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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양국간 원자력협력 기반 구축 강화 체계화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의 목표는 우리 나라가 원자력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국간 공

동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국제협력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그 결과 도출된 문

제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체계화된 양국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해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 주요 산․학․연이 보다 적극적,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정부 및 국내  

산․학․연이 양국간 원자력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

라의 원자력기술을 고도화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체계화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하 다. 

첫째, 우리 나라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주요 국

가(8개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개최국가) 및 최근 원자력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의 원자력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와 우리 나라와의 

협력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다. 

둘째, 우리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8개국과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최

근 5차례 개최된 기술협력의제의 실적을 정리하고, 정리된 결과를 토대로 주

요 분야별 기술의제의 증감 추이와 분포도를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추진 동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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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 나라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추진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협력 의제를 원자력 기반연구, 원자력 안전연구, 신형원자

로 기술개발,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연구용원자로 이용

연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원자력 통제기술, 원자력 인력양성, 기타 원

자력 기술협력 등 10개 분야로 세분화함으로써, 기술 의제의 성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넷째, 국가간,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국대학 등에

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

써 우리 나라의 국제협력 추진의 문제점을 도출하 다.

다섯째,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양국간 국제협력의 중

심인 공동조정위원회의 추진 방법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보

다 체계화된 공동위의 흐름도를 도출하 다.

여섯째, 본 연구 결과의 일환으로 정부 산하에 정부 및 산․학․연의 전

문가들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신설함으로써 의제 발국 및 제출, 잠정

의제에 대한 상대국과의 사전합의 도출, 사후 추진계획의 지속적 점검, 주한 

외국대사관의 과학관 등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

의하 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우리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8개국과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최근 5차

례의 실적을 정리하고, 정리된 결과를 토대로 주요 분야별 기술의제의 증감 

추이와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기술의제 수의 증감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국, 일본 등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캐나다와 호주는 하향되는 추세를 보 으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에는 최근들어 급속히 저하되는 결과를 보 다. 

   주요 의제별 분포도 측면에서는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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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핵연료주기 연구분야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원자력 안전연구는 

15.4%,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분야가 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러 원

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가 29%, 원자력 안전연구 25%,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가 17%로 순으로,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연구가 37%, 후행핵연료 주기연구가 20%,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

가 9%, 원자력 인력양성 분야 8% 순으로 나타났다. 한․  원자력협의회의 

경우에는 후행핵연료 주기연구가 46%, 원자력 안전연구 20%, 신형원자로 기

술개발 분야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와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분야가 각각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행핵연료 주기연구가 22%, 원자력 인력양성 분야도 1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호 원자력협의회는 원자력 기

반연구 분야가 31%,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분야가 27%, 원자력 통제기술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분야가 각각 15%와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마지

막으로 한․일 원자력협의회는 원자력 안전연구 38%,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

가 17%, 후행핵연료 주기연구 분야가 10%,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와 방

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분야가 각각 8%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간 원자력협력 약정 및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국내의 원자력공학과 개설대학 등과 외국기관간의 원자력 협력약정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국가간 원자력 협력약정은 1956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처음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남미 등 17개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경우는 

15개 국가, 2개 국제기구, 26개 기관 등 총 38개 협력약정 체결하고 있으며, 

국내 원자력 산업체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15개 해외 기관은 물론 

10개 해외 원자력발전소와도 발전소간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국내

의 연구소와 산업체의 경우는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그러나 본 조사에 의하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원자력공학

과를 개설하고 있는 국내 주요 대학들의 국제협력 추진 현황이었다. 그나마 

서울대학교가 일본 경도대학 등과 2건, 한국과학기술원이 일본원자력연구소

(JAERI) 등과 4건에 걸쳐 협정을 체결하 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2건 미만이

었으며 1건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참여 부분에서도 서울대에서 2001년 제22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 핵의학분야 협력의제 1건을, 한국과학기술원이 제12

차와 13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서 원자력요원 훈련분야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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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전부로, 결론적으로 대학의 경우는 연구소와 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협력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양국간 국제협력의 중심인 공동

조정위원회의 추진 방법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 으며, 그 밖에 국

내 주요 원자력관련 산․학․연의 국제협력 현황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국

제협력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 제시하 다. 우선 양국간 공동조정위원

회의 문제점으로는 1)빈번한 공동조정위원회의 개최 2)의제 발굴 등 회의 준

비 미흡 3)의제 상정의 일방화 4)통합, 조정기구 부재 5)사후 추진계획 점검 부

재 6)대학의 참여 미비 7)소극적 홍보활동 등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다.

   또한 원자력공학과 개설대학의 문제점으로는 1)공동조정위원회 참여 미흡 

2)체계적 지원 부족 3)국제협력에 대한 마인드 부족 등이 지적되었고, 연구소

의 경우에는 1)의제의 편중화 2)의제에 대한 조정기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산하에 정부 및 산․

학․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신설하고, 신설된 Working 

Group에 1)의제 발굴 및 제출 2)잠정의제에 대한 상대국과의 사전합의 도출 

3)사후 추진계획의 지속적 점검 4)주한 외국대사관의 과학관 등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 등의 역할 부여에 비중을 두었다. 또한 양국간 공동위를 보다 효율

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대국에 대해 사전에 우리 나라의 의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더 나아가 상대국의 의제에 대한 정보 및 관련기술의 수준 등에 

대한 수집은 회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으로 Nuclear PA 

Committee의 운 을, 상정될 의제를 보다 다양화 시키면서도 보다 구체적으

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Ad hoc Committee를 구성, 운 하는 방안

도 제시했다. 학계 및 산업체의 경우에는 1)공동조정위원회 참여 유도 2)체계

적 지원 3)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연구소의 경우는 1)실무위원회 구성 2)연구

업무 활성화  3)의제의 다양화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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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trengthened Infrastructures for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look into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so far conducted, 

especially focused on the Joint Standing Committees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which have served as channels of dialogue for 

promoting nuclea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counterpart 

countries, to present the identified problems to be addressed and to 

come up with appropriate measures to actively  and effe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uture by nuclear-related industries, academia and institutes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a firm foundation for implementing more 

systematic cooperation while the government takes lead. Further, 

effective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nuclear bilateral 

cooperation through full participation of industries, academia and 

institutes will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by advancing 

nuclear technology.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following approaches was taken in this study for systematic 

research into the establishment of a groundwork for  strengthened 

bilate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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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ly, the current trend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 

programs were surveyed in the nuclear developed countries, that is,  

8 countries with which Korea has been holding the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as well as the countries 

that have plans to develop nuclear power programmes in the 

future.  Cooperation activities with these countries made so far are 

also  systematically rearranged. 

  Secondly, results of technical cooperation agenda discussed 

recently with the 8 countries in the JSCNEC during the past 5 years 

were rearranged and the implementation trends by surveying the 

development of the fluctuation of cooperation agenda items and 

their distributions based on the rearranged data were also analyzed.  

  Thirdly, cooperation areas were divided into 10 categories, that is, 

nuclear basic research, nuclear safety research, advanced reactor 

technicology development, advanced nuclear fuel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 on back-end of the fuel cycle, research on the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research on RI application, nuclear 

control technology, nuclear manpower development and others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trends in the JSCNEC with the analysis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genda items. 

  Fourthly, problems which have come out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identified after looking into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in nuclear cooperation activitie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HNP), and the universities throughout the country. 

 Fifthly, a systematic flow chart was presented by rearranging the 

methods for implementing the JSCNEC which has served as a 

channel of dialogue for promoting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nd 

identifying the problems to be addressed. 

  Sixthly, the measures to promote effective and systematic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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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under the framework of JSCNEC were suggested by 

forming a Working Group charged with carrying out the mandated 

tasks such as finding and submitting agenda items, reaching 

agreement on preliminary agenda items in advance with the 

counterpart country, continuously checking the implementation 

progress and launching publicity activities targeted on the Scientific 

Counselors of the diplomatic missions in Korea. 

Ⅳ. Results of the Projec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agenda 

discussed in the recently held JSCNEC with 8 countries during the 

past 5 years and of the implementation trends by surveying the 

development of fluctuation of cooperation agenda items and their 

distributions based on the rearranged data showed that cooperation 

with the U.S.A., Russia, France, the U.K., and Japan have been 

actively implemented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n terms of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agenda items while indicating  downward 

trends with Canada and Australia. It is noted that the number of 

agenda items with Canada has been drastically deceased. 

  The results of the distribution of agenda items in the JSCNEC 

were analyzed as follows:

  - As for the U.S.A., the portion of research on the back-end of 

the fuel cycle  accounted for 60 percent of the total, followed by 

15.4% of nuclear safety research, and 9% of research on the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s. 

  - As for Russia, nuclear basic research took up a 29% portion, 

each followed by 25% of nuclear safety research, and 17% of 

advanced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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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 for France, nuclear safety research's portion is 37%, followed 

by 20% of research on the back-end fuel cycle, 9% of nuclear basic 

research and 8% of the nuclear manpower development. 

  - As for the U.K., the largest portion was 46% for research on the  

back-end of the fuel cycle, while 20% for nuclear safety research 

and 18% for advanced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 As for Canada, the largest portion was 29% both for advanced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advanced nuclear fuel 

technology development, respectively while 22% for research on the 

back-end of the fuel cycle, and 10% for the fostering of nuclear 

manpower. 

  - As for Australia, nuclear basic research accounted for 31%, 

while 27% for research on the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s, 15% 

for nuclear control technology and 12% for research on RI 

applications. 

 - As for Japan, the largest portion was 38% for nuclear safety 

research,  while 17% for nuclear basic research, 10% for research on  

the back-end of the fuel cycle, and 8% both for advanced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research on RI applications 

respectively.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concluded with other countries by the government, 

KAERI, KHNP and the universities throughout the country show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cluded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with 17 countries including the U.S.A, Canada and 

countries in Europe, Asia and South America, after its first signing 

with the U.S.A in 1956. KAERI has concluded a total of 38 

cooperation agreements  including those with 26 relevant 

organizations in 15 countries and 2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le 

KHNP has signed with 15 overseas relevant organizations an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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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nuclear power stations, thus testifying that the research 

institute(KAERI) and nuclear utility company(KHNP) have 

maintained relatively active cooperation. It is worthy to not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by the nation's major universities 

in which the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has opened.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signed only 2 agreements including that 

with the Kyoto University in Japan while KAIST has signed 4 

agreements including that with JAERI. Other universities have less 

than 2 cases with no cases in some. In addition, participation of the 

universities in the JSCNEC was insignificant. For example, 1 

technical cooperation topic was submit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area of nuclear medicine in the 21st meeting of 

the U.S.A.-R.O.K.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JSCNEC) and KAIST participated in  both the 12nd 

and 13rd France-R.O.K.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in the area of nuclear manpower training, showing  

that nuclear cooperation activities by the universities were relatively 

less active compared to that of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ies. 

  The methods for implementing the JSCNEC are rearranged and    

 overall problems to be tackled immediately in Korea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by major nuclear-related industries, academia 

and institutes. 

  In terms of the JSCNEC, 1) frequent holding of the JSCNEC 2) 

insufficient preparation of the JSCNEC including mutually finding 

out cooperation items 3) one-sided presentation of cooperation items 

4) no incorporating and coordinating bodies 5) no check of 

implementation plan 6) inactive participation in the JSCNEC by the 

universities and 7) negative attitude for publicity activities were 

pointed out as problems to be urgently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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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s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JSCNEC 2) insufficient support for 

their participation, and 3) lack of international mind-set were 

pointed out as problems to be urgently addressed in the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which opened the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as well as 1) lop-sided distribution of cooperation 

items 2) non existence of an entity for coordinating cooperation 

items in the research institutes.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a Working Group, consisting of 

experts from industries, academia and institutes be formed under 

the government to more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impl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n ever. The newly formed Working 

Group will be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mandated tasks such as 

finding and submitting agenda items,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preliminary agenda items in advance with the counterpart country, 

continuously checking the implementation progress and launching 

publicity activities targeted at the Scientific Counselor in the Foreign 

Embassies in Korea. And also we insisted that the Nuclear Public 

Information Committee and Ad hoc Committee be operate for 

collecting counterpart countries's information and finding and 

submitting agenda items. It is also suggested that as for academia  

and industr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by  

1) encouraging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JSCNEC 2) providing 

government's systematic support to academia and industries 3) 

streamlining the cooperation channel while, as for research institutes, 

substantive cooperation can be made by forming a working level 

committee 2) revitalizing research activities, and 3) diversifying  

cooperatio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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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 나라는 1978년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래 비약적

인 성장을 거듭하여 2001년말 현재 원전 16기가 운전중이고, 4기가 건설 중

이며 2015년까지 추가로 8기를 건설할 예정이어서, 2015년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원 최빈국중 하나이며, 불행히도 에

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8%를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

다. 또한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CO2)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

상이 지구적 문제로 대두된 지도 이미 오래 되었다. 우리 나라가 원자력 기

술자립의 차원을 넘어 기술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세계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킴으로써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현재 우리 나라는 원전기술의 95% 이상

을 자립하여 한국 표준형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확보하고 있

으며, 원전기술의 완전 자립과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 연구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간 원자력협력 또한 우리 나라가 원자력 기

술의 완전 자립과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의 한 표현인 것이다. 

