

시아 원자력청(BATAN : 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이 수행하 다. 

  '96년 5월에 완료된 타당성 조사 결과, 특히 ENPEP(Energy and Power 

Evaluation Programme)의 WASP-III(Wien Automatic System Planning Package-III)를 

2) 자료 : DJLPE, PLN (기본전제 : ’98년 경제위기, -15%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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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에너지 시스템 분석에 대한 조사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Java-Bali 전력계

통에 원자력을 도입하는 것은 최적의 선택 방안임을 보여 주고 있다. 

  ’98년 인도네시아의 전체 전력 소비중 81.4%는 Java-Bali 전력연결 시스템이 차

지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2004년의 예상 설비량은 18.5GW이며, 이것은 경제위

기 이전의 예상치인 31.8GW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인도네시

아 정부는 원자력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 다. 

  2.원자력개발 전망  

   인도네시아는 지난 35년간 에너지 및 비에너지 분야에서의 원자력 과학기술 

기반의 설립 및 운 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가장 최근의 것은 수

도 자카르타에서 약 30km 떨어진 Serpong PUSPIPTEK의 BATAN 원자력연구단

지 설립이다. 

  또한 원자력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원자력 규제 인프라를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인도네시아는 ’64년의 법안 No.31을 대치하기 위해 ’97년 4월 

10일 (법안 No. 10 of ’97)의 신규 원자력에너지 법안을 발표하 다. 신규 법안에 

따라 원자력 이용에서의 규제기능이 진흥기능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원자력의 이용 

증진에 대한 책임은 BATAN에 있으며, 원자력의 규제, 통제 책임은 인도네시아 

원자력 규제청(BAPETEN)에 있다. 또한 신규 법안에는 원자력 사고시 3자의 책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첫번째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600∼

1000MWe급의 원전에 대한 생산비용은 탈황 및 탈질 설비를 사용하는 같은 급의 

석탄발전소의 발전단가보다 경쟁력이 있다. 

이 타당성 조사는 ’96년에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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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비용량(MW) 노  형 
발전단가

(mills/kWh)

원자력발전 

1,000 PWR 41.40

1,350 ABWR 40.47

1,500 EPR 36.98

화력발전 
600

Coal FGD 13% 41.07

Coal FGD 20% 41.70

Coal W/O FGD 38.08

500 Combined-Cycle 26.28

<표 5-4> 인도네시아의 발전비용 전망   

원자력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는 국민이해이다. 국민이해의 기본은 

원전의 혜택 및 위험에 대한 정확하고 실제적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느냐에 

달려 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국민이해 프로그램은 원자력기술에 대한 국민 인

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체르노빌과 TMI와 같은 사고는 

국민들에게 큰 향을 주었지만, 우수한 국민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

을 가져오는 오보와 잘못된 이해는 막을 수 있다.3) 

  국민이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민에게 BATAN이 수행한 활동, 일반적인 원자

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관간의 활동을 통해 의사결정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원자력은 필수불가결하며,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환

경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공

개되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주어진 정보의 내용은 다양한 국민들의 기

대를 충족시키며 대중에게 적합한 언어로 기술되어야 한다.4) 

3) 원전의 안전성은 항상 주요 관심사가 되어 오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엄

격한 일련의 규제하에서 설계, 건설, 운전될 것이다. 서방세계에서 개발한 규제, 코드, 기준들을 

원전 건설, 운 에서 얻은 경험을 참작하고 있다. 국가 규제기관은 설계에서부터 폐로에 이르

기까지의 모든 활동들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원자력은 호흡기 질환, 산성비,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발전소의 대기오염에 대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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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측면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인 

것이다. 국민이해 활동은 원전 부지주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와 의회 

같은 최고위층의 의사결정자들이 참석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한국의 인도네시아 원전사업 진출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미쓰비시, 프랑스 프라마톰, 캐나다원자력공사 등이 

경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원전 사업은 ’75∼’85년간 IAEA, 미국, 프랑스, 이태리 

정부의 지원하에 원전건설 타당성 1차 조사를 시행하 으며, '91년 11월부터 '96년 

3월까지 일본 원자력자문기관을 통해 2차 타당성조사를 수행하 다.

  또한, 최근에는 BOO(Build, Operate, & Own) 방식의 원전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미국 벡텔사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97년 4

월에는 원자력법을 개정하는 등 2006년경 자바주 무리아 반도에 최초 원전가동을 

목표한 원전사업 추진체계를 정립해 나아가고 있다.

  한편, 한전은 IAEA의 요청에 의해 원전사업 추진조직 및 방법 등에 대한 인도

네시아 기술지원을 ’95년 9월 시행한 바 있으며, ’96년과 ’97년에는 모두 3차례에 

걸쳐 한국의 원전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인도네시아 원전 도입관계자들을 대

상으로 개최하 다.

로운 요구사항은 발전비용을 증가시키고 규제도 불안정하게 한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으로써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발전원을 이용하는데 최우선 순위

를 두게 되었다. 2010년경에는 ’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교토 기후협약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연료를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연료로 교체 

     ◦ 모든 에너지분야에서 에너지 사용 감소 

     ◦ 발전소에서 석탄 사용을 크게 줄임 

     ◦ 수송부문에서 오일 사용을 크게 줄임 

     ◦ 원자력기술 또는 다른 신기술에의 신규 투자 프로그램 

     ◦ 에너지 효율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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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96년 11월에 인도네시아 원자력청(BATAN)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97년 7월에는 2년간(’97∼’98) 공동협력 프로그램5)을 체결하여, 이의 일환으로 인

도네시아에 한국표준형 원전건설을 전제로 한 기술성‧경제성 공동조사를 수행하

는 등 인도네시아에 원전사업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5) ‘97∼’98년간에 걸쳐 수행된 BATAN-LEPCO 공동 조사의 결과, 한국형 표준원전 KSN-1000의 

발전단가는 약 37mills/kWh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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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 본 

   가. 원자력개발 현황

    1) 원자력개발 동향 

     일본에서 상업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53기이며, 총 설비용량은 

304,866.81GWh(e)이다. 이는 일본의총 발전량 901,560.77 GWh(e)의 34%에 달하고 

있다. 현재 3기 (3,190MWe)가 건설중에 있으며 이중 2기는 2000년에 건설

(Higashi dori 1067MW(e) BWR 및 Hamaoka 1325 MW(e) ABWR)을 시작하 다. 

원전의 시간당 가동률도 83.3%를 기록하 다. 이러한 높은 이용률은 원자력의 불

시정지 건수와 정지일수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반해, 정기검사 기간을 단

축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을 70,000MW로 계획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100GW를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가동종료 상업용 원전은 2기로서 1963년 10월과 1965년 11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바라키에 위치한 소형 발전소로서 13MWe와 159MWe 용량의 원자로이

다.

  이는 일본의 상업용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폐로 조치되는 것으로, ’98년 5월부터 

원전연료 인출을 개시하고 계통을 제염한 후, 5∼10년 정도의 감쇄기간을 거쳐 해

체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해체비용은 약 250억엔으로 추산

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시설로는 연구용 원자로 19기가 운전중에 있고 3기는 건설중에 있

다. 재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800톤U/년으로 건설중에 있으며 2003년 운  개시

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100만㎾ 원전 30기분 처리용량이다.

  농축시설은 처리용량 1,050톤SWU/년의 시설을 운 중에 있으며 향후 1,5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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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U/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이는 총 소요량의 30%를 공급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1차분 4만㎥를 1992년 운  개시한 이래 처분용량을 총 

60만㎥으로 증가시켰다. 기타 주요 시설로는 변환시설 3곳, 핵연료가공시설 7곳이 

있다.

   2) 일본의 원자력이용 

     일본의 원자력이용의 역사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에 기초하고 있다. 과거 40

년 동안 일본은 50여기의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 다. 원자력은 현재 전력수

요의 1/3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국민들의 엄격한 감독으로 일본의 원

자력발전은 비록 작은 사고는 있었지만 별다른 방사능 누출 사고 없이 순조롭게 

성장하 다. 

  일본의 경수로 기술은 지금 성숙단계에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달리 부존자

원이 열악한 일본은 우라늄 자원을 신중히 사용하는 입장을 취하 다. 그래서 일

본은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다시 사용하기 위해 플루토늄과 연소되지 않은 우라늄

을 추출하는 정책을 추진하 다. 이것은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고 방사성폐기물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방사선의 이용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과 함께 시작된 

이 분야에서의 노력은 입자 가속기와 원자로를 이용하는 진보된 응용을 많은 분

야에서 수행되게 하 다. 이외에도 방사학과 방사선의 식품조사와 같은 다른 유망

한 분야가 있다. 

  나. 원자력개발 전망 

     1) 원자력기본법과 원자력위원회 

      일본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설에 고무되어 평화적이며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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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개발에 착수하 다. 

  일본의 원자력 개발 기본정책은 원자력기본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평화적 이용, 

국제적 공헌 및 자립, 민주주의, 공개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원자

력개발은 에너지 개발 및 방사선의 이용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종합적인 

과학기술 분야로서 취급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 수립에 따라 주로 정부 기관에 의

해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며, 기술이 상업화 단계에 들어서면 민간 분야가 이

를 수행하는 것이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이용의 특징이다. 원자력정책은 매 5년

마다 개정되는 국가의 ‘장기 원자력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7번 

개정된 바 있다. 장기 원자력 개발 계획은 원자력발전, 21세기에서의 원자력 과학

기술의 산업적 이용의 확장 및 민 화를 고려한 새로운 시각에서 수립되고 있다. 

   2) 정부의 계획과 민간의 수행 

      일본의 원자력개발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냉전 시대에서의 원자력정책은 일본 원자력산업의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다. 정부정책에 따라 기술의 신뢰성과 핵비확산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 JAERI와 JNC(PNC에서 명칭변경)은 최종 이용자, 즉 전력회사에게 기술을 전

수하고 농축, 핵연료재처리, 신형전환로(ATR), 고속로, 안전연구 등에 있어서 기술

의 상업적 이용을 지원하면서 주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 다. 사실 정부는 특히 

경수로 운 과 함께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 지원을 증대시키며 점차적으로 민간 

부문에 대해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을 전수하 다. 