때문에 원자력협력의 주체가 국가가 되었든 또는 산업체, 연구소, 대학이든

간에 그 목적은 언제나 국가 원자력 산업의 발전인 것이다. 

본 보고서는 바로 국가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 , 국가가 수행하고 있

는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는 물론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의 원자력 국제협

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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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구성

본 연구는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체계화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하 다. 

첫째, 우리 나라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주요 국

가(8개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개최국가) 및 최근 원자력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의 원자력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와 우리 나라와의 

협력현황을 제2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 다. 

둘째,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8개국과의 양국간 공동조

정위원회의 최근 5차례의 실적을 정리하고, 정리된 결과를 토대로 주요 분야

별 기술의제의 증감 추이와 분포도를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추진 동향을 분석하 다. 분석의 틀로서는 기술 의제

를 원자력 기반연구, 원자력 안전연구,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신형핵연료 기

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 원자력 통제기술, 원자력 인력양성, 기타 원자력 기술협력 등 10개 분

야로 세분화함으로써, 기술 의제의 성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국가간,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국대학 등에

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

써 우리 나라의 국제협력 추진의 문제점을 제4장에서 도출하 다.

넷째, 특히 본 보고서의 제5장에서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양국간 국제협력

의 중심인 공동조정위원회의 추진 방법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함으로

써 보다 체계화된 공동위의 흐름도를 도출하 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정부 산하에 정부 및 산․학․연의 전문가들로 구성

된 Working Group을 신설함으로써 의제 발굴 및 제출, 잠정의제에 대한 상

대국과의 사전합의 도출, 사후 추진계획의 지속적 점검, 주한 외국대사관의 

과학관 등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양국간 공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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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 다. 

 제 3 절  기대효과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체계화 연구를 위한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수행해 온 최근의 국제협력 활동 즉,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산․학․연의 국제협력 현황 및 실적

을 정리하고, 그 흐름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효

율적으로 원자력 국제협력이 구축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우리 나라 원자력 국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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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양국간 원자력협력 현황

 제1절 주요국 원자력개발 현황

  1. 미  국

 가. 원자력개발 현황

  1) 원자력개발 동향

제2차 세계대전후 원자력의 잠재성을 인식한 미국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

적인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54년의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비군

사적인 이용에 관한 연방독점을 종결했으며, '51년부터 '53년까지 원자력위원

회(AEC)는 원자로 개념을 시험하기 위해 산업체와 정부간 공동으로 여러 분

야에 걸쳐 연구단을 설립하 다. '54년 원자력법 발효 이후, AEC는 '5개년 

원자로개발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원자력분야에서 개별 산업참가를 위한 방안

을 강구한 결과, '57년 펜실바니아주의 Shippingport에 최초의 미국 상업로인 

60MWe 경수로를 건설하여 운전을 시작하 다. 

'60년대의 개발기간에 이어 '69∼'71년 사이에 총 5.7GWe의 원자로가 턴

키로 공급되기 시작했고, '71년부터 '77년까지 총 39GWe인 44기가 공급되어 

총전력량중 원자력의 점유율은 약 2.4%에서 거의 12%로 증가되었다.  

Three Mile Island 사고 이후, 원자력의 성장은 몇 년 동안 침체되었다. 

'78년 이후로 발주가 없었으며, 이것은 주로 수요성장에서 지속적인 감소의 

결과인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일정에서의 지연, 건설비용의 증가, 그리고 한

층 엄격해진 환경규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건설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완

공은 '80년 70기 52GWe에서 '94년 109기 99GWe로 설비용량 측면에서 상당

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00년말에는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가 103기로 

다소 줄어 들었다. 

미국의 원자력은 향후 전력분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에 직

면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안전성, 폐기물처분, 그리고 높은 건설‧  운

전 비용과 국민의 인식 문제이다. 원자력 지지자들은 원자력의 장점을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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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미래 에너지원으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또한 해

외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화석연료와 관련된 탄소배출을 줄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의 신「국가 에너지정책」에 의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에너지부가 주관이 되어 원

자력이 평화적인 원자력개발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에

너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를 현실적인 에너지로 유지하고 

또한 전세계적으로 부족한 연구기금을 상호 협조하에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인 참여기관을 포함하는 International-NERI (I-NERI)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 원자력발전 

   '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일어난 제1차 석유파동에서 25년

이  넘게 경과한 지금 미국은 이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전력의 약 

50%를 석탄 화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약 20%를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하는 구

조를 확립하 다. 오늘날 원자력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만 원전의 

평균 가동율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 유지비가 낮아지고 있는 추

세에 있다. 그러나 '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원전증가 반대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97년말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수가 107기에서 ‘00년 말 현재는 

103기로 감소하 다. 이처럼 원자력산업은 전반적으로 침제되어 있지만 원전의 

평균가동율은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의 경제성이 점차 개선 추세에 있

음은 주목할만 하며, 특히 '78년 이후 발주원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전

의 19.8%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원자력산업의 발전 가

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와 함께 2001년 5월 17

일 부시 대통령이 NEPD 그룹의 보고서인 ｢국가에너지정책｣을 소개하는 성

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이  신규 원전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3) 원자력발전소 현황

  ○ 운전중 (’99년말 현재) : 104기, 96.4GWe (33개주, 74개 부지)

    - 총발전량중 원전 점유율 : 19.8% (’99년 발전량 727.9T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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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년 전세계 원자력 발전 규모 436기(352GWe)의 27%, 총 발전량 2,483T

Wh의 29% 점유

    - '99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규모 16기(13.7GWe)의 약 7배, 총 발전량 10

3.1TWh의 약 7배

   ○ 원자력산업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만 원전의 평균가동율은 향상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의 경제성이 점차 개선 추세

     - '78년 이후 발주원전 없으나 전체 발전의 19.8%를 원자력으로 충당

   ○ 미국 원자력 산업계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신형로 설계 및 

NRC의 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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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운전 현황1)

노형 발전소명
용량 (MWe)/
Present Gross

(net)

 소유주‧
운 자 착공 상업운전 비 고

PWR
ALVIN W. 

VOGTLE-1
120.1 GP/* 1974.6 1987.5.31 운전중

PWR
ALVIN W. 

VOGTLE-2
119.9 GP/* 1974.6 1989.5.20 운전중

PWR
ARKANSAS

NUCLEAR ONE-1
88.3 ENTERGY A 1968.12 1974.12.19 운전중

PWR
ARKANSAS

NUCLEAR ONE-2
89.7 ENTERGY A 1972.12 1980.3.26 운전중

PWR
BEAVER 

VALLEY-1
89.1 FE 1970.6 1976.10.1 운전중

PWR
BEAVER 

VALLEY-2
89.1 FE 1974.5 1987.11.17 운전중

PWR BRAIDWOOD-1 117.5 EXELON G 1975.12 1988.7.29 운전중

PWR BRAIDWOOD-2 117.5 EXELON G 1975.12 1988.10.17 운전중

BWR
BROWNS 

FERRY-1
109.8 TVA 1967.5 1974.8.1 운전중

BWR
BROWNS 

FERRY-2
115.5 TVA 1967.5 1975.3.1 운전중

BWR
BROWNS 

FERRY-3
115.5 TVA 1968.7 1977.3.1 운전중

BWR BRUNSWICK-1 89.5
PROGRESS/

NCEMPA
1970.2 1977.3.18 운전중

BWR BRUNSWICK-2 89.5
PROGRESS/

NCEMPA
1970.2 1975.11.3 운전중

PWR BYRON-1 117.5 EXELON G 1975.12 1985.9.16 운전중

PWR BYRON-2 117.5 EXELON G 1975.12 1987.8.21 운전중

PWR CALLAWAY 119.6 AMEREN UE 1976.4 1984.12.19 운전중

PWR
CALVERT 

CLIFFS-1
88.0 CEG 1969.7 1975.5.8 운전중

PWR
CASVERT 

CLIFFS-2
88.0 CEG 1969.7 1977.4.1 운전중

PWR CARAWBA-1 120.5 DUKE/* 1974.6 1985.6.29 운전중

PWR CATAWBA-2 120.5
NCMPA/

PMPA
1974.6 1986.8.19 운전중

BWR CLINTON-1 98.5 AmerGen 1976.2 1987.4.24 운전중

BWR COLUMBIA 115.8
ENERGY

NW
1973.3 1984.12.13 운전중

PWR
COMANCHE 

PEAK-1
116.1 TXU 1974.12 1990.8.13 운전중

1)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Decem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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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 발전소명
용량 (MWe)/
Present Gross

(net)

 소유주‧
운 자

착공
상업
운전

비 고

PWR
COMANCHE 

PEAK-2
116.1 TXU 1974.12 1993.8 운전중

BWR COOPER 80.1 NPPD 1968.6 1974.7.4 운전중

PWR
CRYSTAL 

RIVER-3
89.0

PROGRESS/S

EC/OUC
1968.9 1977.3.13 운전중

PWR DAVIS BESSE 91.5 FE 1971.3 1978.7.31 운전중

PWR
DIABLO 

CANYOU-1
112.4 PG&E 1968.4 1985.5.7 운전중

PWR
DIABLO 

CANYOU-2
113.7 PG&E 1970.12 1986.3.13 운전중

PWR
DONALD 

C.COOK-1
102.0 IMP 1969.3 1975.8.27 운전중

PWR
DONALE 

C.COOK-2
109.0 IMP 1969.3 1978.7.1 운전중

BWR DRESDEN-2 83.4 EXELON G 1966.1 1970.8.11 운전중

BWR DRESDEN-3 83.2 EXELON G 1966.10 1971.10.30 운전중

BWR
DUANE 

ARNOLD-1
56.5

AEC/CIPC/

CBPC
1970.6 1975.2.1 운전중

BWR
EDWIN Ⅰ.

HATCH-1
89.8 GP/* 1969.9 1975.12.31 운전중

BWR
EDWINⅠ.

HATCH-2
91.1 GP/* 1972.12 1979.9.5 운전중

BWR ENRICO FERMI-2 115.4 DE 1972.9 1988.1.23 운전중

PWR
FORT 

CALHOUN-1
50.2 OPPD 1968.6 1973.9.26 운전중

BWR GRAND GULF-1 130.6
SERI/

SMEPA
1974.9 1985.7.1 운전중

PWR H.B.ROBINSON-2 73.9 PROGRESS 1967.4 1971.3.7 운전중

BWR HOPE CREEK-1 111.7
PSE&G/ 

ACE
1974.11 1986.12.20 운전중

PWR INDIAN POINT-2 97.5 CON ED 1966.10 1974.8.1 운전중

PWR INDIAN POINT-3 102.3 NYPA 1969.8 1976.8.30 운전중

BWR
JAMES A. 

FITZPARTICK
82.9 NYPA 1970.5 1975.7.28 운전중

PWR
JOSEPH M. 

FARLEY-1
87.2 AP 1972.8 1977.12.1 운전중

PWR
JOSEPH M. 

FARLEY-2
88.0 AP 1972.8 1981.7.30 운전중

PWR KEWAUNEE-1 56.3 WPSC/AEC 1968.8 1974.6.16 운전중

BWR LASALLE-1 113.0 EXELON G 1973.9 1984.1.1 운전중

BWR LASALLE-2 113.0 EXELON G 1973.9 1984.10.19 운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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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 발전소명
용량 (MWe)/
Present Gross

(net)

 소유주‧
운 자

착공
상업
운전

비 고

BWR LIMERICK-1 110.0 EXELONG 1974.6 1986.2.1 운전중

BWR LIMERICK-2 110.0 EXELONG 1974.6 1990.1.8 운전중

PWR MILLSTONE-2 89.5 NU 1970.12 1975.12.26 운전중

PWR MILLSTONE-3 120.9 NU/* 1974.8 1986.4.23 운전중

BWR MONTICELLO 56.9 XCEL E 1967.6 1971.6.30 운전중

BWR
NINE MILE 

POINT-1
63.5 NIMO 1965.4 1969.12.1 운전중

BWR
NINE MILE 

POINT-2
116.9 NIMO/* 1975.6 1988.4.5 운전중

PWR NORTH ANNA-1 94.0 DOMINION 1971.2 1978.6.6 운전중

PWR NORTH ANNA-2 94.4 DOMINION 1971.2 1980.12.14 운전중

PWR OCONEE-1 88.7 DUKE 1967.3 1973.7.16 운전중

PWR OCONEE-2 88.7 DUKE 1967.3 1974.9.9 운전중

PWR OCONEE-3 89.3 DUKE 1967.3 1974.12.16 운전중

BWR OYSTER CREEK 65.0 AmerGen 1964.12 1969.12.1 운전중

PWR PALISADES 83.0 CE 1967.3 1971.12.31 운전중

PWR PALO VERDE-1 132.6 APS/* 1976.5 1986.1.28 운전중

PWR PALO VERDE-2 132.6 APS/* 1976.5 1986.9.19 운전중

PWR PALO VERDE-3 133.0 APS/* 1976.5 1988.1.8 운전중

BWR
P E A C H 

BOTTOM-2
110.0

EXELON G/ 

SE&G/*
1968.2 1974.7.5 운전중

BWR
P E A C H 

BOTTOM-3
110.0

EXELON G/

SE&G/*
1968.2 1974.12.23 운전중

BWR PERRY-1 125.0 FE 1974.5 1987.11.18 운전중

BWR PILGRIM-1 69.6 ENTERGY N 1968.8 1972.12.1 운전중

PWR POINT BEACH-1 50.9 WEP 1967.7 1970.12.21 운전중

PWR POINT BEACH-2 50.9 WEP 1968.7 1972.10.1 운전중

PWR
P R A I R I E 

ISLAND-1
56.0 XCEL E 1968.6 1973.12.16 운전중

PWR
P R A I R I E 

ISLAND-2
56.0 XCEL E 1968.6 1974.12.21 운전중

BWR QUAD CITIES-1 83.3
EXELON G 

/MAE
1967.2 1972.8.16 운전중

BWR QUAD CITIES-2 83.3
EXELON G 

/MAE
1967.2 1972.10.24 운전중

BWR RIVER BEND-1 100.1 ENTERGY G 1977.3 1986.6.16 운전중

PWR
ROBERT E. 

GINNA
50.7 RG&EC 1966.5 1970.6.1 운전중

PWR SALEM-1 113.2
PSE&G/EXE

LON G/*
1968.9 1977.6.30 운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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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 발전소명
용량 (MWe)/
Present Gross

(net)

 소유주‧
운 자

착공
상업
운전

비 고

PWR SALEM-2 115.8
PSE&G/EXEL

ONG/*
1968.9 1981.10.13 운전중

PWR SAN ONOFRE-2 112.7 SCE/* 1974.3 1983.8.18 운전중

PWR SAN ONOFRE-3 112.7 SCE/* 1974.3 1984.4.1 운전중

PWR SEABROOK-1 120.0 NAEC/* 1976.7 1990.8.19 운전중

PWR SEQUOYAH-1 118.6 TVA 1970.5 1981.7.1 운전중

PWR SEQUOYAH-2 118.1 TVA 1970.5 1982.6.1 운전중

PWR
SHEARON 

HARRIS-1
95.0

PROGRESS/

NCEMPA
1978.1 1987.5.2 운전중

PWR
SOUTH TEXAS 

PROJECT-1
131.2 HL&P/* 1975.9 1988.8.24 운전중

PWR
SOUTH TEXAS 

PROJECT-2
131.2 HL&P/* 1975.9 1989.6.19 운전중

PWR ST. LUCIE-1 87.2 FP&L 1970.7 1976.12.21 운전중

PWR ST. LUCIE-2 88.2 FP&/* 1977.5 1983.8.8 운전중

PWR SURRY-1 84.0 DOMINION 1968.6 1972.12.22 운전중

PWR SURRY-2 84.0 DOMINION 1968.6 1973.5.1 운전중

BWR
SUSQUEHANNA-

1
113.8 PP&L/AE 1973.11 1983.6.8 운전중

BWR
SUSQUEHANNA-

2
113.8 PP&L/AE 1973.11 1985.2.12 운전중

PWR
THREE MILE 

ISLAND-1
87.2 AmerGen 1968.5 1974.9.2 운전중

PWR TURKEY POINT-3 72.6 FP&L 1967.4 1972.12.14 운전중

PWR TURKEY POINT-4 726. FP&L 1967.4 1973.9.7 운전중

BWR
VERMONT 

YANKEE
54.0 VYNPC 1967.12 1972.11.30 운전중

PWR
VIRGIL C. 

SUMMER
95.0

SCE&G/ 

SCPSA
1973.3 1984.1.1 운전중

PWR WATERFORD-3 115.3 ENTERGY L 1974.11 1985.9.24 운전중

PWR WATTS BAR-1 121.0 TVA 1973.1 1996.5.27 운전중

PWR
WILLIAM B. 

MCGUIRE-1
122.0 DUKE 1971.4 1981.12.1 운전중

PWR
WILLIAM B. 

MCGUIRE-2
122.0 DUKE 1971.4 1984.3.1 운전중

PWR WOLF CREEK 118.1
KG&E/ 

KCP&L/KEP
1977.5 1985.9.3 운전중



- 11 -

    4) 미국의 신「국가 에너지정책」

     2001년 2월 부시 미국 대통령은 체니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NEPD 

(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그룹을 구성하 다. 국무부, 재무부, 내

무부, 농업부, 상무부, 교통부, 에너지부 등 7개 부처 장관들을 포함하여 총 14

명으로 구성된 NEPD는 의존할 수 있고, 공급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미래 에너지의 생산 및 배분을 민간 부문(필요한 경우 주정부 및 지방정부 

포함)에서 진흥토록 유도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등 미

국 전역에서 겪고 있는 에너지 부족 및 가격 상승 현상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1년 5월 17일 부시 대통령은 NEPD 그룹의 

보고서인 ｢국가에너지정책｣을 소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총 105개의 사항 권고

-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클린턴 행정부시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에너지원 개발 및 공급 확대 측면을 강조

- 향후 ｢국가에너지정책｣의 권고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술 

검토, 관련 입법, 예산 배정 등 후속작업 진행 예정

○ 신 ｢국가에너지정책｣은 이제까지의 미국 정책과 다르게 원자력의 이용 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권고

- 부시 대통령은 “청정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해

야 한다”고 강조

- NRC의 인허가 절차 신속화, 원자력 손해배상법 연장, 방사성폐기물처

분장 건설 촉진 등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고무시킬 조치 검토 및 이행 

권고  

○ 이러한 정책 변화로 향후 미국내의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자력 발전 및 산

업 확대와 원자력 연구개발의 활성화 전망

- N이에 따라 원자력 산업, 연구개발, 안전규제 분야 등에서 한‧미간 원

자력 협력의 대폭적인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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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PD 그룹의 원자력 관련 권고사항

1.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요소로서 원자력 이용의 확대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1) NRC가 신형 원자로 인허가 신청의 평가 및 신속 처리를 준비하는데 

있어 안전과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독려한다.

(2) “현존 원전의 안전한 출력상승 운전으로 발전량을 증대하려는 발전회

사들의 노력을 NRC가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3) NRC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현존 원전들에 대한 인허가를 

재발급하도록 독려한다.

(4) 원자력이 대기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에 대해 DOE 장관과 환경보호청

장이 평가하도록 지시한다.

(5) 원자력 발전 확대 가능성에 비추어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에 필요한 자

원을 증대시킨다.

(6) 방사성폐기물 심지층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고(수준)의 과학을 이용

한다.

(7) 원전해체를 위해 적립한 자금은 원전을 매매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지원한다.

(8) Price-Anderson 법을 연장하는 입법을 지원한다.

2. 선진 핵연료주기 및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 측면에서, 미국은 폐기물을 

줄이고 핵확산저항성을 제고하는 (pyroprocessing과 같은) 핵연료 

conditioning 방법의 연구‧개발‧사용을 허용토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함에 있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분리된 플루토늄의 

축적을 억제할 것이다.

3. 미국은, 핵연료주기가 선진화되었고 지금까지 긴 히 협력해 왔던 국

가들과 공동으로,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

고, 핵확산저항성이 제고된 재처리 및 핵연료 treatment 기술의 개발

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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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핵연료주기

 '92년 에너지정책법은 DOE가 '97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

하도록 규정했지만 네바다주 건설계획 추진의 부진으로 2010년 이후 완공 

예정으로 지연되었다. 이에 전력회사들은 상용원전 사용후핵연료를 DOE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법적소송을 제기하여 '96년 7월 법원은 '98년부터 사용후핵

연료를 DOE에서 인수하도록 판결하 다.  또한 에너지정책법에 따라 민 화 

전단계로 미연방농축공사(USEC : U.S. Enrichment Corporation)가 설립되었

다. 현재 민 화 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나 2개의 콘소시움(Pleiades Group, 미

국의 핵연료주기회사)이 USEC 인수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는 미국의 DOE와 '84년 10월에 농축공급계약2)을 '85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한 PALMCO사와는 '90년 5월에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고리 1, 2, 3, 4호기와 광 

1, 2, 3, 4호기에 공급하고 있다. 향후 '99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이 우리나라

에 공급할 농축계약량은 '99년 29톤SWU, 2000년 40톤SWU, 2001년 40톤

SWU이다. 

  6)원자력 관련기관

  미국의 원자력과 관련한 주요 정부조직으로는 국무부(DOS), 에너지부 

(DOE) 및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들 수 있다. 원자력 외교와 핵비확산이 

주요임무인 국무부는 원자력 문제를 미국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관점에서 

접근하여 NPT, 지역적 조약등 국제 다자간 체제, 원자력협력협정등 양자간 

체제, IAEA 보장조치, 기타 국제협약, 수출통제 및 핵물질 이슈등에 주요 관

심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원자력 이용 및 개발, 우라늄 농축이 주 임무인 에너지부

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원자력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공급계획 및 각종 관련

된 연구수행으로 원자력을 에너지, 과학기술, 환경 차원에서 접근하며, 또한 

2)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계약국은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러시아, 국 등이며 미국

은 DOE, PALMCO, 프랑스는 COGEMA, 러시아는 Techsnab-export, 국은 

URENCO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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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 분야에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하 국립연구소를 활용하

여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자간 핵비확산 체제 협상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력규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74년 원자력시설 규제를 위해 설립되어 '96년 1월에 조직에 대한 전략적 평

가후 규제업무 강화를 위해 조직을 재조정하 다. 이 기관은 원자력을 안전

(Safety & Security) 확보 측면에서 접근하여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소유, 

사용, 처분 인가와 인‧허가 규제요건 개발 및 실행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산하 직원은 3,000여명이며, 연간 예산은 4.7억불이다.

   이밖에 군비통제, 핵비확산 및 군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방기관으로

는 군비통제국(ACDA), 원자력을 국방 및 국가 안보차원에서 접근하는 국방

부(DOD), 핵비확산과 관련하여 수출관리국에서 이중사용품목에 대한 수출허

가 발급을 담당하는 상무부(DOC) 등이 있다. 

대통령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원자력 안전규제]

연방비상관리청 (FEMA)   [원자력방제대책 수립]

연방정부 국무부 (DOS)

[국제협력 및 핵비확산 정책 등]

에너지부 (DOE) 국립연구소

   [원자력이용정책]           [원자력연구개발]

주 정 부 공인검사기관 (ANI) [기기 안전검사]

<그림 2-1> 미국의 원자력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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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와의 협력

우리 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고리 1, 2, 3, 4호기와 광 1, 2, 3, 4호기를 도

입하 으며, 아울러 현재 폐로계획이 추진중인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 II와 III를 도입한 바 있다.  

'56년 2월 3일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68년 1월 5일 국제원자력기구, 대

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간의 보장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 체결, '73년 3월 

19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76년 8월 한‧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설

치를 위한 각서 교환, '95년 6월 과학기술부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간 원

자력안전 기술정보 교환 약정 체결 그리고 '96년 6월 과학기술부와 미국 에

너지부간 산하 연구기관3)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 다. 

'76년 8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에너지 연구‧개발등 양국간의 원자력 

분야 기술‧경제적 협력 촉진을 위한 한‧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

위원회 설치를 위한 각서 교환을 근거로 하여 '77년 7월 서울에서 제1차 회

의 이후 현재까지 제19차에 걸쳐 매년 정례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1차 회의부터 제22차 회의의 개최실적은 <표 2-1>과 같

다.4)

본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양국간의 협의기구로서 국제원자력 환경변

화에 따른 원자력 이용 및 개발정책에 관하여 논의하며, 동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강구 및 추진상황을 분석 및 평가하는데 있다. 아울러 기타 공동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하는데 그 주요 기능이 있다. 

3) 산하연구기관으로는 ANL, BNL, INEL, LANL, LBL, LLNL, ORNL, PNL, SNL

등이다. 