   3) 원자력산업의 민 화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진 노력은 경제적 업적, 안전성 향상 및 사회적 관련을 

위한 것들이다. 비용은 현재의 원자력계에 있어서의 주요 요인이며, 경제적 향상

을 위한 노력은 민간부문의 임무이다. 동시에 사회와의 상호 신뢰는 그 전제조건

이 되는 원전사업 해당지역을 포함한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하여 필수적

인 것이다. 

  일본에서의 원자력개발 활동은 국가 정책에 기초한 민간운 에서 비롯된다. 고

속로, 개량형 핵연료 재처리, 고준위폐기물의 지질학적 처분, 원자력 안전등에 관

한 연구결과는 그렇게 순조롭게 민간부문으로 이전될 것 같지 않다. 원자력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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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본 국민의 합의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지방 정부와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 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안전을 보

증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회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협력활동에는 바로 처음

부터 민간 회사에게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다. 

    4) 국민합의와 정책결정 

     미래의 국가정책에 대한 결정은 고도로 민주화된 나라로서 일본 사회에 의

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보의 개발, 투명성, 지도력과 책임은 필요한 요소들

이다. 누가 장기 개발을 지원하는가?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군사적 

목적에서 최신 기술이 개발된 많은 사례가 있지만 평화적 이용을 제한하는 막대

한 기술개발에 순응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민주사회에서의 막대한 투

자는 가능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등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부분적으로는 1999년9월30일 도까이무라 JCO에서 발행상 우라늄전환 임계사고와 

수년전 몬주 사고 때문에 일본 사회는 원자력에 대한 걱정과 불신을 경험하고 있

다. 일본사회는 지금 일본의 원자력 연구개발이 새로운 세기의 도래에 앞서 검토

되고 시험되기를 바라고 있다. 

    5) 원자력산업 정책

     일본은 프랑스와 함께 활발하게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며 원

자력 전 분야에 걸쳐 선진기술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유 안전고속로 분야에서 매

우 활발한 연구 진행 중에 있으며 원자력 사업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JNEL, 

JAPCO)로 전환 중에 있다. 그러나 가속기개발 및 핵융합연구 등 국가프로젝트는 

계속 정부주도(JAERI, 이화학연구소 등)로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경제성장

과 에너지안보 확립 및 환경보전을 중심에너지원으로 결정하고 2010년도 원자력

발전 계획량을 4,800억㎾h로 발전량 점유율 45%을 목표로 설정하 다. 한편 사용

후핵연료를 재처리한 후 원전연료(MOX 연료)로 이용하는 정책 추진하고 있다.

 다. 원자력 관련 주요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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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행정의 변경

    -일본은 2001. 1. 6 중앙 省廳등 개혁에 의해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시책등을 

위한 종합과학기술회의가 내각부에 설치되었으며

    -문부성과 과학기술청(STA)가 통합하여 과학기술과 학술의 융합. 제휴가 추진

됨

  •분부과학성 내의 원자력관련부서

    -과학기술, 학술정책국: 정책과, 조사조정과, 기반정책과, 원자력안전과,     

계도관, 국제교류관

    -연구진흥국 :진흥기획과, 연구환경,산업연휴과, 정보과, 학술연구조성과, 기초

기반연구과, 생명과학과,  양자방사선연구과

    -연구개발국 : 계발기획과, 지진조사연구과, 해양지구과, 우주정책과, 원자력

과, 핵연료주기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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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일본 행정 기구     



- 102 -

   

제 4절 필리핀 

  1. 원자력개발 동향 

   ’86년 필리핀 최초 원전인 620MW급 BNPP(Bataan Nuclear Power Plant) 98%

가 완료되었으나 원전 안전의 우려 때문에 운전이 연기되었다. 미국과 소련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인하여 의사결정자들은 운전연기를 결정하 으며 필리핀의 

정책결정자들은 원자력의 잠재적인 역할을 경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반전

으로 전력공급에서의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인 원자력 추진이 지연되게 되었

다. 

   

   가. 원자력운 위원회 

   원자력에 대한 돌파구는 피델 라모스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 243호에 의거

하여 ’95년 5월 12일 설립된 원자력발전운 위원회(NPSC : Nuclear Power 

Steering Committee)이다. NPSC는 필리핀의 광범한 원자력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

해 설립되었다. 

  NPSC는 원자력 프로그램의 목적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방

향, 감시, 평가 및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NPSC의 우선순위는 필리

핀 국가에너지계획(PEP)하에서 국가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략적인 방안

의 일환으로 원자력 역할에 대한 국민이해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 원자력 개발 문제 및 우려사항 

   NPSC는 원자력을 국가 에너지 구조에서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즉각적 또는 장기적인 제약요인들로 보이는 문제 및 우려사항을 찾아내었는데 도

출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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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의 인적재원능력 평가 및 수립 필요성 

   ◦ 기존의 연구개발 능력 전망에 대한 제도화 강화 

   ◦ 원전부지 선정,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전설계, 원전운전 등과 관련된 기술적

인 우려 

   ◦ 원자력에 대한 법적 및 시장 체제 

  NPSC는 가용인력과 그들의 기술수준, 환경 및 보건 향, 원전운전에 관련된 

신규자료의 감시 및 수집, 원자로 설계, 규제등과 관련된 기존의 자료를 검토‧ 평

가하는 것이 포함된 우선순위 활동을 수립하 다. NPSC는 또한 국민 교육 및 정

보배포의 필요성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 NPSC 활동‧성과 

  NPSC는 국민 교육 및 정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NPSC는 원자력에 대한 

교안으로 "Nuclear Power as an Alternative"라는 브리핑 자료를 발간하 다.

  NPSC는 국민들에게 필리핀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실제적인 방안으로 원

자력 기술 및 정책적인 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토론장을 마련하

다. 또한 원자력기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교육하고 알리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

을 다루기 위해 과학교사 및 훈련생들을 위한 몇가지 훈련프로그램, 의사교환 및 

후원행사가 실시되었다. 

  최초의 건설 사업은 2006년에 착수될 것임을 가정할 때, 신진 기술자의 인력 구

축을 우수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가용인력은 대부분 2006년 이후 활

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원전사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은 기획, 

사전건설, 건설, 운전 등의 4단계를 다루기 위해 임시로 입안되었다. 

  원자력안전, 연구방법론 개발, 방법론 연구 분야에서는 원전의 환경 향 및 인

체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가 시작되었다. 국가 방사능긴급계획(RADPLAN)의 

최종안이 완료되었다. 전기생산시스템과 향후 원자력 시스템 환경 및 인체 향에 

대한 상대평가 사업의 초기 단계가 착수되었다. 핵연료주기분야에서는, 우라늄 채

광과 관련된 Larap. Jose Panganiban, Camarines Norte, Palawan의 지리분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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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검토되었으며 북부 Palawan의 San Vicente 지역은 원자력 광물의 유망한 지

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전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NPSC는 ’96년 1월에 10개의 원전 후보지를 소개하

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10개 후보지중 5개는 Luzon 섬에 있고, 3개는 

Visayas에 있으며, 2개는 Mindanao에 있다. 

  안전, 환경 평가 및 기술적인 인허가, 정치‧사회‧경제적인 측면의 문제에 대한 

사전 평가가 수행된 바 있다. 후보지에 대한 사전평가는 ⅰ) Cagayan Province, 

ⅱ) Negros Provinces, ⅲ) Palawan의 3개 지역에서 수행되었다.6) 

  필리핀에서 원자력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화가 필요한 것

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PNRI의 규제와 개발기능을 분리하는 법안마련 및 통과가 

제안되었다. 규제기능은 독립기관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다 희망적인 것은 

NPSC가 원자력이 향후 5년내에 채택될 경우, 추가 평가를 위해 향후 채택 할 수 

있는 원자로의 설계조사에 착수하 다. 그 대상에는 중소형원자로(SMPR), 대형원

자로(LPR)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평가는 안전, 경제성, 원자로 크기, 기술이전 

등이 고려되고 있다. 

  2. 원자력 개발에 대한 제약요인 

   가. 에너지 계획 

   필리핀의 에너지 장기 비젼은 국민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고 고용기회를 창

출하고 경쟁력있는 가격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에너지는 효과

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개발되고, 생산되고, 소비되는 동시에 기술 진보를 

이루게 할 것이다. 에너지원 개발, 전력개발, 분배 활동의 주요 분야는 규제해제와 

시장경제에서 사회와 정부의 협력하에 민간부분에 의해 착수되었다. 국내 자원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필리핀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히 

개발될 것이다. 

  ’90년대 후반 및 21세기 계획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주요 에너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최적의 프레임웍이 될 것이다. 

6) 필리핀원자력연구소(PNRI)는 Zamboanga del Norte를 포함한 북부 Mindanao를 추가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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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용한 에너지 공급

   ◦ 경쟁력있는 에너지 가격 제공 

   ◦ 사회‧환경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 증진 

   

  나. 에너지 수요 전망 

   연평균 6.9%의 국내총생산(GNP) 성장률은 '96년에서 2025년까지에 걸쳐 연간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96∼2005년에 

7.1%, 2005∼2015년에 6.6%, 2015∼2025년에 6.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96

년에 오일 환산 2억 1,900만 배럴, 2010년에는 5억 5,240만 배럴, 2025년에 13억 

9,260만 배럴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수요는 전력생산을 위한 연

료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그 비율은 총 에너지 수요에서 ’96년 

28%, 2025년에 55%가 될 것이다. 

  국가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반면,  계획단

계 동안 적어도 40%의 자립률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에서 구체화된 미 개발된 국

내 에너지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5년까지는 원자력이 2,593만 배럴, 즉 

총 에너지구조에서 약 2%를 차지할 것이다. 