4) R.O.K.-U.S.A. JSCNEC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본 위원회의 명칭은 제18차 회의까지 JSCNOET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and Other Energy Technology)를 사용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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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 개최 현황

구  분 양측 수석대표 주 요 의 제

제1차

 (’77.7.14∼16, 

서울)

아측 : 원자력상임위원 이병휘

미측 : 국무부 원자력‧에너지 

기술담당 부차관보

       Louis V. Nosenzo

◦MOST/NRC간 협력

  (정보교환, 요원훈련 등)

◦에너지 및 원자력 시스템

  개발 분석 등 8개 

제2차

 (’78.9.6∼8,

  워싱턴)

아측 : 원자력상임위원 이병휘

미측 : 국무부 원자력‧에너지 

기술담당 부차관보

       Louis V. Nosenzo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우라늄 농축역무 공급

◦핵연료개발공단의 우라늄

  정련, 교환기술 등 13개

제3차

 (’79.12.13,

워싱턴)

아측 : 원자력상임위원 이병휘

미측 : 국무부 원자력․에너지 

기술담당 부차관보

       Louis V. Nosenzo

◦MOST/NRC 안전조치 협력

◦KAERI에의 핵연료 공급

◦태양에너지 연구기술협력

  등 16개 

제4차

(’80.10.14∼15, 

워싱턴)

아측 : 원자력상임위원 이병휘

미측 : 국무부 원자력‧에너지 

기술담당 부차관보

       Louis V. Nosenzo

◦원자력 쌍무협정 개정

◦경수로용핵연료 성능개량

◦재료시험로의 연구개발 등 

13개 

제5차

(’82.1.13∼16,  

서울)

아측 : 원자력상임위원 이병휘

미측 : 국무부 원자력‧에너지 

기술담당 부차관보

       Louis V. Nosenzo

◦기관간 MOU 체결

◦KAERI/ANL 자매결연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11개 

제6차

(’82.9.27∼29,  

워싱턴)

아측 : 원자력상임위원 이병휘

미측 : 국무부 해양‧환경‧과학 

담당 부차관보

       Harry R. Marshall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공동 

연구

◦핵연료 조사후 시험

◦고연소도 핵연료개발계획

  참여 등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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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양측 수석대표 주 요 의 제

제7차

(’83.10.27∼ 

11.14, 서울)

아측 : 원자력상임위원 이병휘

미측 : 국무부 해양‧환경‧ 

과학담당 부차관보

       Malone

◦미국산 핵연료의 조사후 시험 

계획

◦MOST/NRC간 협력

  (핵비상 대책 협력 등)

◦KAERI/ANL간 협력 등

  6개  

제8차

(’84.6.21∼22, 

워싱턴)

아측 : 원자력국장 박시열

미측 : 국무부 핵기술 및 안전 

조치 담당국장

       Allen Sessoms

◦MOST/NRC간 협력 

(요원훈련, 비상훈련 등)

◦KAERI/NRC간 협력

◦석탄활용기술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개발 등 8개 

제9차

(’85.5.24, 

서울)

아측 : 과학기술처차관 조경목 

(교체대표 : 이병휘)

미측 : 국무부 전권대사

       Richard T. Kennedy

◦폐기물관리

◦대체에너지 개발

◦핵물질 계량 및 통제훈련 등 

12개 

제10차

(’86.6.24∼26, 

워싱턴)

아측 : 원자력위원 박시열

미측 : 국무부 해양‧환경‧과학 

담당 부차관보

       J. D. Negroponte

◦원자력비상협력

◦MRR 설계 기술지원

◦방사성폐기물 연구 및 핵분 열 

생성물질 운반 등 18개 

제11차

(’88.10.24 

∼25/28, 

서울)

아측 : 기획관리실장 최 환

미측 : 국무부 원자력‧에너지 

기술담당 부차관보

       R. K. Stratford

◦조사후시험 협력

◦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 협력

◦안전규제 요원훈련 등 25개 

제12차

(’89.10.2∼6, 

워싱턴)

아측 : 안전심사관 권갑택

미측 : 국무부 해양‧국제환경 

‧과학국 원자력기술 

‧안전조치실 과장

       Francis M. Kinnelly

◦차세대원자로 및 혼합 핵연 

료주기 기술에 관한 연구

◦원자력안전규제 협력확대

◦연구기관간 협정 등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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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양측 수석대표 주 요 의 제

제13차

(’91.5.13∼17, 

서울)

아측 : 원자력실장 한 성

미측 : 국무부 R. T. Kennedy 

전권대사 수석 보좌관

       Herbert Levin

◦PRISM 액체금속원자로 및 

차세대 FBR 개념

◦PWR 사용후핵연료의 

  CANDU 재사용

◦원자력안전협력 등 29개 

제14차

(’92.11.18∼20 

워싱턴)

아측 : 원자력실장 홍재희

미측 : 국무부 부차관보 Richard 

J. K. Stratford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확대방안 검토

◦DUPIC 기술협력

◦원자력비상협력 등 30개

제15차

(’94.1.26∼28, 

서울)

아측 : 원자력정책관 진해술

미측 : 국무부 부차관보

       Richard J. K.

       Stratford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원자력기술수출 공동협력

  방안 협의

◦신형액체금속로 설계‧개발 등 

31개 

제16차

 (’95.5.2∼6, 

워싱턴)

아측 : 원자력정책관 조청원 

미측 : 국무부 부차관보

   Richard J. K.

   Stratford

◦원자력사업 추진현황, 핵수 출 

통제제도,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DUPIC 기술개발, 신형액체 

금속로설계기술개발, 

MOST-DOE 산하 연구 기관 

기술협력각서 체결 추진

◦핵물질변형 등에 관한 공동 

결정 등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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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양측 수석대표 주 요 의 제

제17차

(’96.4.9∼12, 

서울)

아측 : 과기처 장관 정근모 

미측 :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

  Shirley Ann Jackson

◦원자력수출통제제도 발전, 

국제원자력관련기구와의 

협력강화, 원자력안전 국제 

협약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협약 추진상황 점검

◦DUPIC 기술 및 RI 생산 

협력, 위험도, 기준규제의 

가동중 원전 적용에 관한 

안전기술협력

◦IAEA 93+2 프로그램, 핵물 

질의 물리적 방호 및 원형 

조성 변경 등 39개 

제18차

(’97.6.16∼20, 

워싱턴)

아측 : 원자력정책관 이승구 

미측 : 국무부 원자력담당 국장

   Richard J. Stratford 

◦원자력기술수출 공동 협력 

방안, 핵비확산체계 및 공동 

상설위원회 명칭 변경 등 

14개 

◦DUPIC 기술개발, 신형액체 

금속로설계기술개발, 연구용 

사용후핵연료 미국 반송, 

DOE와의 연구개발협력 등 

10개 

◦기타 중대사고 연구협력, 

핵물질방호, 안전조치 

기술개발 등 41개 

제19차

(’98.6.22∼26, 

서울)

아측 : 원자력정책관 최재익

미측 : 국무부 원자력담당국장 

       Richard J. Stratford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 

원자력정책 연구 등 13개 

◦차세대 액체금속로 개발, 

  DUPIC 기술개발, DOE와의 

연구개발협력 등 기술협력  

의제와 기타 의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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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양측 수석대표 주 요 의 제

  제20차

(‘99.6.21∼23,

워싱턴)

아측 : 원자력안전심의관 김용환

미측 : 국무부 원자력담당국장 

       Richard J. Stratford

◦제3국과의 원자력 협력, 국제

핵비확산체제 등 8개 정책의

제

◦신형 액체금속원자로 개발, 

연구로용 판상 핵연료 기술

협력 등 19개 기술의제 합의

  제21차

(‘00.6.26∼28,

서울)

아측 : 원자력국장 이헌규

미측 : 국무부 원자력담당국장 

       Richard J. Stratford

◦양국간 협력의 협력성과 평

가 및 협력방향 논의, 원자력 

손해에 대한 보충기금 협약 

등 10개 정책의제

◦방사성폐기물처리, 제염, 해체 

및 환경복원 기술개발 등 21 

기술의제 합의

  제22차

(‘01.5.16∼18,

워싱턴)

아측 : 원자력국장 조청원

미측 : 국무부 원자력담당국장 

       Richard J. Stratford

◦I-NERI 프로그램 및 GEN-Ⅳ 

연구, NPT 등 9개 정책의제

◦핵의학에 관한 의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및 응용협

력 등 22개 기술의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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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 

  가. 원자력개발 현황

   1) 원자력개발 동향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기본목표는 석탄, 석유, 

가스 및 원자력이라는 국내 에너지 자원중 환경적으로 적합한 에너지원을 

장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경제적인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장원

리의 도입과 정부간섭의 최소화라는 정책에 의거하여 국내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은 군사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 개발에 착수하여 '52년 10월 원자폭

탄 실험을 시행한 후, 에너지원의 다양화의 수단으로 '53년 상업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56년 5월 Calder Hall에 세계 최초의 상

업용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원자력연구개발에 돌입하게 되었

다. 당시 세계 정황을 살펴 보면, 미국은 원자력법 개정을 위해 상하 양원에

서 논쟁을 거듭하던 시기이었고, 러시아는 원자력발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시기 기 때문에 국의 원자력발전 계획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

으켰으며, 또한 국내에서도 원자력평화 이용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에 나

서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최초의 원자력프로그램인 Magnox 계획이 수립되어 '60년대∼'70년대 초

반 상용화되었고, 이후 Magnox 원자로의 경제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

량형 가스냉각로(AGR, Advanced Gas-cooled Reactor)의 건설이 추진되어 

'70년대∼'80년대에 상용화되었다. 그러나 AGR의 건설기록이 형편없게 되자 

SGHWR (Steam-Generating Heavy Water Reactor)라는 경수로와 중수로를 

접목한 새로운 노형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호

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건설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연속되자 원자력산업계와 전력업계는 경쟁성이 있는 원

자로제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원자로 수주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

으로 정부를 설득하여 '78년 노동당 정부는 2기의 AGR과 미국 웨스팅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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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사의 가압경수로 1기(Sizewell B)를 개발하도록 승인하게 되었다. 이 결정

은 국의 독자적인 가스로 기술을 지지하는 산업가 및 정치가들의 주장과 

향후 원자로 시장 전망을 고려하여 미국의 설계를 지지하는 주장을 모두 반

한 타협안이었다. '79년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 정부는 새로운 원자력프로

그램을 발표하 는데 여기에는 '82년부터 10년에 걸쳐 총 10기의 가압경수로

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미 발주된 Sizewell B 원자로의 

건설이 지연되자 이 계획의 실현도 지연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원자로 발주는 불가능하게 되었다.5)

한편, 국 정부는 국내 산업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유산업 민

화 조치에 따라 전력산업을 민 화6)하 고, 원전 투입비용의 상승위험과 

AGR 성능 및 새로운 PWR의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원전을 제외시킨 바 있

다.7) 

국의 원자력산업은 원자력발전소를 운 하고 있는 중앙전력청(CEGB, 

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과 남스코틀랜드전력청(SSEB, South of 

Scotland Electricity Board), 원전설계‧건설을 수행하는 국가원자력공사

(NNC,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핵연료주기사업 전반을 수행하는 

국핵연료   공사(BNFL, British Nuclear Fuels plc.), 연구개발기관인 원자력

공사(UKAEA, United Kingdom Atomic Energy Authority), 그리고 원자력관

련 제작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원자력발전

  국의 원자력발전은 세계 최초의 발전을 실시한 Calder Hall 원자로 

이후 가스냉각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97년말 현재 운전중인 원자

력발전소는 35기(1,419만kWe)이며, PWR 1기(125만kWe), GCR 20기(378만

kWe), AGR 14기(916만kWe)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발전량은 393억kWh이

5) Sizewell B 원자로는 '95년에 상용화되었다.

6) '89년 Electricity Act

7) 검토 결과 Berkeley Magnox 원전의 1단계 해체를 통해 당초 추정비용보다 ⅓이 

축소되었고, AGR 원자로의 성능이 꾸준히 크게 개선되어 왔으며, Sizewell B 

원전은 예산범위내에서 건설이 완료되어 운전중임을 감안하여 원전부문도 민

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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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발전량중 원전의 점유율은 27.45％에 이른다. '98년 3월 현재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가스로(GCR)의 설계‧건설‧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70년대 초반에 Magnox 원자로를 일본과 이탈리

아에 각각 1기씩 수출한 경험이 있는데 이는 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턴키 

계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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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국의 원자력발전소 운전 현황8)

소유주‧운전자
용량

(MWe Gross) 노형 착공 상업운전
Cumulative

load factor (％)
British Energy Nuclear Electric

Dungeness B1 630 AGR '66. 1 '85. 4 30.9

Dungeness B2 630 AGR '66. 1 '88. 1 31.9

Hartlepool 1 660 AGR '66. 1 '84. 1 45.5

Hartlepool 2 660 AGR '68 '85 50.8

Heysham A-1 600 AGR '70. 1 '86. 9 49.1

Heysham A-2 600 AGR '70 '86.12 53.6

Heysham B-1 690 AGR '80 '89. 3 65.1

Heysham B-2 690 AGR '80 '89. 3 66.4

Hinkley Point B1 660 AGR '67 '76. 6 64.9

Hinkley Point B2 660 AGR '67 '77. 1 60.6

Sizewell B 1258 PWR '88. 1 '95. 9 70.1

Scotish Nuclear

Hunterston B1 660 AGR '67 '76. 2 62.0

Hunterston B2 660 AGR '67 '77. 3 61.6

Torness 1 682 AGR '80 '89. 3 65.0

Torness 2 682 AGR '80. 1 '89. 5 67.3

Magnox Electric/BNFL

Bradwell 1 129 GCR '57 '62. 6 57.8

Bradwell 2 129 GCR '57 '62.11 61.9

Calder Hall 1 61 GCR '53 '56.10

Calder Hall 2 61 GCR '53 '57. 2

Calder Hall 3 61 GCR '53 '58. 5

Calder Hall 4 61 GCR '53 '59. 4

Chapelcross 1 60 GCR '56 '59. 2

Chapelcross 2 60 GCR '56 '59. 8

Chapelcross 3 60 GCR '56 '59.12

Chapelcross 4 60 GCR '56 '60. 3

Dungeness A1 228 GCR '60 '65. 9 58.7

Dungeness A2 228 GCR '60 '65.12 60.2

Hinkley Point A1 249 GCR '57 '65. 5 71.3

Hinkley Point A2 249 GCR '57 '65. 5 72.7

Oldbury 1 225 GCR '62. 5 '68. 1 57.8

Oldbury 2 225 GCR '62. 5 '68. 1 59.8

Sizewell A1 250 GCR '61 '66. 1 58.0

Sizewell A2 250 GCR '61 '66. 3 55.3

Wylfa 1 570 GCR '63 '71.11 58.1

Wylfa 2 570 GCR '63 '72. 1 56.1

8)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Decem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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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연료주기 

  국에서 우라늄‧변환‧농축‧성형가공‧재처리 등의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업무는 BNFL이 담당하고 있다. 국은 국내에 우라늄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라늄 원광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RTZ(Rio Tinto-Zinc Service 

Ltd.)등 민간기업이 나미비아, 캐나다, 호주 등에서 탐광 개발을 맡고 있다. 