   

   다. 전력수요 전망 

   전력개발 프로그램 추진 목적은 경제성장 목표에 의거하여, 필리핀의 향후 전

력수요를 충족하는데 있다. 필리핀의 목표치가 이루어지면 전기판매는 ’96년 

33,532GWh, 2010년에 148,112GWh, 2025년에 426,349GWh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대수요가 ’96년에 5,855MW, 2010년에 25,564MW, 2025년 73,587MW, '96년

과 2010년 사이에는 평균 11.1% 성장, 2010년과 2025년 사이에는 7.3%가 될 것이

다.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96년부터 2025년까지 총 92,000MW 이

상의 설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96년부터 2005년까지 인‧허가를 위한 총 

13,000MW의 전력사업이 거의 확정되었다.7) 

7) 1996년부터 2025년 동안 전력증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화력발전소 8,600MW, ii) 가스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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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발전설비 용량을 살펴보면 ’96년 10,500MW에서 2025년에는 

102,000MW가 될 것이다. 이중 원자력발전소는 2,400MW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

다. 프로그램의 주요 전략은 에너지 수입원과 수입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잠재적

인 국내 에너지원의 최적 이용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수입 오일과 석탄을 제외한 대체방안은 원자력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력생산 

구조에서 원자력은 2025년까지 15,600GWh 즉 3.4%를 기록할 것이다. 

   

  라. 원자력개발 프로그램 

   필리핀에서 원자력을 에너지구조에 도입하는 것은 필리핀의 기술, 지식 및 인

력이 이미 충분히 해결될 2020년 이후에 추진될 것이다. 원자력은 전력원의 다양

화 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필리핀의 국내 에너지원, 특히 수력 및 지

열을 이용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NPSC가 전망하는 필리핀 원자력

개발 계획은 다음의 목적이 있다.  

   ◦ 원자력을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으며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개발

   ◦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안전과 환경문제를 해결

   ◦ 장기적으로 원전체제를 지원하는 기타 산업체를 개발

   ◦ 원자력의 기타 이용분야를 개발

   ◦ 원전정보 체제 수립 및 시행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안전과 환경문제 등 원전 이용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한 정보배포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PNRI가 비록 미해결된 일부 업무를 계속 수행할지라도 현재는 활동하고 있지 않

는데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필리핀의 에너지 수요를 공급하는 원전개발 사업계획은 어려운 과

소 6,500MW, 지열발전소 5,115MW, 대규모, 소규모 수력발전소 4,700MW, 신규 및 재생에너

지 발전소 4,000MW, 오일 발전소 700MW, 2,400MW의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기타 연료에 

의한 발전소 62,50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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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남아 있다. 필리핀에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원전에 대한 국민이해이다. 

NPSC가 수행한 업무인 국민교육과 정보 배포는 가장 논리적이고 올바른 접근방

법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작업이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말할 필요 없이, 지금으로는 발전용의 화석 및 수력자원의 확보의 불확실성 때문

에 대체에너지를 모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원전에 대해 해결해야 할 기타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안전과 비용측면에서 국민들이 원자력을 필리핀의 에너지 구조적으로 수용

하도록 확신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원전 부지 확보에 관련되어 "not in my backyard" 신드롬이 부지 수용 지

역의 발전소를 국민들이 수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논의가 필요하다. 

   ◦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의 능력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관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 필리핀의 원전분야에 대한 임박한 구조조정은 필리핀의 원전에 대한 관심

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크게 타격을 주고 있다. 규제가 해제된 환경하에서 

원전의 경쟁력을 나타내어야 한다. 

   ◦ 원전에 대한 자금지원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

을 일으키는 문제이다. 투자 및 규제 환경여부에 따라 적절한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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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태 국 

  1. 원자력개발 동향 

   

  태국은 1995년 10MW의 연구로 사업(ONRC)을 TURN-KEY Project로 시작하

다.  사업은 원자로, 동위원소생산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우리 연구소도 카나다의 AECL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 으나 미국의 GA가 주 

계약자로 최종 선정되었었다. 원자로는 GA, 동위원소생산시설은 호주의 ANSTO, 

폐기물처리시설은 일본의 Hitachi가 각각 부 계약자로 맡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

나 현재 공사 완료일(2001년 6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상의 문제로 

TURN-KEY와 관련된 공사는 아무 것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NON-TURN-KEY방식으로 추진해온 사무실 공사는 거의 완료한 상태이다. 

  원자력위원회 산하의 여러 sub-committee가운데 OAEP의 신규원자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주체가 부족하고 이에 수반되어 원자로 공급국의 인허가를 받아

야한다는 요건이 부과되어 사업 주체측에서는 미국의 NRC에 인허가와 관련한 업

무의 의뢰를 GA를 통하여 타진한 바 있었다. 그러나, NRC가 이를 수용할 리가 

없어 미국의 ORNL 및 ANL에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기술 검토를 받은 

바 있다. 태국의 인허가 기관은 이와 같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건설허가는 커녕 

부지 사전 이용 승인 조차도 허가하지 않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OAEP측에서는 현재 TURN-KEY방식으로 되어있는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 한

국측의 참여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나 운전원의 훈련은 꼭 한국에서 하길 강

력히 희망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원자로 인수 후 원활한 운 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의 협력도 기대된다. 이에 대해서는 OAEP 및 사업책임자와 계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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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EP는 1996년 6월 26일에 GA사(Technical Consortium with ANSTO for RI 

Facility and with HITATCH for Nuclear Waste Management)와 Turn-key 

Contract를 맺어 만 5년이 되는 2001년 6월26일에는 계약된 시설의 정상 가동 상

태로 시설을 인계 받기로 되 으나, 2001년 5월2일 현재까지 계약된 시설들은 터 

파기 조차도 착수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ONRC(Ongkharak Nuclear Research 

Center)는 방콕 동북부쪽으로 약 60km떨어진 곳에 위치한 새로운 연구단지로서 

시설이 완공되면 OAEP(Office of Atomic Energy for Peace)가 이곳으로 옮길 계

획임. ONRC는 현재 2종류의 계약으로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는 

Turn-key Contract요, 둘째는 Non Turn-key Contract이다. Turn-key Contract에는 

연구용 원자로 건물, 동위원소 생산 건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함되고 있으며,  

Non Turn-key Contract에는 모든 부대시설과 건물들이 포함되고 사원 숙소용 아

파트 3동까지 포함되고 있다. OAEP는 Turn-key Project를 관리하기 위해서 

Electorwatt Engineering Ltd. (Switzerland)를 Technical Consultant로 쓰고 있는

데, 이 회사는 1300여명의 종업원이 있고 원자력 사업부에만 전문 기술자가 135명

이 종사하고 있는 전문적인 Engineering 회사이다. 

 

  Non Turn-key Project는 태국의 현지 건설 업체인 Rhomnakan Co.를 선정하여 

부속 및 보조 건물 16동을 건축하 고, 현재는 내부 공사 중인데 전체 공정은 약 

70% 진척된 상황이며 현장에는 500명이 투입된 상태이다. 현장 건설을 시공 감리

하는 업체는 Interpec Co.이며 16명(회사 총 종업원:130명) 시공감리 하고있고 

OAEP에서는 현장에 50명을 투입하여 공사 감독을 하고 있다. 

ONRC Project의 현안과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o 기술적 문제점 

   (1) 안전성 분석 보고서 승인건 

    - GA사는 98년에 SAR을 작성하 고 Country of Origin for the Reactor 

Safety조건에 따라 작성된 SAR을 ORNL에 분석 평가를 의뢰하 으나 ORNL은   

SAR의 전 Chapter를 분석평가하지 않았음. ORNL은 규제기관이 아니라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SAR의 전체 내용을 평가할 입장이 아니었음. OAEP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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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과를 가지고는 자신 있게 Construction Permit을 하지 못했고 다시금      

IAEA에 의뢰하 으나 IAEA에서는 SAR내용이 대체로 만족스러우며 약 3가지  

점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추천한 수준이었다고 함. 결국 SAR은 6차에 

걸쳐 수정 보완되었고,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

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건설 허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o 기술이외의 정치적 문제점 

    (1) 반대 의견 

    - 정부내의 환경담당 부서에서는 반핵단체와의 유대로 ONRC사업자체를 강

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 OAEP 내부에서도 현재 가동중인 TRIGA (2MW)운  팀이 ONRC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2) 경제적 문제 

    - 계약이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태국내의 경제적 위기가 1998년에 발생하 

여 환율이 계약 당시에 비하여 80%가 증가되어 실질적인 사업비부담이 그 만큼 

증가된다. 

    - Non Turn-key Contract 분야도 실질적인 공사비가 거의 200%이상 소요되

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 OAEP 추적자그룹에서는 개봉선원을 이용한 추적자 기술보다는 봉선원

을 이용한 기술, 그 중에서도 Co-60 감마선원을 이용한 증류탑검사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금년 5월에 IAEA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

소로부터 자동증류탑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증류탑 검사기

술을 산업계에 제공하는 것이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배타적인 산업계에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기술 및 그 효용성을 실증적으로 알리는 좋은 방편이라 생각된다. 

우리도 역시 자체 개발한 자동증류탑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산업계에 증류탑 검사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나, 산업계지원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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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원자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왔으며, ’96년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정부산하에 설치 운 하고 있다. 

  태국에서 원자력 이용에 대한 검토는 경제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엄청나게 증가

한 ’67년 이후 도입되었다. 원자력의 이용가능성은 ’70년대 초반동안 여러 차례 평

가되었으나 국가의 확보한 의지 결여 및 기타 유망한 국내 자원의 발굴로 인해 

원자력 개발계획을 보류하게 되었다. 

  최초의 원전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규제그룹이 ’76년에 설립되었으나 그 후 이 

그룹은 태국원자력청(OAEP : Office of Atomic Energy for Peace) 산하 원자력시

설규제센터(NFRC)라는 이름으로 준 독립기관으로 바뀌었으며 원자력시설안전 소

위원회의 운 기관으로 되었다. 현재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에너지 법률 수정 및 

일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입법을 포함한 규제기관의 제도화가 진행

중이다. 

  원전 프로그램은 국가차원의 사업이다. 국민이해를 포함한 원전의 도입과 시행

은 우선적으로 국가 정부기관들이 다루어야 할 아주 복잡한 문제이다. 원자력을 

검토하는 국가 위원회가 ’96년 7월 23일 설립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과학기술환경

부 장관이 주재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내각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및 건의

사항을 내각에게 하는 것이다. 이어 4개 소위원회가 원자력의 도입과 관련되어 구

성되었다. 소위원회는 기술, 안전, 경제적인 타당성, 환경 향 평가, 국민들과의 관

계 등을 다룬다. 또한 위원회는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분야, 활용 가능한 방안, 수

행방안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93년 내각 결의로 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결의에서 과학기술환경부는 원자

력이용의 관리 및 규제를 증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95년 12월, 과학기술환경부

는 원전의 도입 가능성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계획

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수립은 부처간 기관으로 운 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로 여겨진다. 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간의 확고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전력회사, 학계, 관련 연구소들의 지원이 아주 중요하다. 