수입 우라늄의 정련‧변환 공정은 BNFL의 Springfield 공장(용량 6,000tU/년)

이 맡고 있으며, 농축시설은 국, 독일, 네덜란드 3국 합작의 원심분리 농축

회사인 URENCO의 Carpenhurst 공장(800tSWU/년 규모의 상용공장)이 있

다. 

  성형가공시설은 BNFL과 UKAEA가 운 하고 있는데 BNFL의 

Springfield에는 Magnox용(1,300tU/년), AGR용(300tU/년), LWR용(200tU/

년), MOX연료용(8tHM/년) 시설이 가동중이고 SMP(MOX 연료가공용, 

120tU/년) 시설이 건설중에 있다. 또한 UKAEA의 Dounreay에는 330tU/년 

규모의 연구로용 시설이 가동중이며 2개의 연구로용 시설이 건설중에 있다.

  또한 재처리시설도 BNFL과 UKAEA가 운 하고 있다. BNFL의 

Sellafield에는 '64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천연우라늄공장(B205, 1,500t/년)이 

있고 28억파운드의 건설비가 투입되어 '92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농축우라늄

공장(THORP, 850t/년)이 있으며, UKAEA의 Douneay에는 FBR 및 연구로용

의 소규모 공장(80t/년)이 운전중에 있다. 

  국의 방사성폐기물은 정부가 관리하며,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관리정책은 '82년 Nuclear Electric, Scottish Nuclear, BNFL, UKAEA 및 

통상산업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UK Nirex가 담당하고 있다. 고준위폐기

물은  Sellafield 근처의 심지층 처분장에 처분하고, 중준위폐기물도 Sellafield 

근처의 처분장에 처분하는데 장수명 중준위 폐기물은 발생부지에 임시 저장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저준위폐기물의 대부분은  Drigg 처분장에서 처분

하고 일부는 Dounreay 부지로 이송하며, 극히 일부는 Sellafield 근처의 심지

층 처분장에 처분하고 있다.

  Drigg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BNFL이 '59년부터 운 하는 천층

처분방식의 처분장으로 그 크기는 약 110ha에 이른다. '88년  90만드럼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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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94년까지 375만드럼을 처리하 고, 2050년까지의 

모든 저준위폐기물 처분이 가능한 상태이다. 국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Sellafield에서 70％, 원전 및 RI 이용기관에서 30％ 정도 발생하고 있다. 

  4) 원자력 관련기관 

  국의 원자력 관련 조직은 아래 표와 같으며, 원자력 관련기관은 다음

과 같다 

    가) 국원자력공사(UKAEA : United Kingdom Atomic Energy 

Authority)

'54년 원자력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요 연구분야로는 원자력 

연구개발관리, 연구시설 폐지 및 폐기물 관리, 신형로개발, 핵융합개발, 안전

연구, 기초연구 등이 있으나, '96년 AEA Technology의 민 화를 계기로 폐

로, 독자적인 방사성폐기물관리, 핵융합연구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95년 

현재 예산은 약 4억 5천만파운드이며 인원은 11,000명이다. 

UKAEA 산하에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6개로 구성된

다. 

ⅰ) Culham Laboratory : 핵융합 이론 및 실험의 안전성, 환경에 미치는 

향 등을 연구하는 5개의 연구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50여명의 

연구원이 있음

ⅱ) Dounreay Nuclear Power Development Establishment : 고속로 연구기관 

ⅲ) Harwell Laboratory : 노재료 연구개발 기관

ⅳ) Springfields Nuclear Power Development Laboratories : 핵연료제조 

연구개발 기관 

ⅴ) Windscale Nuclear Power Development Laboratories : 플루토늄 연료 

및 AGR 연구개발 기관 

ⅵ) Atomic Energy Establishment, Winfrith : 노물리, 안전성, 열 및 고속

중성자 시스템 개발‧평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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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EA Technology 

   '94년부터 원자력 부문과 비원자력 부문으로 UKAEA를 양분하여 독립

적으로 운 하기 시작한 이후 원자력 부문(UKAEA Government Division)에

서는 원자력의 폐쇄, 현존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운 과 안전 문제, 핵융합연

구 등 고유업 무만을 남겨 정부에서 운 하고, 나머지 리기업화 가능분야

는 독립시켜 '96년 AEA Technology라는 이름으로 민 화되었다.   

내   각

교육‧고용부

(DEM)

무역산업부

(DTI)

국 방 부

(MOD)

기   타

부   처

이사회

(CST)

과학기술청

(OST)

대학보조금

위원회(UFC)
연구심의회

자문위원(ABRC) 및

6개의 연구심의회

(RC)

산업기술

연 구 소

국방관련

연 구 소

관    련

연 구 소

대    학 산하 연구소 기    업

 

<그림 2-2> 국의 원자력 관련 조직

3,700명의 인원에 2천5백만파운드의 매출 규모를 갖는 기업으로서 상업용 

원자로 연구‧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 제조업, 수송, 

자원에너지, 화학 등의 분야까지 기술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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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핵연료공사(BNFL : British Nuclear Fuels)

   BNFL은 핵연료 제조 및 우라늄 농축에서 수송까지의 핵연료주기 전반

에 걸친 서비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을 제공하는 핵연료

기술의 유럽 최첨단 기업중의 하나이다. BNFL은 핵연료 제조분야에서 50년,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재활용 분야에서 30년의 경험을 갖고 있다. 

BNFL은 UKAEA의 Production Gruop으로부터 '71년에 분리되었으며 '84

년에 공 기업이 되었다. 모든 주식을 정부(무역산업부)가 소유하며 차관도 

정부에 의하여 보장된다. BNFL은 North West England와 Southern Scotland

를 따라 5개 Branch를 가지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내 지사를 '90년에 설립하고 Washington DC, 콜로라도, 버지니아에 사

무실을 개설하 으며, 브르쉘과 한국에도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다. 산하기

관에는 핵연료제조 담당 Springfields, 우라늄농축 담당 Capenhurst 그리고 

재처리 및 방사성폐기물처리 담당 Sellafield와 Chapelcross가 있다. 

2. 우리 나라와의 협력 

우리 나라 정부는 국 정부와 '85년 6월 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작

으로 이듬해인 '86년 4월에는 한‧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 고, 

'91년 11월에 한‧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협력관계에 들어 갔다. 이

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고리 1, 2, 3, 4호기의 터빈을 General Electric 

Company사로부터 도입한 바 있다. 

동 협정을 근거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공동연구 등 원자력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  원자력협의회(The ROK/UK Nuclear Energy 

Consultation Meeting)를 설치하여 '92년 5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

최실적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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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한‧  원자력협의회 개최 현황

구 분 양측 수석대표 주 요 의 제

제 1 차

('92. 5.13∼16, 

런던)

아측 : 원자력실장 한 성

측 : 통산산업부 원자력실장

       Mr. P. Agrell

◦전문가교환계획

◦신형로개발협력

◦원자력안전연구협력

◦방사성폐기물관리협력

◦고속로개발협력 등 5개 

제 2 차

('93. 4.20,

서울)

아측 : 원자력실장 홍재희

측 : 통산산업부 원자력실장

       Dr. Timothy Walker

◦한‧  원자력협력협정 검토

◦원자력전문가교류 프로그램

◦원자로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교류

◦차세대 원자로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중대사고현장 분석 및 실험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관리정책연구

◦장수명핵종 소멸처리를 위한 

군분리기술개발 공동연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협력 

등 13개 

제 3 차

('94.10.15,

서울)

아측 : 원자력정책관 최홍식

측 : 통산산업부 에너지핵연    

     료실장

       Mr. C. Wilcock

◦한‧  원자력프로그램 검토

◦차세대 원자로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장수명핵종 소멸처리를 위한 

군분리기술개발 공동연구

◦핵융합기술협력 등 13개 

제 4 차

('95.12. 8∼12, 

런던)

아측 : 원자력정책관 이승구

측 : 통산산업부 전력핵연료    

     국장

       Mr. John Rhodes

◦한‧  원자력개발 정책 설명

◦KEDO 현황

◦장수명핵종 소멸처리를 위한 

군분리기술개발 공동연구

◦원전 폐로 조치 등 4개 

신규의제

◦핵융합기술협력 등 총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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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양측 수석대표 주 요 의 제

제 5 차

('97.10.27,

서울)

아측 : 원자력정책관 이승구

측 : 통산산업부 원자력국장

       Mr. Stephen Bowen

◦한‧  원자력 정책

◦KEDO 현황

◦원자력안전규제 협력 약정 체결

◦액체금속로 기술개발에 관한 

협력

◦한국의 차세대 원자로 규제요건 

개발 기술협력 등 총 17개 

제 6 차

‘99. 6.3∼

6.5런던

아측 : 원자력정책관 김용환 

측 : 무역산업부 원자력산업

       국장  

       Mr. Downing Ian

◦핵연료주기 폐기물처리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장기관리 정책연구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백금족 원소 

회수 및 활용

◦핵연료주기폐기물처리기술개발

◦원자로 해체 기술 등 17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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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 랑 스

   가. 원자력개발 현황

  1) 원자력개발 동향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에너지 부존자원 빈국이므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경감하는 조치를 국가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즉 정부주도의 개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정부기관과 국 기업

을 중심으로 원자력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 건설계획은 대통령

을 의장으로 하는 각료회의에서 2년마다 결정한다. 그러나 최근 전력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당분간 추가의 원전 건설은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원자력 연구개발은 산업‧우정‧통신부(MITT) 산하의 원자력청

(CEA, Commissariat ꐃ l'Énergie Atomique)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임무는,  i) 핵무기의 연구‧설계‧제조, ii) 원자력 평화이용을 위한 원자

로의 설계 및 핵연료주기의 연구, iii) 원자력분야 이외에 대한 원자력기술과 

응용,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이용, RI 이용 등이다.

CEA의 예산중 군수부문과 민수부문의 비율이 비슷하며, 민수부분의 절반 

정도가 원자력 연구비에 사용되고 있다. CEA의 '97년도 민수부문 투자액은 

95억 2천만프랑이며, 그중 45억 9,900프랑이 원자력 관련분야에 투자되고 있

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원자력이용 억제정책 및 예산삭감 등의 이유로 연

구개발에 있어서 외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며, 사업측면에서는 독일등과의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유럽형 가압경수로

(EPR, European Pressurized Water Reactor)를 개발하는 동시에  중국 등 아

시아지역으로의 지속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개발은 900MWe급 원자력발전소 34기를 원자로 부

분이 완전히 같은 설계로, 1300MWe급 원자력발전소 20기를 매우 비슷한 설

계로 계획했던 단일 기술로의 집중 그리고 표준화 정책을 기반으로 효율적

인 산업조직을 확립함으로써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원자력개발 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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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CEA에 의해 연구개발된 기술은 프랑스전력공사(EdF, Eléctricité de 

France) 등의 사업자가 산업화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연구개발된 원자력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전기사업자가 대규모의 공기업이므로 원자력발전 계획은 발전단가, 

재정상태 등의 단기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원전 건

설수요의 정체기라도 비교적 안정된 수요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한 7대 과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의 효율적 이용 

   o 안전성, 유용성, 우수성을 극대화하도록 관련시설 운  보장

     - PWR 수명을 4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 UO2의 연소도 향상 

방안, 혼합핵연료(MOX)중 플루토늄의 고효율 연소, 라아그(La 

Hague)시설 활용조건 개선 등

○ 차세대 원자력 이용

   o 핵연료주기 전과정에서 안전성과 유용성이 뛰어난 원자력발전 시스

템의 개발

      -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개발, 레이저 방식에 의한 농축의 타당성 

검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농축방식 등의 검토

○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리에 관한 연구

   o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리에 관련된 문제해결을 통한 차세대 공정 및 

시설에 대비 

      - 플루토늄이 소요되는 고속중성자 연구 및 원자력발전과의 접목, 

연료사용률 제고를 위한 재처리 공정 개량 및 개발, 장반감기 핵

분열물질 분리 및 소각방법 연구, Phenix 연구장치 사용 연장 및 

Super Phenix 내에서의 시험 수행, 심층 구처분방법 연구 및 

방사성폐기물의 확산구조 이행 등 

○ 핵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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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동 분야의 전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전능

력의 확보

      - 국책 연구로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9) 

체재내에서 연구를 추진

      - 세계적인 연구협력프로그램인 국제열핵융합실험로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에 참여

○ 안전성 확보, 방사선방호 및 전리방사선량 측정 

   o 안전성 확보, 방사선방호 및 전리장치를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평가 

수행

      - 방사선 방호를 위한 연구프로젝트 기획 및 기술적 평가, 피폭시 

생물학적 치료법에 대한 기술지원, 동유럽국가의 원자력안전성 지

원, 불‧독협력 증진(중대사고코드, EPR 프로젝트 분석 등), 국내 

전리방사선량 측정체계 구축 

○ CEA의 원자력관련 지역 정화사업

   o 방사성폐기물 저장, 사용후 폐기된 핵연료, 가동 중지된 원자력시설 

지역에 대한 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93년도 CEA/EdF/COGEMA간 계약에 따라 2000년까지 소요재

원이 지원될 예정임 

○ 보  건

   o CEA를 중심으로 한 의학연구 분야와의 연계 추진

      - 방사선 효과 및 건강관련 연구 수행, 방사선 피폭과 치유 메카니

즘 연구, 의학적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원자력기술의 응용기술 개발 

    2) 원자력발전

9)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가맹국은 15개국으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

인, 포르투칼, 필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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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현재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58기(6,557만kWe)로 PWR 57

기(6,408만kWe), FBR 1기(25만kWe)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밖에 건설중인 

PWR 1기(152만kWe), 건설 계획중인 PWR 2기(290만kWe), 운전중지된 FBR 

1기(124만 kWe)가 있다. 구체적인 원자력발전소의 위치는 (그림 V-3-1)과 같

으며, 원자력발전소 운전현황은 <표 V-3-1>과 같다. '97년말 현재의 원자력발

전량은 3.760억kWh이고, 총발전량중 원전의 점유율은 78.17％에 이르고 있

다.

 원자로 수출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함으로써 해외 원전의 수주

를 유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스페인 1기, 벨기에 2기, 남아공 2기, 한국 2

기, 중국 2기의 수출경험을 갖고 있다.

    3) 핵연료주기

  CEA 산업체의 일원인 프랑스핵연료주기회사(COGEMA, Compagine 

Générale des Matiéres Nucléaires)가 핵연료주기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우라늄 자원매장량은 약 6만톤(매장량은 전세계의 1.2％, 생산

량은 5％)에 이른다. 우라늄 광산 폐쇄에 따라 '90년 이후 우라늄 생산량이 

줄어 들고 있는데 '95년에 1,106tU, '96년에 930tU, '97년에는 Lodeve 광산의 

폐쇄에 따라 761tU까지 줄어 들었다. Lodeve 광산 폐쇄 이후 프랑스에서 유

일하게 활동중인 Bernardan 광산은 2000∼2001년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는 각국에 우라늄 채광회사를 설립‧운 하

고 있다. 

우라늄 농축의 경우 이태리, 벨기에, 스페인, 이란이 공동 출자(프랑스 지

분 51％)하여 설립한 10.8MUTS/년(세계 생산량의 약 1/3) 규모의 EURODIF

사의 Georges, Besse 공장이 있으며 이밖에 군사목적용의 Pierrelatte 공장, 

원자력산업용 동위원소 분리업무를 수행하는 Miramas 공장이 있다. 

성형가공 시설로는 프랑스‧벨기에 원전연료성형가공회사(FBFC)사가 운

하는 Roman 공장(750tU/년)과 Pierrelatte 공장(400tU/년)에서 PWR용 연료

를 제조하고 있으며, FBR용 MOX연료를 COGEMA가 Cadarache 공장(15tU/

년)에서, 경수로용 MOX 연료를 MELOX사가 Marcoule 공장(120tU/년)에서 

각각 제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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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운전 현황10) 

노형 발전소명 위치
용량 (MWe)/
Present Gross

(net)

소유주‧
운 자 착공 상업

운전

FBR Phenix Avignon 250(233) CEA 68 '74. 2

PWR Belleville 1 Gien 1363(1310) EdF 81 '88. 6

PWR Belleville 2 Gien 1363(1310) EdF 81 '88. 9

PWR Bugey 2 Lyon 955(920) EdF 71 '79. 3

PWR Bugey 3 Lyon 955(920) EdF 73 '79. 3

PWR Bugey 4 Lyon 937(900) EdF 74 '79. 7

PWR Bugey 5 Lyon 937(900) EdF 75 '80. 1

PWR Cattenom 1 Thionville 1362(1300) EdF 79 '87. 4

PWR Cattenom 2 Thionville 1362(1300) EdF 80 '88. 2

PWR Cattenom 3 Thionville 1362(1300) EdF 82 '91. 2

PWR Cattenom 4 Thionville 1362(1300) EdF 84 '92. 1

PWR Chinon B1 Avoine 919(870) EdF 77 '84. 2

PWR Chinon B2 Avoine 919(870) EdF 77 '84. 8

PWR Chinon B3 Avoine 970(920) EdF 81 '87. 3

PWR Chinon B4 Avoine 970(920) EdF 82 '88. 4

PWR Chooz B1
Charleville-
Mezieres 1516(1455) EdF 84 '00. 5

PWR Chooz B2 Charleville-
Mezieres

1516(1455) EdF 85 '00. 9

PWR Civaux 1 Civaux 1516(1455) EdF 88 -

PWR Civaux 2 Civaux 1516(1455) EdF 91     - 

PWR
Cruas Meysse 

1
Montelimar 921(880) EdF 78 '84. 4

PWR
Cruas Meysee 

2
Montelimar 956(915) EdF 78 '85. 4

PWR
Cruas Meysee 

3
Montelimar 956(915) EdF 79 '84. 9

PWR
Cruas Meysee 

4
Montelimar 921(880) EdF 79 '85. 2

PWR Dampierre 1 Gien 937(890) EdF 75 '80. 9

PWR Dampierre 2 Gien 937(890) EdF 75 '81. 2

PWR Dampierre 3 Gien 937(890) EdF 76 '81. 5

PWR Dampierre 4 Gien 937(890) EdF 76 '81.11

PWR Fessenheim 1 Mulhouse 920(880) EdF 71 '77.12

PWR Fessenheim 2 Mulhouse 920(880) EdF 72 '78. 4

PWR Flamanville 1 Cherbourg 1382(1350) EdF 79 '86.12

PWR Flamanville 2 Cherbourg 1382(1350) EdF 80 '87. 3

10)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December 2000

   (★건설중  ☆제안  ※운전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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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 발전소명 위치
용량 (MWe)/
Present Gross

(net)

소유주‧
운 자

착공 상업
운전

PWR Golfech 1 Valence d'Agen 1363(1350) EdF 83 '91. 2

PWR Golfech 2 Valence d'Agen 1363(1350) EdF 86 '94. 3

PWR Gravelines 1 Dunkerque 951(910) EdF 74 '80.11

PWR Gravelines 2 Dunkerque 951(910) EdF 74 '80.12

PWR Gravelines 3 Dunkerque 957(910) EdF 75 '81. 6

PWR Gravelines 4 Dunkerque 957(910) EdF 76 '81.10

PWR Gravelines 5 Dunkerque 951(910) EdF 79 '85. 1

PWR Gravelines 6 Dunkerque 951(910) EdF 80 '85.10

PWR Le Blayais 1 Bordeaux 951(910) EdF 77 '81.12

PWR Le Blayais 2 Bordeaux 951(910) EdF 77 '83. 2

PWR Le Blayais 3 Bordeaux 951(910) EdF 78 '83.11

PWR Le Blayais 4 Bordeaux 951(910) EdF 78 '83.10

PWR Nogent 1 Troyes 1363(1310) EdF 81 '88. 2

PWR Nogent 2 Troyes 1363(1310) EdF 82 '89. 5

PWR Paluel 1 Fecamp 1382(1330) EdF 77 '85.12

PWR Paluel 2 Fecamp 1382(1330) EdF 78 '85.12

PWR Paluel 3 Fecamp 1382(1330) EdF 78 '86. 2

PWR Paluel 4 Fecamp 1382(1330) EdF 80 '86. 6

PWR Penty 1 Dieppe 1382(1330) EdF 83 '90.12

PWR Penty 2 Dieppe 1382(1330) EdF 85 '92.11

PWR Saint Alban 1 Vienne 1381(1335) EdF 79 '86. 5

PWR Saint Alban 2 Vienne 1381(1335) EdF 80 '87. 3

PWR St Laurent B1 Blois 921(880) EdF 76 '83. 8

PWR St Laurent B2 Blois 921(880) EdF 76 '83. 8

PWR Tricastin 1 St. Paul 3 
Chateaux

955(915) EdF 74 '80.12

PWR Tricastin 2
St. Paul 3 
Chateaux

955(915) EdF 74 '80.12

PWR Tricastin 3
St. Paul 3 
Chateaux 955(915) EdF 75 '81. 5

PWR Tricastin 4 St. Paul 3 
Chateaux

955(915) EdF 75 '81.11

★  PWR  Civaux 2 Civaux 2 1516(1455) EdF 91 -

☆  PWR  Penly 3 Dieppe 1450(1390) EdF - -

☆  PWR  Penly 4 Dieppe 1450(1390) EdF - -

※  FBR Super-Phenix 1 Morestel. lsere 1242(1200) Nersa 03/77 '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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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 시설의 경우 Marcoule 공장에 UP1(400tU/년) 1개 시설, La 

Hague공장에UP2(400tU/년('90년 운전중지), UP3(800tU/년), UP2-800(800tU/

년)중에 2개의 시설이 가동중에 있다.

방사성물질의 효율적인 처리‧처분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

을 설립하여 저준위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장기 관리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94년 La Manch 처분시설의 운전중지 이후 l'Aube 처분

시설(100만 m
3 
규모)을 운 하고 있다.

    4) 원자력 관련기관

 프랑스의 원자력 관련 조직은 (그림 V-3-2)와 같으며, 원자력 관련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력청 (CEA : Commissariat ꐃ l'Énergie Atomique) 

       o '45년 설립 이후, '90년 개편되어 산업‧우정‧통신부에 속함

       o 원자력 연구개발(군사기술 포함)을 수행하며, 산하에 Cadarache 

연구소 등 다수의 연구소에 출연

       o 예산은 192억프랑, 인원은 16,000명('97년)

    나) 원자력시설안전국(DSIN : Direction de la Sûreté des Installations 

Nucléaires)

       o 산업‧우정‧통신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원자력시설 안전을 전담하

며, 방사선방호 및 환경분야는 무관

       o 인 력 

           -원자력안전규제 담당 인력 : 총 754명 (‘98. 12월 현재)

            ․DSIN 요원 : 220명 (이중 38명은 IPSN 요원으로 계약에 의해 

DSIN으로 파견근무하는 인력임)  

            ․방사선안전규제를 담당하는 OPRI 요원 : 183명 

            ․IPSN 요원 : 351명 (안전규제를 기술적으로 지원)

         o 예산은 약 9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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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자력안전방호연구소(IPSN : Nuclear Safety and Protection 

Institute)

       o '76년 CEA 산하기관으로 창설되어 원자력안전공학,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사고관리 및 운송안전 분야의 연구 및 기술지원 수행 

       o 예산은 13억프랑, 인원은 1,200여명('97년)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 : 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

       o '79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관리‧운 을 위하여 설립

       o 인원은 450여명('94년) 

    마) 프랑스전력공사(EdF : Eléctricité de France)

       o '46년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 , 전력생

산, 송배전 및 발전소 건설을 담당 

       o 인원은 12만여명('97년)

    바) 핵연료공사(COGEMA : Compagine Générale des Matiéres 

Nucléaries)

       o '76년 1월에 설립되어  CEA가 100％ 주식 소유

         - 자회사로 COMURHEX(변환), EURODIF(농축) 

TRANSNUCLEAIRE(수송‧저장용 캐스크 생산), SGN(폐기물) 

등이 있음

       o 핵연료공급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탐사, 방사성폐기물 

처분, 원자력엔지니어링, 컨설팅 등을 담당함

    사) 원자력기술엔지니어링회사(SGN : Societé Générale pour des Technique 

Nouvelles)

       o COGEMA의 자회사로 80여개의 전문업체를 총괄

       o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관리‧저장 및 처분, 사용후연료 조작 

및 저장, 환경보호, 국방우주항공, 프로젝트 관리기술 등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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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고도기술 분야에 활동 

    아) 테그닉아톰(Technicatome)

       o CEA, Framatom이 공동 설립, 프로젝트 설계, 가동, 유지에 필

요한 기술을 제공 

       o 잠수함용 원자로 설계, 원자력연구시설 설계

    자) 레이저산업회사(CILAS : Company Industry of Laser)

       o 프랑스 국방우주항공사(63％), CEA(37％) 지분의 공동회사

       o 국방레이저장치, 산업‧연구용 원자력이용을 위한 고전압레이저, 

입자가속방사장치와 기타 레이저 소스, 감지장치, 정 광학, 입

자이용광학 등의 전문업체

    차) 원자력전문대학원(INSTN : Institut National des Sciences et Techniques 

Nucleaires)

       o Saclay 연구소내 소재 

    카) CIS-BIO

       o '47년 CEA 방사성원소 의료이용정책을 추진, '70년 방사의료분

석기연구개발 역학센터 설립, '83년 monoconal antibodies 독점 

생산, '90년 9개 국내외 자회사 소유, 인원은 1,200여명

       o 방사의료분석분야, 방사성장치개발, 방사선방호 장치등 cyclotron 

2개, Tc 생산 5만/년, 200종 이상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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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수      상
원자력안전

각부처간위원회

재경공업성
원자력기본시설

각부처간위원회

에너지자원총국 C E A

가스․전기․석탄국
CEA-Industries

COGEMA

Framatome

Technicatome

원자력안전 및 시설국

E d F

국토정비 및 환경성

국      방      성

보      건      성

연구․기술 교육성

<그림 2-3> 프랑스의 원자력 관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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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 나라와의 협력

우리 나라 정부는 프랑스 정부와 '74년 10월 19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관한 협력협정('81년 협정으로 대치)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75년 9월 22일