- 112 -

  2. 홍보프로그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중의견에 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확하고 

중립적인 정보에 기초한 장기적인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면 주도하게 수립하

는 것이다. 태국발전공사(EGAT :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는 에

너지관련 정부기관들과의 협력하에 국민이해 프로그램을 수행하 다. 

  EGAT의 14차 종합계획(’98∼2007)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국민

홍보는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원자력 기술에 대한 내용과 정

확한 정보를 다양한 사회집단, 지역주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배포하는 것을 목

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계획에는 국제협력의 강화와 증진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전시회, 세미나, 특히 인쇄물 발간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반면 지속적인 홍보 노

력의 결과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대체

에너지원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을 인

식하고 있으나 아직도 원자력이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평가의 결과, 국민

들에게 제한적인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향후 대체에너지’

에 대해 관심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원자력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알려주고 교육해야 한다.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명백히 나타난 사실은 사람들이 아직도 방사선과  원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향에 대해 염려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들이 부정

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원자력의 장점과 단점

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집중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원전을 반대하는 일부 활동들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는 해외, 

특히 서구 선진국가에서 온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은 방사선, 원자력 폐기

물로부터의 위험은 관리할 수 없으며, 인간적인 실수이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이다. 

  현재 원자력 문제는 더 이상 기술‧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 상황은 서구 국

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다.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정

치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원자력문제는 대부분의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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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첨단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른 많은 논쟁들 중에 일부인 것으로 보인

다. 원자력 문제들은 단독적인 문제가 아니며, 원전에 대한 논쟁이 한 국가에서의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일반토의의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논쟁은 원전에 

대한 특별한 속성이 아니며 다른 기술개발에도 적용된다. 원전 정보는 원전에만 

국한시킬 수가 없으며 오히려 원자력의 역할이 세계적인 문제 및 국제환경과의 

연관하여 한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개발 목표의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현재의 홍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일방적인 홍보전략은 

국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보다 정교한 활동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에의 접근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홍보프로그램의 황금률은 아직도 유효하다. 

   ◦ 솔직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하라. 제공될 정보는 국민들이 알고 있다

는 일반 가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 국민들은 주어진 정보

를 자기 자신의 결정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설득하는데 

지나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없다. 자신들의 인식을 기초로 주어진 정보

는 광고의 일부일 뿐이다. 

   ◦ 너무 많은 정보는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원자력은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 

관한 많은 논쟁들 중 하나이다. 너무 많은 정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 드러나지 않은 홍보 캠페인이 보다 성공적이다. 제 3자가 발언을 원칙으

로 하고 다양한 시설방문을 계획하며, 국민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솔직한 정보로 언론에 대응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반대로, 대개 드러내는 캠페인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텔레비젼 광고, 현수막, 대규모 집회, 발표와 같은 다양한 

언론에 대한 대량 정보는 반대가 심할 때만 적절한 것이다. 

   ◦ “Middle 40"이 최종 목표이다. 통상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

는 그룹은 총 목표 그룹중 대개 40%이다. 이들은 대개 지지 또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나타내지 않는 그룹으로 매력적인 홍보 프로그램이 가끔

씩 성공한다. 

   ◦ 간단하고 명확한 메시지는 시기적절하게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



- 114 -

는 같은 공기를 들이키고,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자연을 즐긴다”는 가

장 효과적인 메시지중 하나이다. 메시지를 반복하는데는 굉장한 노력이 

요구되나 그 향은 매우 효과적이다. 

  향후 효과적인 홍보 프로그램의 수립을 위해서 다음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인프라 

      홍보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독립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전반적인 재정지원 및 협력

이 주어져야 한다. 

   ◦ 인  력 

      원자력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적절한 홍보전문성이 

필요하다. 정치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언론을 독자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 도  구 

      가장 좋은 홍보도구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다. 많은 효과적인 도구의 예로

는 EAGT의 월간 또는 격주간 간행물과 같은 잡지를 들 수 있다. 많은 간행물이 

정부 공무원, 목표집단, 대학교 및 학교 교사들에게 시기적절하게 제공되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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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베트남 

   가. 장기 전원개발 계획 

  ’86년 이래 베트남은 중앙계획적인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계획을 단행하

다. 그 결과, 베트남의 경제는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 으며 아마도 향후

에 고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경제개발로 인해 에너지 개발, 특히 전력수요

가 증가하 다. ’91∼’95년간 국내 총생산은 매년 평균 8.2%로 증가하 으며, 전력

소비의 성장률은 12.5%이다.  

 ’80년대 초반 이후 우선순위는 발전분야에 주어 졌다. Pha Lai 화력발전소, 

Hoa Binh 수력발전소, Tri An 수력발전소와 같은 몇몇 대형 발전소들이 건설되

었으며, 북부와 남부의 전력생산 용량은 상당히 증가하 다. 중부 지방의 중형의 

수력발전소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베트남에서의 전력생산 및 배전 상황이 괄목

하게 개선되었다. 

 ’95년말 총 발전설비 용량은 4,484MW이다. 전기생산을 위한 발전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5-5>베트남의 발전설비 구성 

발전소 형태 
설비용량 

(MW)

점유율

(%)

발전량

(GWh)

점유율

(%)

수    력 2,824 63 10,583 72.20

석    탄 645 14 2,022 13.80

오    일 198 4 906 6.18

가스‧터빈 384 9 1,005 6.86

디    젤 434 10 142 0.96

합    계 4,485 100 14,65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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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에너지 소비 형태가 지역적으로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북부는 수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자원이 풍부하고 남는 전력

은 중부와 남부지방으로 송전되고 있다.

 ’86∼’95년에는 다른 경제분야와 비교하여 전력분야에 우선 순위가 주어졌으며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전력분야는 많은 약점

이 있는데 그 중 주요한 약점은 다음과 같다. 

◦수력발전의 비율8)이 높기 때문에 가뭄때에는 전력공급이 어려우며 시스템의 

운전은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화력발전소의 기자재가 불량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에 많은 향을 미

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효율은 단지 약 25∼26%이다. 

◦전력수요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질이 좋지 않은 

배전으로 인해 높은 손실률(23.5%)로 이어 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향후 전력수요와 공급 균형은 어려운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전력분야의 장기적인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베트남은 전력분야를 베트남 전체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 따

라서 에너지부, 과학기술환경부(MOSTE), 과학기술국가센터, 원전센터(NPC), 베트

남원자력위원회(VAEC) 및 다른 기관들이 정부에 의해 전력개발 계획의 특수한 

문제들을 조사하도록 위임받았다. 이러한 조사의 주요한 결과는 4단계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에 나타나 있다. 

 최근의 경제분석에 의하면, 2010∼2020년 동안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7∼

8%, 전력수요는 2020년에 190∼250TWh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수요와 공

급 균형에 대한 최근 분석은 2010년 이후의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베트남

은 에너지 수출국에서 에너지 수입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베트

남은 몇 개의 에너지 방안을 고려중이다. 

 ◦해외로부터 석탄 수입 

 ◦원자력 개발 

8) 용량의 68%, 전기생산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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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제한된 양의 석탄 수입 및 원자력 개발 

에너지 공급의 안전과 에너지원 다양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베트남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석탄 수입통제 및 원자력 개발하는 방안일 것이다. 베트남은 급속

하게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탄과 원자력 양쪽을 수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에너지원과 에너지 수요‧공급 균형에 기초한 장기 전원

개발 계획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수력발전소

 ◦천연가스 및 석탄발전소 

 ◦2010년 이후 원전 도입을 위한 준비 

   나. 원전 도입 타당성 조사 

 베트남에서 원전계획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베트남전력(EVN)의 에너

지연구소(IE)와 베트남원자력위원회(VAEC)의 원전센터(NPC)이다. 

 ’80∼’85년 동안에는 IE-EVN은 사전에 베트남에서의 원전 도입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 다. 이 조사는 중앙 계획경제의 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이 시

장 경제로 전환을 결정함으로써 이 조사결과가 더 이상 쓸모 없게 되었다. 

 ’91∼’95년 동안에는 에너지계획에 관련된 다른 기관들이 베트남의 전기생산체

제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 다. 그 중에서, NPC-VAEC는 베트남에서의 원

전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KC-09-17)을 수행하 다. 이 사업에서 도출

된 중요한 결론은 2010∼2015년경에 100TWh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800∼1000MW 용량의 원전을 도입해야 하며, NPC-VAEC의 사

전조사는 국내 및 국외 전문가들에 의해 신중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 정부가 원전을 보다 광범하게 고려하여 전개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가산업 : 산업부가 지원하는 ‘베트남에서의 원자력도입 일반 조사연구’사

업은 IE-EVN와 NPC-VAEC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이 사업은 ’96년 7

월부터 ’98년 7월까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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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의 원자력도입의 

사전 타당성 조사’사업을 IAEA 기술협력사업으로 신청하 는데 이 사업은 

’97∼’99년까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산업 및 기술협력 사업과 병행하여, ’96∼’99년까지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KH-09-04 ‘베트남에서의 원자력도입의 기반 구축’사업은 VAEC가 향후 

원자력 프로그램의 국가 인프라를 증진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3개의 사업이 종료된 후, 베트남 정부는 원전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전반적

인 토의를 하게 될 것이다. 원전 도입시 고려되는 몇몇 주요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에너지 수요 및 공급원 균형 

◦경제적인 활용가능성 

◦환경 향 (원자력안전 및 방사성폐기물 포함)

◦에너지 공급 안전 

◦지속적인 개발 

   다. 베트남원자력위원회와 원전사업  

 베트남원자력위원회(VAEC)는 ’76년 4월 26일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설립된 총리 산하 기관이다. 그후 VAEC는 베트남의 원자력분야에서의 모든 