에는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프랑스 정부간의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협력관계에 들어 갔다. 또한, '82년 2월 18에는 한‧

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 에 관한 약정 그리고 원자력 안전규

제분야의 기술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긴 한 관계를 지

속해 갔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조사후시험시설(‘85년 준공) 및 방사

성폐기물 처리시설('85년 준공)과 울진원전 1,2호기('85, '89년 가동)를 도입하

다.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 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하여 

'82년 2월 파리에서 제1차 회의 이후 현재까지 제14차에 걸쳐 회의를 양국에

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1차 회의부터 제14차 회의의 개최실적을 살펴 

보면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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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구  분 양측 수석대표 주 요 의 제

제 1 차

('82. 2.15∼19, 

파리)

아측 : 원자력상임위원 이병휘

불측 : CEA 청장

 Mr. Pecqueur

◦3개 신협력협정 체결

◦원자력안전협력

◦핵연료주기기술

◦원자로기술 등 7개

제 2 차

('83 1.11∼13, 

서울)

아측 : 원자력상임위원 이병휘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Ouvrieu

◦품질보증

◦고속증식로 공동연구

◦원자력비상협력

◦원자력요원 훈련 등 9개

제 3 차

('85. 6.17∼20, 

파리)

아측 : 원자력상임위원 권원기

불측 : CEA 청장

       Mr. Renon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장

◦핵연료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증기발생기 코드인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등 7개

제 4 차

('87.11.19∼20, 

서울)

아측 : 안전심사관 유욱종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Gerard Errera

◦고속증식로 도입 타당성공동    

연구

◦원자력요원 훈련

◦프랑스제공 대덕핵시설의 활    

용협력

◦부하추종타당성연구 등 12개

제 5 차

('89. 3. 3∼8, 

파리)

아측 : 안전심사관 권갑택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Gerard Errera

◦고속증식로 기술협력

◦가압경수로 안전성 연구개발    

협력 등 15개

제 6 차

('90. 6.19∼22, 

서울)

아측 : 원자력국장 전풍일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Paul Felten

◦경수로 핵설계 전산코드검증

◦원자력사업의 대국민이해

   (PA) 증진을 위한 협력

◦방사생태학 및 방사선측정연구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    

물 관리 기술협력 등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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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양측 수석대표 주 요 의 제

제 7 차

('91. 6. 3∼7, 

파리)

아측 : 원자력정책관 임채춘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Hubert Fortelle

◦KINS-CEA/IPSN간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력 약정

◦IAEA 원조 및 협력(TACP)    

체제를 통한 협력 등 14개

제 8 차

('92. 5.22∼26, 

서울)

아측 : 원자력실장 한 성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Hubert Fortelle

◦원자력 국민이해사업 협력

◦원자력요원 훈련 등 16개

제 9 차

('93. 5. 3∼7, 

파리)

아측 : 원자력정책관 김지호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Hubert Fortelle

◦MOST-DSIN간 안전협정

  개정

◦훈련생 확대 등 19개 

제 10 차

('94. 6.28∼30, 

서울)

아측 : 원자력정책관 최홍식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Dujardin

◦한․불 양국의 원자력계획 검토

◦차세대 원자로 연구개발협력    

추진 등 20개 

제 11 차

('95.12.13∼15, 

파리)

아측 : 안전심사관 이승구

불측 : IPSN 소장

       Mr. Vesseron

◦원자력공동위 운 방향 검토

◦방사선 생명과학 등 26개

제 12 차

('97. 7. 1∼2, 

서울)

아측 : 원자력정책관 이승구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Prettre

◦원자력공동위 운 방향 검토

◦핵사고 환경오염 제염 및 복    

구기술개발등 32개 

제 13 차

('99. 5.31∼6. 

2, 파리)

아측 : 원자력정책관 김용환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Prettre

◦원자력공동위 운 방향 검토

◦방사능생태학 연구, 중대사고분

석코드의 공동개발 등 27개

제 14 차

('01. 4. 11∼13, 

서울)

아측 : 원자력국장 조청원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Thiebaud

◦원자력공동위 운 방향 검토

◦방사선방호분야, 확률론적 안전

성 평가 등 13개



- 44 -

4.  러 시 아

   가. 원자력개발 현황

    1) 원자력개발 동향

러시아는 핵무기의 균형 유지와 더불어 국제 핵무기 감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원자력 복합체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재

창출한다는 기본정책하에 원자력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원자력 안전성

을 확보하며 원자력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투

자효율성 증진을 위해 고도의 원자력 기술을 마이크로 전자, 신소재, 의료기

기, 통신산업 개발분야 등으로 이전‧응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차세대 원자로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자력 안전성 보장, 환경

보전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2010년까지 원자력 기본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 다. 그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하고 차세대의 원자로를 개발하여 활용하기 위해 

국가에너지 수급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

다. 2000년까지를 제1단계인 개혁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향

상시키고 설비의 현대화를 도모하여 안전성이 향상된 제3세대 원자로를 개

발할 계획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2단계는 차세대 원자로에 의한 

전력생산 확대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원전의 경제성을 기술적 측면에서 향상

시키는 동시에 신기술을 토대로 차세대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2010년 

이후인 제3단계에는 전력공급 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기술을 완성시

키고 신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차세대 원자로를 건설하여 2010년까지 

폐지되는 원전의 전력을 보충하고 2010년까지 건설예정인 화력발전소를 신

형원자로에 기초한 중급 열병합 발전소로 일부를 대체하며 원전운  및 건

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국 기업체인 Rosenergoatom을 전담기

관으로 정부가 지정하여 원전의 부지선정단계부터 폐지단계까지를 운  및 

관리토록 하 다. 



- 45 -

원전의 안전성 보장 및 향상을 위해 국제안전기준 제정 이전에 건설된 제

1세대인 8기의 원자로는 '90년부터 특수운  허가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

다. 이들 노형은 수명 종료후 신형원자로로 대체될 예정이며 차세대 원전설

계시 노심용융사고 발생확률과 노심용융사고시 방사선 누출확률을 개선할 

것이다. 

우라늄산업분야에서는 세계 우라늄시장의 5% 이상을 공급토록 하며, 

VVER형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량 증대로 2002년까지 2개

의 사용후 핵연료 가공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2000∼2010년 기간중에 U-Pu 

혼합핵연료 생산과 순환우라늄을 VVER형 원자로에 사용할 수 있는 성형가

공 공장을 2개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0년까지 모든 액체폐기물을 고체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Mayak 지역내에 조성하며 사용후 원전연료 최종처분과 유리고화된 액체폐

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실험실을 설치‧운 하고 가공할 수 없는 사용후핵연

료 및 유리고화된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처분 

부지를 2000∼2010년 기간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14기의 원자로(7,354MW)가 수명기간을 다할 계획이므로 원전 

폐지기간과 방사성물질의 수명 등을 고려하여 제1단계로 원전 폐지후 2∼6

개월간은 상업운전 중지후 핵적 안전상태에 이르게 하고, 제2단계로 3∼5년

간 원자로를 임시대기 또는 동결 조치하며, 마지막 단계로 20∼30년 동안 원

자로를 안전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지연해체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원전 

폐지를 결정할 때는 다른 원자로의 대체 가능성과 기존 부지의 재활용 가능

성 여부에 비중을 두어 기존 원전의 매장과 완전 철거 가능성을 검토한다. 

대체 원자로가 없을 경우 시설의 부분해체(정지후 1∼2년)나 완전해체 또는 

원자로 매장(정지후 5∼10년)등 구체적인 폐지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2) 원자력발전 

러시아의 경수로는 VVER형과 RBMK형으로 구분되는데 VVER형은 세계 

최초 원전인 Obninsk의 5MW급 원전 이용을 시작으로 1단계의 

VVER-210/365형, 2단계 VVER-440형을 거쳐 3단계의 VVER-1000형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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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되어 왔다. RBMK형은 RBMK-1000/1500형이 개발되어 이중 RBMK-1000은 

현재 러시아에 11기가 운 되고 있으며, RBMK-1500형은 리투아니아 

Ignalinsk 원전에 2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 냉각재로 Co 가스를 사용하

는 150MW급 중수로가 개발되어 체코의 Yaslovsk Boguntsky에 건설된 바 

있다. 최근 러시아는 VVER-1000과 VVER- 440에 기본을 두고 운전수명 기간

이 50∼60년에 이르는 630MW급 중출력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이 10배 이

상 줄어 드는 신형 원자로를 채택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운전중인 러시아의 발전용 원자로는 총 29기이며 발전량은 

21,242 MWe에 달하고 있다. 현재 폐지된 원자력발전소는 Beloyarsk 1, 2호

기이며, 폐로중이거나 구적으로 Shut Down된 원전은 13기이다. 

러시아는 원자력발전이 전체 에너지 수요의 3%를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

점유율이 12.7%에 달하 다. 러시아의 원자력발전 생산비율은 북부, 중부 및 

Volga 지역이 각각 47.8%, 23.9% 및 16.4%이며, 지역적으로 강한 편중 성향

을 보이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폐지 및 해체에 상당한 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의 원자력발전은 저렴한 핵연료비용, 소량의 환경 향물질 배출 및 

경제성으로 인하여 기저부하형으로 운전되고 있다.11) 

한편, 러시아는 '46년부터 연구용원자로를 활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6기의 연구로 및 실험로를 건설 및 운 중에 있다. 10MW급 이상 연구용원

자로는 재료시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100MW급 SM-2('61년 가동)와 

MIR/MI('66년 가동), 40MW급 MR-40(‘63년 가동) 등이 있으며, '80년대 이후 

가동된 연구용원자로는 Argus, IR-8, OR, RBT-10/1, RBT-10/20이 있다. 현재 

폐로중인 원자로는 IFR, MR, SBR-2, TR 등 4기이다. 특히 Dmitrovogradsky 

SM-2 실험로는 세계 최고의 열중성자 도를 지니고 있다. 

11) 그러나 Bilibinno 발전소에 위치한 4기는 통합전력계통과 분리되어 있으며 이

는 부하추종이 가능한 형태로 운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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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러시아의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 현황12)

발전소명 지역명 노  형 상업운전* 운 전 자

    Balakovo

Unit 1 Saratov VVER-1000/320 1985 Rosenergoatom

Unit 2

Unit 3

Unit 4

Saratov

Saratov

Saratov

VVER-10000/320

VVER-1000/320

VVER-1000/320

1997

1988

1993

Rosenergoatom

Rosenergoatom

Rosenergoatom

    Beloyarsk

Unit 3 Yekaterinburg BN-600 1980 Rosenergoatom

    Bilibino

Unit 1+

Unit 2+

Unit 3+

Unit 4+

Chukotka

Chukotka

Chukotka

Chukotka

EPG-6

EPG-6

EPG-6

EPG-6

1974

1974

1975

1976

Rosenergoatom

Rosenergoatom

Rosenergoatom

Rosenergoatom

    Kalinin

Unit 1

Unit 2

Tver, Volga

Tver, Volga

VVER-1000/338

VVER-1000/338

1984

1986

Rosenergoatom

Rosenergoatom

    Kola

Unit 1+

Unit 2+

Unit 3

Unit 4

Murmansk

Murmansk

Murmansk

Murmansk

VVER-440/230

VVER-440/230

VVER-440/213

VVER-440/213

1973

1974

1981

1984

Rosenergoatom

Rosenergoatom

Rosenergoatom

Rosenergoatom

    Kursk

Unit 1

Unit 2

Unit 3

Unit 4

Kursk

Kursk

Kursk

Kursk

RMBK-1000

RMBK-1000

RMBK-1000

RMBK-1000

1976

1979

1983

1985

Rosenergoatom

Rosenergoatom

Rosenergoatom

Rosenergoatom

    Leningrad

Unit 1

Unit 2

Unit 3

Unit 4

Sosnovy Bor

Sosnovy Bor

Sosnovy Bor

Sosnovy Bor

RMBK-1000

RMBK-1000

RMBK-1000

RMBK-1000

1973

1975

1979

1981

Leningrad

Leningrad

Leningrad

Leningrad

    Novovoronezh

Unit 3+

Unit 4+

Unit 5

Voronezh

Voronezh

Voronezh

VVER-440/179

VVER-440/179

VVER-1000/187

1971

1972

1980

Rosenergoatom

Rosenergoatom

Rosenergoatom

    Smolensk-Operating

Unit 1

Unit 2

Unit 3

Smolensk

Smolensk

Smolensk

RMBK-1000

RMBK-1000

RMBK-1000

1983

1985

1990

Rosenergoatom

Rosenergoatom

Rosenergoatom

Experimental Dimitrovgrad BOR-60 1969 NIAR

    * First power + Due for decommissioning

12)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Decem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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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러시아의 2010년까지 건설중 혹은 계획중 원전 현황13)

발전소명 지역명 노형 용량(Net)
상업

 일시*

Chukotka - 건설중

(Floater)
Pevek KLT-40 - 2005

Kalinin - 건설중

 Unit 3
Tver, Volga VVER-1000/320 950 2000

    Kola 2 - 계획중

Unit 5

Unit 6

Murmansk

Murmansk

VVER-640/407

VVER-640/407

635

635

2010

2010

    Kursk - 건설중

Unit 5

Unit 6

Kursk

Kursk
RMBK-1000 925

2000

2010

    Leningrad - 건설중

Unit 5 Sosnovy Bor MKER-800 780 2010

    Leningrad Northwest - 계획중

Unit 1 Sosnovy Bor VVER-640/407 635 2005

    Novovoronezh - 계획중

Unit 6

Unit 7

Voronezh

Voronezh

VVER-1000/NG

VVER-1000/NG

950

950

2005

2005

Primorsk

(Floater)
Primorsky KLT-40 - 2010

    Rostov - 건설중

Unit 1

Unit 2

Volgodonsk

Volgodonsk

VVER-1000/320

VVER-1000/NG

950

950

2000

2005

    South Urals - 건설중

Unit 1 Chelyabinsk BN-800 600 2010

    Voronezh - 건설중

Unit 1

Unit 2

Voronezh

Voronezh

AST-500

AST-500

n/a

n/a

2005

2005

    * First power

  

13)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Decem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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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연료주기

구소련 체제하에서의 핵연료산업은 구소련내 수요 및 외부 인접국가에 핵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우라늄 채광은 주

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우즈베키스

탄에서 행해졌다. 이들 지역에서 채광된 모든 원광은 정련, 변환 및 농축을 

위하여 러시아로 이송되었으며, 주로 카자흐스탄에서 연료봉 제조가 수행되

었다. 러시아는 핵연료주기의 각 부문에 있어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연료 및 원광시설은 100GWe의 원자력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 과거 50년 동안 핵연료주기 시설의 운전은 국가비 로 취급되었

다. 그러나 러시아의 핵연료주기시설의 공개정책하에서 원자력부

(MINATOM)는 최근에 핵연료주기 관련 정보의 대부분을 공개하 고, 많은 

핵연료 관련 회사를 상업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약 100∼200억불 상당의 정련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소련 체제내에서 알려 졌던 우라늄자원의 

대부분은 '91년 구소련 체제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소유

가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에도 Vitimsky 지역에 약 52,000톤, Streltsorsk 지

역에 약 167,000톤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다. 