활동을 계획, 입안, 시행하고 있다. ’94년 4월에 VAEC는 과학기술환경부 산하 기

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최근 VAEC는 다음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전 개발정책 입안 

◦의료, 산업, 농업,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의 원자력기술 응용 증진 

◦연구개발 인프라 증진 

◦국제 및 지역협력 증진 

베트남은 전력공급의 절반 이상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력자원이 점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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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되어 있고, 특히 남부지역의 전력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설비가 부족하여 

심각한 전력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트남은 원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 으며, ’96년 9월부터 2년 기간으로 산업

부 주관하에 관련기관 합동으로 원전 도입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

로 ’99년 초에는 원전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예비사업 단계부터 협력을 추진중이며, ’95년 4월 한전‧베트남원자력위

원회(KEPCO-VAEC) 공동세미나를 시작으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특

히 '96년과 '97년 2차례에 걸쳐 베트남 정부, 원자력계 주요 정책 결정권자를 초청 

한국의 원전사업 현황을 소개하는 등 협력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다. 아울러 '98년 

3월에는 베트남 원전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캐나다 원자력공사, (주)대우 등과 

공동으로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 고, 5월에는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참

여하여 한국 원전사업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등 원전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원자력을 도입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중요 사항이 

되고 있는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다. 베트남에

서 원전을 도입하는 것은 많은 인력, 높은 수준의 인프라, 막대한 재정과 확고한 

국가정책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업이다. 베트남에서의 원전개발의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인력문제이다. 초기에 베트남은 전문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력의 

실제적인 경험도 부족하 다. 따라서 지역 및 지역간 협력이 베트남의 원전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는 2001년 5월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 담당자(공산당, 국

회, 과학기술환경부 등 차관급 3명, 국장급 3명) 6명을 초청하여 원자력고위 정책

담당자 세미나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하 다. 참가한 고위층은 세미나 내용

이 베트남의 원자력 정책수립에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으며 동 세미나 참가가 양

국간의 실질적인 원자력협력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평가하 다. 또한 주 하노이 한

국대사관의 평가에서는 우리측의 원자력 관련 시설 시찰과 강의로 진행된 프로그

램은 한․베 원자력분야 협력 증진의 좋은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매

년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 세미나 개최가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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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호 주 

   가. 원자력개발 현황

    1) 원자력개발 동향 

  호주는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우라늄의 채광과 수출 등의 주요 원자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3년 국회법

에 의거하여 호주 원자력위원회(AAEC : Australian Atomic Energy Commission)가 

설립되었고, 현재는 호주 원자력과학기술기관(ANSTO, Australia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 호주 원자력통제 실(ASNO, Australia Safeguards 

and Non-Proliferation Office) 및 관계 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50∼'60년대에는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국이 호주내에서 핵실험을 강

행하여 야기된 정치적 상황, 풍부한 석탄과 화석연료에 비해 낮은 경제성 등을 이

유로 원전 건설로 이어지지 못하 다.

원자력연구개발은 '87년 연방과학산업연구소(CSIRO :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로부터 분리 독립된 ANSTO를 중심으로 수

행되고 있다.

  2) 우라늄산업 

호주는 세계 제1의 우라늄광 보유국으로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29％를 차지

하고 있다. 전세계 주요 우라늄 보유 국가의 매장량은 <표 5-1>과 같다.

호주는 '96년 3월에 자유당의 John Howard 수상이 취임한 이후 3개의 우라늄 

광산만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우라늄 생산 제한정책(Three Mines Policy)을 포기하

고 우라늄 생산을 증대시키는 신 정책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남부지역의 WMC 

(Western Mines Corporation) 올림픽댐 광산, 북부지방의 Jabluk 광산 및 Ranger 

광산 등 3개 광산을 운 하고 있다. 2000년까지 남부지역에 연 450톤 생산하는 2

개 광산의 추가 개발을 추진중이다. 

호주의 우라늄 생산은 최근 3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캐나다에 이어 세계 제2의 

우라늄 생산국으로 부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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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6> 국가별 우라늄 매장량

국 가 별 매장량(U3O8, 톤) 점유율(％)

호    주 928,000 29

카자흐스탄 607,000 19

캐 나 다 354,000 11

남아프리카 308,000 9

나미비아 297,000 9

브 라 질 249,000 8

미    국 133,000 4

  3) 방사성폐기물 처분 

호주 정부는 Lucas Heights 연구용 원자로에서 생성된 사용후 핵연료를 해외

에서 재처리하기로 결정하 으며, 또한 호주화 2억7천만불을 투자하여 상기 연구

로를 2005년까지 신형(Flux at Entruto Neutron Bean Tubes of 3x104)으로 교체

키로 결정하 다.  

미국 원산 핵연료봉 689개는 '98년 전반기에 미국으로 반송하고, 남은 사용후 

핵연료봉 1,300개는 스코틀랜드 Douneary로 재처리를 위해 '98년부터 약 2년간에 

걸쳐 반송하여, 재처리로 생성된 방사성폐기물은 시멘트에 고화시켜 10년에서 20

년 기간내에 호주로 반환될 것이다.

  4) 원자력 관련기관 

호주의 원자력 관련 조직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원자력 관련기관은 다음과 같

다. 

o 외무무역부(DFAT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핵비확산, 

국제원자력협력을 맡고 있다.



- 122 -

o 원자력통제실(ASNO :  Australia Safeguards and Non-Proliferation Office)

은 국가보장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  각 상원 관련위원회

하원 관련위원회

수  상

수상과학공학자문위원회

(PMSEC)

호주과학기술자문위원회

(ASTEC)과학기술조정위원회

(CCST)

수석과학자

사무국

각부 장관

산업과학관광부 장관

고용교육훈련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

1차산업‧에너지부 장관

환경스포츠‧특별지역부장관

통신예술부 장관

기타 장관

호주산업기술자문위원회

호주제조업자문위원회

호주산업자문위원회

국립고용교육훈련국

보건의학연구자문위원회

1차산업‧에너지연구자문위원회

각종 연방연구기관

각 주정부 관련부처

 

(그림5-3) 호주의 원자력관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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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산업과학관광부 (DIST :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Tourism)는 과

학기술 및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o호주 원자력과학기술기관 (ANSTO : Australia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은 '53년 설립된 AAEC(호주원자력위원회)가 전신이며, 산업과학

관광부 산하기관으로 '87년 CSIRO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 되고 있는 

원자력연구기관이다. 인원은 약 840명이며,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응용, 생

의학 및 보건, 환경과학, 신소재(Synroc 등) 및 핵물질 통제 등의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한편, ANSTO에는 '58년 건설된 10MW HIFAR 연구용원자로가 있

다. 동 연구용원자로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85％ 정도가 방사선 의

학분야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산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o1차산업‧에너지부 (DPIE :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y and Energy)는 

우라늄 채광을 담당하고 있다.

o원자력안전국 (NSB : Nuclear Safety Bureau)은 원자력시설, 핵물질 및 방사

성동위원소등의 안전규제를 관장하고 있다.

  2. 최근 국내동향 

   가. 연구로 교체 

   호주의 연구용원자로교체 설계, 건설에 대한 계약이 2000년 7월 13일 ANSTO

와 아르헨티아 회사인 INVAP S.E.와 호주 John Holland 건설회사와 Evans 

Deakin Industries사간에 체결되었다. 이 원자로는 20MW출력이며 ANSTO의 현

재 원자로인 HIFAR보다 4배의 최대중성자속을 가지고 있다. 

   이 계약체결로 호주는 세계의 우수한 원자로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엄격한 국

내 및 국제안전기술을 따르고 있다. 교체 연구로는 2005년에 운 계획으로 있으며 

HIFAR보다 적어도 10배나 큰 성능을 가지게 된다. 호주의 원자로 교체는 빔 가

이드를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하는 세계에서 2개의 원자로중 하나이며 일본, 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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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의 것과 비교될 만한 성능을 가지게 된다. 

   HIFAR보다 성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원자로에서의 냉중성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플라스틱, 의약품, 첨단공학물질, 페인트, 식품과 같은 복합액체와 같은  

“soft matter"의 연구분야에서 호주의 과학기술을 한 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있어, 교체 원자로는 향후 호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

을 것이다. INVAP 설계는 ANSTO의 최소 요구사항보다 많은 조사시설 및 고속

중성자속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교체 원자로는 국내 우수센터로서 뿐만 아니라 

진단용 및 치료용 의학용 동위원소공급, 냉중성자과학의 연구 및 훈련, 원자로안

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방사선안전과 같은 분야에서 지역센터로의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나. 방사성폐기물 관리 

   1992년 연방정부는 저준위 및 단수명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천층

처분장 부지를 물색하여 이를 건설하는 사업을 착수하 다. 첫 단계는 부지선정을 

위한 개념을 수립하는 것이며 1994년에 시작된 2단계는 이 개념을 적용하여 8개

의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며 1998년에 시작된 3단계는 추가조사 및 부지선정연구

를 위해 호주 남부의 중북부 지역을 찾아내었다. 1998년 6월에 시작된 첫 단계는 

18개 부지를 찾아내었지만 2단계에서는 5개 부지로 감소되었다. 

   2000년 8월 호주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에 대한 2개의 발

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표는 저준위 및 단수명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천층처분 

부지는 남부 호주의 중북부 지역의 3개 후보지로 압축되었다는 것이다. 처분 최적 

후보지 발표는 추가조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관련기관 들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마

무리된 후 발표될 것이다. 현재 병원, 연구소 및 산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인 

저준위폐기물은 호주 전역의 50이상의 부지에 저장되어 있다. 두번째 발표는 소량

의 장수명 중준위폐기물의 저장을 위해 범국가적인 부지 물색이 착수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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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부지물색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전문가, 독립 고위과학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국가 차원의 저장을 위한 가장 최적 후보지는 적어도 2002년 후반에 발표

될 것이다. 

  다. 안전조치

   알려진바 와 같이 호주에 있어 IAEA 안전조치시스템은 핵물질 및 관련기술를 

사용하는 민간 원자력산업 및 교역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이다. 호주는 

IAEA의 추가의정서에 최초로 비준한 국가이다. 호주는 그 이후 통합안전조치에 

대한 협의, 신규 모니터링 장비시연, 환경 모니터링 및 다른 탐지기술을 강화하는 

것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라. 원자력안전 

   호주는 IAEA 원자력안전협약에 대한 개발, 수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역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협약

   - 1997년 원자력손해배상협약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공동협약 

   - 최근에 채택된 방사선원의 안전에 대한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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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의 원자력이용은 지난 10여년 이상 동안 매우 확대되었으며, 지

금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원자력기술 이용은 산업, 의학, 농업, 연구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자력허가법령에 의거, 말레이시아에서의 원자력이용

자는 크게 2개의 주요 활동 즉, 의학 및 비 의학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의학활동은 

보건부의 관할하에서 수행되는 반면 비 의학활동은 원자력허가청(AELB)의 주관으

로 이루어진다. 

   1999년, 비 의학활동 인가를 받은 사람은 490명인데 이는 1998년에 비해 7.9%

가 증가한 것이다. 활동 인가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방사선측정, 산업라디오그라

피, 교육, 연구, 광물처리, 오일 및 가스 탐사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 다.  허

가 신청은 몇 년 동안 증가했는데 1999년에는 519 신청건중 98%인 504건이 승인

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 고심하고 있는 분야중 하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다. 말레

이시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주로 2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 타입은 산

업, 의료계에서 발생된 단수명, 중수명 핵종으로 오염된 폐기물인데 이는 MINT의 

폐기물관리시설에서 임시로 보관되어 있다. 두 번째 타입은 광물처리 및 오일 탐

사중 발생된 TENORM으로 알려진 장수명 토륨 및 우라늄을 지닌 폐기물이다. 발

생된 폐기물은 부피가 크며 현재 구처분하기 위해 여러 부지에서 임시로 저장

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로를 이용하여 폐기물 부피를 감소시키

는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방사능 물질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활

동을 MINT에서 수행중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위험한 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입안

중이다. 구처분장은 정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비원전분야, 즉 의학 및 비의학분야에서의 원자력기술이용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다. 의학분야에서 진단 및 치료용 동위원소 및 동위원소 의약품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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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11개 핵의학센터외에 많은 센터가 건설될 것이다. 의학 및 산업용 단수명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 새로운 국가사이클로트론시설이 건설될 계획이다. Positron 

Emission Facility(PET) 시설도 일부 병원에서 건설될 예정인데 동 사업에 대한 타

당성 연구가 완료되었으며 정부는 8차년 말레이시아계획(2001-2005)의 일환으로 

MINT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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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FNCA에의 효율적인 협력방안

  아시아지역 국가들간에 원자력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높지만 현실적으로 충

분한 협력관계가 조성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국가들간의 쌍

무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도 부족한 현실인 것이다. 

아시아지역에 위치한 국가들간의 원자력기술의 발전 수준 또한 많은 격차를 보이

고 있어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원자력협력을 가일층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협력협의체인 FNCA를 통한 원자력협력과제 제시 

및 효율적인 협력추진 전략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절. 원자력협력 환경분석 

  어떠한 협력이던지 협력 당사자간에 공통되는 점이 있어야 협력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간 협력이던 지역간 협력이던 협력 당사자간에 유사점을 발

견할 수 있으면 협력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국

가간의 협력이나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간의 협력은 다른 어느 경우보다도 

협력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FNCA 참가국간에는 어떠한 공통점

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협력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공통

점 여부를 참가국의 정치, 경제, 사회(종교), 문화(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

면 실로 FNCA 참가국의 면모가 다른 어느 경우보다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정치적으로 FNCA에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가 공존하고 있다. 중국

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며 나머지 7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중에도 일본, 태국, 말레이지아는 아직도 국왕 체제를 유지하고 있

다. 따라서 FNCA 체제에는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요소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

다. 둘째 경제적으로 FNCA에는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 국가가 공

존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의 범주에 들어

간다. 이른바 OECD 회원국들이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태국은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들어간다. 베트남은 UN이 규정한 LDC (Least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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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에 속한다. 이처럼 FNCA 에는 경제적으로 다양한 입장의 국가들이 모여

있다. 셋째 종교적으로 보면 FNCA에는 이슬람교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기독

교 (필리핀), 불교 (태국)가 공존하여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종교와는 무관

한 사회주의 국가가 있다. 작은 규모의 지역협력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

교의 국가가 공존하여 있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원자력 기술면에 있어

서는 원자력발전국가 (일본, 한국, 중국)가 있는가 하면 원전을 건설해 놓고서도 

정치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기로 한 국가 (필핍핀)가 있고 반면 오

래전 부터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준비했던 국가 (인도네시아)가 있는가 하면 이제 

비로소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국가 (베트남, 태국)도 있다. 또 원자

력발전은 하지 않겠다고 정치적으로 결정한 국가 (호주, 말레이지아)도 있다. 이처

럼 단순히 정치, 경제, 종교, 원자력기술면만 살펴보더라도 FNCA 체제에는 참으

로 다양한 면모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여 협력의 기본이 되

는 공통점 발견이 쉽지 않은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아시아 지역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호주를 생각

하면 단순히 아시아 지역만의 협력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호주는 태평양 지역이

며 문화적으로 아시아와는 별개의 세계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

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협력은 그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한가지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은 FNCA 참가국의 대부분이 과거 일본 군국주

의에 의한 대동아 공 권의 범주에 속하여 있던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까지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

다. 태국 서쪽에 있는 국가들, 예컨대 방 라데쉬,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등은 

2차 대전 당시 그나마 일본의 향권이 미치지 못했던 국가들이다. 그리고 FNCA 

참가국의 대부분은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한 이후 일본의 경제 향을 크

게 받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본은 과거 20년이 

넘게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FNCA 참가국들에게 많은 경제 협력을 하

여 왔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STA 프로그램, 또는 JICA 프로그

램은 일본 기술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식하려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

로그램을 통하여 아시아 각국이 과학기술의 진보는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 Japan-Oriented 기술 전수이기 때문에 경제에 이어 기술까지도 일본의 속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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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가지게 할 수 도 있다. FNCA가 아시아 국가들을 일본의 

원자력기술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 FNCA에 참여하

는 전략이라고 하겠다. 

제2절 효율적인 참여 방안 

   

   아시아국가들은 종교, 문화, 정치 및 경제 등이 다양화되어 있어 그러한 다양

성을 지닌 국가들이 공동관심 분야에 협력을 수행하는 것은 아시아지역에서 원자

력의 향후 개발을 위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그간 10여년 동안 

FNCA이 지역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FNCA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내 산업적, 의료적, 농업적 이용, 그리고 원자력 기초연구의 진

흥과 원자력의 국민이해증진에 이르기까지 지역내 관심분야에 있어서 많은 진보

가 있었다. 

  번창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은 원자력의 필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원

자력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시설 안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

련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1999년 3월 일본 JCO, 2001년 2월 

태국 방사선 사고로 인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증가하는 기대

를 1개 국가로서는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아시아 각국은 지역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태국 방사선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많은 국가에서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장애요인 즉, Co-60와 같은 특정 원자력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의 부족을 

잘 반 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의 국민이해 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원자력

개발 이용 착수 후 일본은 원자력안전에 가장 큰 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러한 가

운데, 1999년 9월 토가이무라의 우라늄 가공시설에서의 임계사고는 큰 충격을 주

었다. 이는 일본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역사에 있어 전무후무한 불행한 사고

다. 이 사고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원자력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원자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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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다. 

원자력안전은 한 나라의 원자력 사고가 인접한 다른 나라에게 중대한 향을 미

치기 때문에 원자력 개발,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사고

를 방지하고 안전성 방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지역내 국가간 공동노력의 필요하

다. 

   향후 우리나라가 아시아지역에서 FNCA 사업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FNCA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로와 같은 연구용 

원자로를 자체 설계․건설하여 운 하고 있고 아울러 동위원소의 이용 증진에 남

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으므로 FNCA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시점에 

이르 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국가 원자력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 대표들의 정례적인 

회의이며 회원국 대표들간의 정책협의를 통해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유일한 프레

임웍인 FNCA 과제 참여기관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FNCA 사업참여 

기관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농업진흥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

수원원자력환경기술원이 등이 있으나,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참여인력 및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국가 조정관의 종합적인 조정역할

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기술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참가국간의 파트너

쉽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조정관, 프로젝트 리더를 지정

하여 새로운 체제에서 협력이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조정관은 매년 회의에 

참가하여 FNCA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고위인사회의

(SOM)에 상정하기 위한 보고서 및 권고안을 준비하는 등 국내 종합조정을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 리더는 사업의 입안, 수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맡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

다. FNCA 참가국 정부는 국가 조정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정부간

의 파트너쉽은 사업활동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공동목표 달

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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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CA와 RCA 사업간의 중복을 피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CA

와 FNCA의 Vision Statement는 서로 흡사하다. 결국 목적은 같은 것이다. 지역내

에서 원자력 기술의 실용을 증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RCA는 이미 완성된 기술

을 다른 지역협력기구 즉 AFRA와 ARCAL에 이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CA와 FNCA가 서로 경쟁적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FNCA에서 

완성된 기술을 회원국 이외의 상대에게 전파하여 원자력 기술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은 강구해 볼일이다. RCA 로서도 회원국 개별적인 욕구에 의한 사업 수행이 

있다면 이를 지양하고 전체 회원국에 공통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과제의 발굴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수행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유사 과

제의 Project Leader들이 긴 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서로 보완하는 입장에서 과제가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용 원자로 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이론과 실험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RCA와 

FNCA가 서로 보완적인 입장에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FNCA 협력 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원자력 기술이 End-user에게 어떻게 

기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코자 한

다. 정확하고 정당한 사업 평가는 사업의 효과면 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제3자에 

의한 평가가 바람직하다. 이 평가에 한국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국 국가 조정관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일본의 국가 조정관이 중심되어 상설 네트워크 구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각국 

조정관의 정례적인 대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업 수행에 따른 난관, 협조 사항, 

건의 사항들이 주기적으로 교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효율적인 FNCA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FNCA 사업에 

현금 또는 현물등의 방법으로 지역내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7개 프로젝트중 원자력 안전문화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호주가 재정지

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다른 프로젝트에도 FNCA 참여국들이 재정지원하기를 바

라고 있는데 이것은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호주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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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도 FNCA 사업에 대하여 지정 기여를 하고 있지 않으나 참여국의 재정

기여에 대한 권고는 앞으로 더욱 집요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가 FNCA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이상 1개 또는 2개의 과제에 대하여 재정지원하는 정부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협력주체의 다원화 및 역할정립이 필요한데 산․학․연의 연계체

제의 강화가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주도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정

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요구되는 추진전략은 원자력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범부처적 거시전략 수립 및 정부의 FNCA의 제도적 지원 메카니즘의 실

질적 운 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역내 국가와의 기술협력은 우리측에서의 희망만을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

술협력을 하고자하는 다자간 협의체 회원국들의 이해관계, 기술능력에 따라 상호

관계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 협의과정에서 협력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서로의 교섭력에 따라 향을 받는다. 따라서 FNCA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제3절 향후 협력과제 

1.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문제

  오늘날 우리가 들어선 새 세기에 있어서 세계가 해결해야 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라는 과제에는 에너지의 생산이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

늘날 에너지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시장경제 측면에 있어서나 또 환경측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지구온실가스의 

배출과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1997년의 쿄토 의정서 (Kyoto Protocol)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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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는 동시에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수단인 ‘청정개발체제’ 

(CDM)를 채택하 다. 원자력계에서는 원자력발전이 CDM의 방안으로 선택되기

를 희망하 으나 금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COP-6 II 회의에서 원자력기술의 사용이 

배제되었으며 지난 11월에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COP-7에서도 원자력발전을 

CDM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거론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원자

력발전이 온실가스배출 억제에 기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은 공감대

가 형성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다. 

  FNCA 회원국들은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

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에너

지 사용과 더불어 과거보다 더욱 많은 양의 에너지 생산이 필요하다. FNCA가 지

역 내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원자력이 어떠한 역할

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이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환경보호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

여 원자력발전의 유용성과 관련한 지역간의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를 바라며 또

한 지역내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확대 및 안전성 

지역 내에서 방사선과 동위원소의 이용은 경제 산업의 발전,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며 그 사용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FNCA 체제 내에서도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에 대해 각 분야별로 활발한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연

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과 이의 의학적 이용 등이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방사선 이용의 증진은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

해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사선의 이용 확대와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안전성의 확보가 전제되어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분야에서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기술은 상

호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원자력 안전과 국민이해증진을 위한 지역 공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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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시설의 운 에 따른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안전성 확보는 개별 국가의 책임이지만 안전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중요

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FNCA를 통하여 원자력안

전문화의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이 경주되고 있지만 그 보다 더욱 나아가서 실

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형 원자력 시설을 운 하고 있는 지역내 국가간의 

공동 협력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는 물론, 국민이해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의 증진은 나아가서 국민 수용(Acceptance)을 위해서도 필

수 불가결한 것이다. FNCA가 세미나, 워크샵, 강사 지원 등 종래의 방법에 의한 

원자력 이해 증진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 즉 

Internet을 이용한 이해증진 분야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원자력 손해 배상에 대한 지역 내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위해서도 구체적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자력 손해 배상에 대한 사항은 이미 FNCA를 통하여 

논의되었던 것이므로 좀 더 발전시키면 공동협력과제로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자력의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FNCA 회원국간에도 물리적 방호에 대한 공동 노력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과 같은 핵물질 국제테러의 잠재성이 있는 여건에서 이것은 시의적절

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원자력 분야에서 다른 지역협력체와의 조화 있는 연계는 FNCA로서는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IAEA/RCA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와의 협력은 중요한

데 왜냐하면 FNCA 회원국이 모두 RCA 회원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RCA 사업에 대한 지역내 인식제고와 회원국 중심의 사업 수행을 주도할 RCA 

지역사무소 (RCA Regional Office)의 설치 및 운 을 지원하기로 하 다. 이와 관

련하여 한국은 2002년 3월 RCA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에 RCA 지역사무

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준비중에 있으며 한국은 RCA 지역사무소가 RCA와 

FNCA의 조화있는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겠다. 

4. 원자력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IT 근거 지식기반 구축



- 137 -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유능한 원자력 인력개발과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자격 

있고 고도로 훈련된 인력은 현재 세계 전력생산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효과적으로 운전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서, 발전소의 수명연장이나 폐로에 대비하여, 그리고 방사선과 동위원소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상당 기간동안 원자력발전 사업의 정체

로 인하여 새로운 인적 자원 개발이 정체되었으며 세월의 경과와 함께 경험 있는 

전문가들의 정년 퇴직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현재는 물론 앞으로 자질 있는 인

력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에도 커다란 타격을 미칠 수 있는데 FNCA가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심각하게 받

아들이고 지역 내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원자력에 대하여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2002년 4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청년원자력회의(IYNC)는 청년층에게 원자력에 

대한 비전을 안겨다 주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며 또한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

에서 IT에 근거한 원자력 관련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운 하는 체제의 구축 

의 논의가 필요하다. 

제4절 향후 협력시 고려사항 

  향후 역내 협력 협의체하에서의 협력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정책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협력활동의 세 한 참여계획 설정이다. 특히 보다 적극적

인 참여를 위하여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또한 회의참석뿐 아니라 각종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활동조직의 체계화이다. 다자간 기술협력은 지속적/체계적 

참여가 전제되는 만큼 전문인력 Pool을 구상하고 관련활동에 지속적/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협력 관련 정부부

처, 연구기관 등과의 정책협의채널 확보 등이 필요하다. 

  향후 사업활동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산업화가 전 지구로 확산되면서, 

지구환경, 기후변화 등 지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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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 증대됨을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UN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의 활성화, 일산화탄소 배출규제, 프레온 가스 사용금지 등 환경관계 국

제규범강화 그리고 Clean technology/product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지구의 산림훼손, 사막화등으로 일부 후진국의 

경제, 사회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역내 기술협력의 필요성 증대가 시급히 요구

되고 있다. 환경, 자원, 에너지 등  범 지구적 문제를 해결,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 원자력기술협력, 특히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술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안이 도출되

어야 한다. 

  향후 과제로는 회원국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훨씬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

해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FNCA 대표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들의 자체 홈페이

지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회

의에서의 정보교환은 매우 제한적인 만큼 매일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이 회원국간 

네트워크 형성에 더 효과적이다. 

  향후 한국은 FNCA가 발전하여 지역간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원자력 협력증

진에 순기능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즉 한국은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원자력 역내 협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 전

략하에 국제적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하여 지역 관계가 협력적 패턴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내 협조체제가 공고히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 일본, 중국 등 회원

국들은 지역협력을 위한 역사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국가들간 정치체제와 

이념, 경제발전단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성 때문에 자칫 비효율적인 역내

협력체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협조체제 구축 및 공고가 필요하다. 

  또한 FNCA 장관급 회의 이전에 개최되고 있는 국가들간의 고위관리회의(SOM) 

등 관련 공식회동들은 협력증진 위한 바람직한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SOM 회의를 최대한 활용하

여 가시적인 협력사업 도출 및 장기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국들

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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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업무를 채계적으로 일

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협력분야에 대한 개별 

전문적인 지식보다 전 분야에 걸친 전반적 지식, 정보수집능력, 필요한 어학능력 

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점차 국제화, 정보화되는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능

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우리 나라의 원자력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인의 양성은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제 5절 협력 추진방법 및 전략   

  지금까지의 국제협력이 기반기술획득을 위한 기술축적 등 하드웨어적인 방면으

로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방면 즉, 기술축적 데이터의 활용, 기술발달

의 체계적 파악, 기술인력 DB 구축,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각종 정보분석 방법, 국

제적인 협력체제의 방향 및 형태 파악, 원자력기술/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 국

민 여론형성등의 분야에 국제협력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방법으로는 정부의 관련 업무담당자, 학계 전문가, 출연연구소의 관련 업

무담당자 등을 위주로 하여 원자력분야의 기초적인 지식교육을 실시하고 국제협

력의 현황 파악, 해외의 국제협력 현황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통

하여 원자력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내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은 

21세기의 거대 원자력시장으로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지역내 원자력사고는 국경

을 초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원자력기술 수출기반조성과 원자력안전협력을 위하

여 필요하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는 의학적, 산업적 및 농업적 이용 모두 우

리 나라는 선진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의학적 이용분야에서 관절염 및 피부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패치 개발 등은 최첨단 선진기술에 속

하는 것이다. 단지 상당기간 동안 우리 나라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 

분야의 개발을 원자력발전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등한이 한 결과 그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원자력안전 및 안전기술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원자력안전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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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이용개발의 전제조건임을 감안하여,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첨단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는 원자력안전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수준을 자랑하고 있으

나, 원자력안전이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이에 대

한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즉 원자력안전 및 안전규제에 대한 기술정보의 교

류는 물론 상호간의 관련된 제도적 또는 운 상(사고정보 또는 사고처리정보)의 

정보교환과 사고경보체계의 유지도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21세기 거대 원자력시장으로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우리 나라의 원자력기술 수출 주 대상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협력이 중요하며, 역내 국가들의 원자력안전사고는 바로 우리나라에 향

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안전협력이 중요하다. 

  원자력기술분야 국제협력 추진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자력의 세계화

는 협의로 볼 때 원자력산업의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의미하며, 광의로 볼 때는 

신기술개발, 국제협력의 주도적 참여, 국제공동연구, 지역협력체 구성과 운 에 있

어서의 주된 역할 담당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분야

의 국제협력은 정부의 역할에서 제시한 것들이 모두 중요하나 시기적인 시급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할 것으로는 관, 민이 함께 참여하는 원자

력국제협력협의체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원자력연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제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

국제협력전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원자력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종합적 방향을 기획․제시하고 이것이 각 기관의 국제협력 활동의 지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자력정보센터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역내 국가

들의 기술동향 파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FNCA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또한 각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FNCA 회의의 

목적이 공동 코뮤니케에 천명된 바와 같이 역내에서 원자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

는 것이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부7개 사

업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원자력기술을 통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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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시 말하면, FNCA 체제에서의 협력이 각국에서의 경제적, 과학적인 발전의 맥락

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한 국가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충족하

는 것이 FNCA의 기본적인 과업이다. 상이한 필요성을 기초로 한 가시적인 성과

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안이 있을 수 있다. 사업성과를 보다 가시

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 FNCA체제하에서 협력을 협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국의 필요를 양자, 지역, 다자간 협력체제와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FNCA를 활용하는 방안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다자간 협력은 세계은

행, IAEA/RCA, 세계보건기구 등과 같은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다. 제1차 FNCA

의 공동코뮤니케에서는 회원국들이 FNCA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이들 다자협력체제와 원활한 조정을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정이라는 것

은 물론 사업의 중복을 피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내 원자력

기술을 이용하는 주도국가들의 협력협의체인 FNCA는 FNCA 이념을 달성하기 위

해 이러한 다자협력체와의 협력방안을 고려하고 FNCA 체제하에서 이들 기관들

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내 원자력활동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원자력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본측 제안으로 포함된 의제로, 

회원국의 원자력손해배상 제도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인접국간 협조방안을 강구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방콕 SOM 회의시 제기되었던 원자력손해배상문제가 다시 

제1차 조정관 회의에서 설명되었다. 원자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 특

히 원전을 운 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제적인 원자력손해배상 제도가 어떻게 적용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인접국가간 협조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인접국가인 한국과 일본 또는 베트남

이 방사능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는지를 검토하

는 것이다. 손해배상 제도의 정착은 원자력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안이므로 지역내 많은 나라들이 국제적인 원자력손해배상 체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제6절 제3차 FNCA 회의 준비



- 142 -

2002년 가을 제3차 FNCA의 한국개최에 대비해 내실 있는 차원에서 “국제회의 

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한 준비사항을 기술하여 본다. 

■ 국제회의 준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인 준비활동을 

추진해 나아갈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세부 업무별 담당분과 위원회를 조직한

다. 정기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기구 본부측의 준비위

원회 (Organizing committee)와 그 회의를 유치한 국가내의 개최 준비위원회 

(Host Committee) 가 준비업무를 분담하며 상호 협의조정관계를 유지한다. 즉, 본

부측 준비위원회는 회의운 에 관한 준비로서 프로그램 편성, 참가자격 결정, 회

의 진행시 절차, 주제, 연사 선정 및 회의내용과 활동 기록 등 회의운 에 관한 

준비를 담당한다. 그리고 개최국 준비위원회에서는 회의개최를 위한 회의장 또는 

전시장 확보, 제반설비, 관련요원(동시 통역사 등) 확보, 숙박업무, 수송, 각종 사

교행사 및 관광 등을 맡는다. 각 준비위원회의 소요경비는 자체부담이나, 경우에 

따라서 본부측 경비를 개최국에서 일괄 부담하는 예도 있으므로. 상호협의 조정시 

분명하게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사무국의 업무를 시기별로 나누면, 회의 준비기간 중에는 국제기구 본부와 연결담

당, 준비위원회 보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준비업무를 조정하며, 회의기간 중에는 

서무담당. 그리고 회의후에는 잔무정리 및 사후 처리를 한다. 

o 사무국의 일반적 기능 

-회의준비 기본계획의 수립(사업 및 예산) 

-회계 및 행정절차의 수립 

-각 분과위원회와의 회의준비 추진협조 조정 및 행정사무지원 

-준비 및 진행사항에대한 보고 

-소요물자의 종합조정 및 조달 

-회의준비용 사무장비, 비품, 집기, 사무용품의 확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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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준비를 위한 실무진회의 개최 및 결과처리 업무 

-준비위원회 위원. 행사, 기타 동원 인원의 명단 확보 

-회의준비 추진일지, 각종 회의록의 기록유지 

-자문위원, 고용원, 사무국 유급요원에 대한 인사 급여 관리 

-국제기구 본부와의 연락업무 및 행정처리 

o 분과위원회(Subcommittee) : 국제기구 본부 및 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구

체적인 회의의 준비 및 운 을 하는 것이 분과위원회의 일이다. 분과위원회와 같

은 실제 업무담당 조직에 있어서 숙박, 회의장, 준비, 수송. 관광 등의 준비 및 진

행시 전문업자를 참가시키는 방법이 편리하다.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를 분담하게 된다. 

□ 홍보 분과위원회 

-국내 및 해외에 대한 홍보선전 

-선전 간행물의 제작 

-기자회견의 준비 

-언론인 초청 및 기자실 관리 

-기타 홍보. 선전에 관한 일체의 업무 

□ 재무 분과위원회 

-운 자금 조달 및 소요재원 확보 

-예산 집행계획 수립 

-운 자금 수납. 관리 및 제경비와 지출 

-물품의 조달계획 및 출납관리 

-결산보고서의 작성 



- 144 -

-기타 재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 

□ 수송 분과위원회 

-대표 수송계획의 수립 

-국제, 국내수송 및 수송기관과의 연락, 수배 

-교통 통제소 및 항공예약데스크 설치운  

-기타 수송에 관한 일체의 업무 

□ 숙박 분과위원회 

-사용 Hotel의 결정 및 객실 보호 

-숙박요금의 결정 

-각 호텔별 객실배정 및 조정관리 

-각 호텔과의 연락조정 

-상담실 운  

-숙박데스크 설치운  

-기타 숙박에 관한 일체의 업무 

□ 사교행사 분과위원회 

-각종 리셉션의 실시계획 및 주최자와의 연락조정 

-각종 리셉션의 초청장 작성 및 발송 

-리셉션 장소 확보 

-문화행사 및 스포츠행사 실시계획 및 연락조정 

-동반자행사 실시 

-리셉션데스크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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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교행사에 관한 일체 업무 

□ 관광 분과위원회 

-회의 전후 관광종합계획 수립 

-관광데스크 설치운  

-관광 선전물 및 제작물의 작성 

-관광지 환 행사 주선 

-기타 관광에 관한 일체의 업무 

□ 등록 분과위원회 

-마스터 카드의 작성 

-회의 참가자의 접수 

-참가자 리스트 작성 

-등록데스크 설치운  

-각종 준비물 제작 

-기타 등록에 관한 일체의 업무 

□ 의전 접분과 위원회 

-출입국 편의제공 

-환  및 안내 표지물의 제작과 부착 

-주요행사의 접안내 

-기타 접에 관한 일체의 업무 

□ 회의 및 회의장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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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편성, 강연내용 등에 관한 국제기구 분부와의 협의 

-초청인사 선정에 관한 국제기구 본부와의 협의 및 국내연사 선정 

-연설문. 발표문등 접수 및 편집 

-회의진행 전문요원(사회자, 동시통역사, 속기사, 타자수 등) 

-Program의 편집 

-개.폐회식 기획 진행 

-각종 회의장 확보 

-문서 처리소 설치운  

-기타 회의 및 회의장에 관한 업무 

□ 시설 분과위원회 

-통신시설 확보 설치 

-기타 부속설비에 관한 사항 

-전시 분과위원회 

-전시관 설치운  

-전시품 통관 편의제공 

-기타 전시에 관한 일체의 업무(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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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A-2002

- 제3차 FNCA 각료급 회의준비 -

◆ 회의성격

   - 아태지역 9개국 과학, 에너지, 환경 관련 장관급 회의 

    - 지역내 원자력 공동 협력방안 협의

◆ 참가국

   -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 회의예정일

   - 2002년 11월중 3-4일간

◆ 참가예정인원

   - 약 50명 (외국 40명, 국내 10명)

     (일본과 한국제외, 각국에서 공식대표 3명정도씩 참가 예정)

   - 기타 옵서버 약 30명 (외국공관원, 취재진, 국내 관련기관대표등)

◆ 회의주관

   - 주최: 일본원자력위원회(JAEC), 문부과학성

          공동주최 (국내): 원자력위원회, 과학기술부(MOST)

   - 주관: 일본원자력산업회의(JAIF)

           공동주관: 국내기관 (KAIF 또는 KAERI등)

◆ 회의준비 일정

   - 2001. 11   제2차 FNCA 각료급 회의(동경)를 통한 세부추진사항 협의

   - 2002. 1    FNCA 기술협력위원회 구성

               FNCA-2002 준비대책 협의

   - 2002. 2    준비위원회, 실무준비위원회 구성

               준비전담기관 선정, 정부지원 결정 

   - 2002. 3    동경 국가조정관 회의를 통한 세부준비사항 협의

   - 2002. 10   제3차 FNCA 각료급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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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위원회 구성 (안)

 위원장 과학기술부 차관

부위원장 원자력국장

위원

외교통상부 담당국장

산업자원부 담당국장

원자력학회장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원자력연구소장

한전(부)사장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동위원소협회장

농진청장

원자력병원장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원자력환경기술원장

간사 원자력협력과장

◆ 실무위원회 구성 (안)

 위원장
과기부 원자력협력과장

(FNCA National Coordinator)

위원

외통부 담당과장/사무관

산자부 담당과장/사무관

안전기술원 담당과장

원자력연구소 담당과장

한전 담당부장

원자력산업회의 담당부장

문화재단 담당실장

연구로분야 Project Leader

의학적분야 Project Leader

농학적분야 Project Leader

원자력PI분야 Project Leader

폐기물관리분야 Project Leader

안전문화분야 Project Leader

인력개발 Project Leader

간사 과기부 FNCA업무 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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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CA-2002 사무국 구성 (안)

사무국장 업무총괄조정

총괄반 예산, 인력, 관계기관 협조, 각 위원회 운

회의준비반
참가자 초청장, 숙소, 출입국, 교통, 회의장소, 

주요인사 활동일정주관, 전시회등

회의진행반 개회식, 동시통역, 시청각, 등록, 폐회식등

홍보반
국내외 홍보, 각종유인물 제작, 현판/현수막. 기념품, 

기자회견 및 취재지원, 연설문작성등

문화행사반
각종 연회, 조찬회, 커피 브레이크, 산업시찰, 문화행

사, 관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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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태지역국가와의 협력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FNCA의 새로운 전략, FNCA 사업에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제시

된 방안은 정부의 FNCA 협력 수행 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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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등의 방법으로 지역내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FNCA 사업참여 확대, FNCA 협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

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의 협력방향 설정시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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