러시아는 천연우라늄 생산량이 100GW급 원전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므

로 세계 우라늄 시장의 5% 이상을 공급토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 러시아 Techsnab-export와 '94년 3월 농축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울진 3, 4호기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1개 Mayak 혼합핵

연료 생산공장을 통해 CIS국과 구소련 당시 공급한 VVER형 원전에서 발생

되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량 증대로 2002년까지 2개의 사

용후 핵연료 가공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2000∼2010년 기간중 

U-Pu 혼합핵연료 생산과 순환 우라늄을 VVER형 원자로에 사용할 수 있는 

성형가공공장 2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VVER-1000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제외)은 2010

년에 액체폐기물 약 70만m
3
, 고체폐기물 약 50만m

3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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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력 관련기관

소련연방의 붕괴로 '92년 1월 원자력조직의 기능조정과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의 원자력부(MINATOM, Ministry of Atomic Energy)는 '53년 중기계공

업부(MMSME, Ministry of Medium Scale Mechnical Engineering)에서 '89년 

원자력산업부(MAPI, Ministry of Atomic Power and Industry)로 변경되었다

가 현재의 원자력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원자력부의 기능은 일반 산업기능

을 타부처로 이관하고 원자력만 중점 관장하고 있다. 구성 인력은 장관, 수

석차관을 포함한 7명의 차관등 1,000여명이며, 수석차관의 주요기능은 원자

력산업 수출정책 수립과 원자력기술개발의 촉진, 원자력분야 민수화 및 생산

허가 조정 그리고 핵연료주기업무 및 원자력산업의 프로그램 조정 등이다. 

정부 산하연구기관으로는 최대 연구기관인 쿠르차토프연구소는 러시아과

학센터 쿠르차토프연구소(Russia Scientific Center Kurchatov Institute, 

RSCKI)로 '92년 4월 개편되었으며, RSCKI 산하에 22개 단위 연구소14)를 소

유하고 있다.  또한 두브나연구소, 고에너지물리연구소, 화학기술연구소, 물

리기술연구소 등 9개 기관이 새로운 협회인 ASPECT (Association of 

Advanced Technology)를 결성하여 주요 분야의 신기술을 선별하여 외국과

의 공동 연구‧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나. 우리 나라와의 협력

우리 나라와 러시아의 원자력협력은 '88년 4월 러시아가 우라 나라에 중

수와 우라늄 등 핵물질 공급의사를 피력하면서 시작되었다.  2년후 '90년 5

월에 한전과 팜코간에 핵연료 구입 계약을 체결하여 '90∼'99년 10년간 총 

390톤의 핵연료 구입과 동시에 러시아 원자력산업부 차관보인 Mr. Tychkov

가 방한하여 첨단 원자력기술 제공등 양국간 원자력분야 협력의사를 표명하

여 왔다.  

14) 원자로(연), 원자로기술재료(연), 원자력안전(연), 소립자물리(연), 일반핵물리(연), 

초전도체와 고체물리(연), 분자물리(연), 핵융합 및 프라즈마기술(연), 화학물리

(연), 플라즈마물리(연), 정보기술(연) 등 11개 연구소와 과학기술기업 

“Information Researches Systems" 및 "Techno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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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9월 차관을 비롯한 8명으로 구성된 우리측 과학기술 협의단이 러시

아를 방문하여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산업부간 원자력협력약정 체결 추진, 한‧

미‧러 3국간 원자력평화이용 세미나 개최 합의, 체르노빌 국제원자력연구소

와 공동연구사업 추진, 원자력 지역난방 및 레이저 등 16개의 공동연구과제 

추진 등을 합의하 다. 

우리측의 방문에 이어 러시아의 원자력산업부 Mr. Tychkov 차관보가 재

방문하여 양국간의 원자력협력약정 초안과 원자력 지역난방 등 19개 공동연

구과제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협력의 기반이 다져지기 시작했다. '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양국간의 원자력협력의정서가 체결되어 

'91년 3월 제1차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제

6차에 걸쳐 동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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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구분 수석대표              주요의제

제1차

(91.3.22-3.29

서울)

아측: 과기처 차관 서정욱

러측: 원자력산업부 차관

      B. V. Nikipelov 

-과기처와 소련 원자력산업부간 협의록 

서명 교환

-고속증식로 기술에 관한 MOU 서명 등

제 2차

(1992. 6.1∼2,

모스크바) 

아측: 과기처 차관 서정욱

러측: 원자력부 차관

     Vitaly F. Konovalov

-구 소련협력관계의 러시아 승계문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 등 10개 

의제

3차

(94.6.11-6.14

서울)

아측:과기처 원자력정책관 

최홍식

러측:원자력부 원자로국장  

E. N. Ivanovich 

-원자력발전소 운전 및 안전성 제고 등  

 10개 의제

제 4차

(1995. 12. 18∼20,

모스크바)

아측: 과기처 안전심사관  

 이승구 

러측: 원자력부 국제협력  

 위 부위원장

      G. F. Nefedov

-원자력협력협정 격상 체결

-Zr-Nb 합금개발, 레이저개발 및 응용 

등 13개 의제

제 5차

(2000. 9. 7∼9,

서울)

아측: 원자력국장 이헌규

러측:원자력부 차관

   Mr. B. I. Nigmatulin  

-액티나이드계 및 핵분열생성물 핵종변환 

공동연구 등 12개 과제

제 6차

(2001. 5. 28∼6.3,

모스크바) 

아측: MOST차관 유희열

러측: 원자력부 차관보

     Mr. Nigmatulin

-소멸처리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 연구 

등 1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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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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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작하 다. 원전의 시간당 가동률도 83.3%를 기록하 다. 이러한 높은 이용률

은 원자력의 불시정지 건수와 정지일수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반해, 

정기검사 기간을 단축시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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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운

전을 시작한 이바라키에 위치한 소형 발전소로서 13MWe와 159MWe 용량의 

원자로이다.

   이는 일본의 상업용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폐로 조치되는 것으로, ’98년 5

월부터 원전연료 인출을 개시하고 계통을 제염한 후, 5∼10년 정도의 감쇄기

간을 거쳐 해체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해체비용은 약 

250억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시설로는 연구용 원자로 19기가 운전중에 있고 3기는 건설

중에 있다. 재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800톤U/년으로 건설중에 있으며 2003

년 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100만㎾ 원전 30기분 처리용량이

다.

   농축시설은 처리용량 1,050톤SWU/년의 시설을 운 중에 있으며 향후 

1,500톤SWU/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이는 총 소요량의 30%를 공급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1차분 4만㎥를 1992년 운  개시한 이래 처분용

량을 총 60만㎥으로 증가시켰다. 기타 주요 시설로는 변환시설 3곳, 핵연료

가공시설 7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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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본의 원자력이용 

   일본의 원자력이용의 역사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에 기초하고 있다. 과거 

40년 동안 일본은 50여기의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 다. 원자력은 현재 

전력수요의 1/3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국민들의 엄격한 감독으로 

일본의 원자력발전은 비록 작은 사고는 있었지만 별다른 방사능 누출 사고 

없이 순조롭게 성장하 다. 

   일본의 경수로 기술은 지금 성숙단계에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달리 

부존자원이 열악한 일본은 우라늄 자원을 신중히 사용하는 입장을 취하 다. 

그래서 일본은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다시 사용하기 위해 플루토늄과 연소되

지 않은 우라늄을 추출하는 정책을 추진하 다. 이것은 자원을 최대한 이용

하고 방사성폐기물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방사선의 이용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과 함께 

시작된 이 분야에서의 노력은 입자 가속기와 원자로를 이용하는 진보된 응

용을 많은 분야에서 수행되게 하 다. 이외에도 방사학과 방사선의 식품조사

와 같은 다른 유망한 분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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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0>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현황15) 

                      

설치자 발전소명 위치
시설용량
(만㎾h)

부지면적
(만㎡)

비고

日本原子力

 發電(株)

東     海 茨城縣 那珂郡 東海村 16.6 11

東海 第二 茨城縣 那珂郡 東海村 110.0 20

敦      賀 福井縣 敦賀市
1호기

2호기

35.7

116.0
220

北海道電力(株)     泊      北海道 古宇郡 泊村
1호기

2호기

57.9

57.9
128

東北電力(株) 女川原子力
宮城縣 牡鹿郡 女川町, 

牡鹿町

1호기

2호기

52.4

82.5
173

東京電力(株)

福島

第一原子力 

福島縣 双葉郡 大熊町, 

双葉町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46.0

78.4

78.4

78.4

78.4

110.0

320

福島

第二原子力 

福島縣 双葉郡 大熊町, 

楢葉町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110.0

110.0

110.0

110.0

150

柏崎․刈羽

原子力 

新潟縣 柏崎市 刈羽郡村, 

刈羽村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7호기

110.0

110.0

110.0

110.0

110.0

135.6

135.6

420

中部電力(株) 浜岡原子力 靜岡縣 小笠郡 浜岡町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4.0

84.0

110.0

113.7

160

15)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Decem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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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 발전소명 위치
시설용량
(만㎾h)

부지면적
(만㎡)

비고

 北陸電力(株) 志賀原子力  石川縣 羽昨郡 志賀町        54.0    160

 關西電力(株)

 美     濱  福井縣 三方郡 美濱町

1호기  

2호기

3호기 

34.0

50.0

82.6

    52

 高     濱  福井縣 大飯郡 高濱町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82.6

82.6

87.0

87.0

   235

 大     飯  福井縣 大飯郡 大飯町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117.5

117.5

118.0

118.0

   175

 中國電力(株) 島根原子力  島根縣 八束郡 鹿島町
1호기2

호기

46.0

82.0
   167

 西國電力(株)  伊   方  愛媛縣 西宇郡 伊方町

1호기

2호기

3호기

56.6

56.6

89.0

   86

 九州電力(株)
玄海原子力

 佐賀縣 東松浦郡

 玄海町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5.9

55.9

118.0

118.0

   84

川內原子力  鹿兒島 川內市
1호기

2호기

89.0

89.0
  145

 動燃事業團

新型轉換爐

原爐型(후겐)
 福町縣 敦賀市 16.5    30

高速增殖爐
原型爐型
(몬주)

 福町縣 敦賀市 28.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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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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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개발에 착수하 다. 

    일본의 원자력 개발 기본정책은 원자력기본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평화

적 이용, 국제적 공헌 및 자립, 민주주의, 공개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 일본의 원자력개발은 에너지 개발 및 방사선의 이용과 함께 시작되었으

며, 현재는 종합적인 과학기술 분야로서 취급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 수립에 

따라 주로 정부 기관에 의해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며, 기술이 상업화 단

계에 들어서면 민간 분야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이

용의 특징이다. 원자력정책은 매 5년마다 개정되는 국가의 ‘장기 원자력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7번 개정된 바 있다. 장기 원자력 개발 

계획은 원자력발전, 21세기에서의 원자력 과학기술의 산업적 이용의 확장 및 

민 화를 고려한 새로운 시각에서 수립되고 있다. 

    2) 정부의 계획과 민간의 수행 

    일본의 원자력개발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

었다.  냉전 시대에서의 원자력정책은 일본 원자력산업의 모든 기술을 개발

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다. 정부정책에 따라 기술의 신뢰성과 핵비확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JAERI와 JNC(PNC에서 명칭변경)은 최종 이용자, 즉 전

력회사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농축, 핵연료재처리, 신형전환로(ATR), 고속로, 

안전연구 등에 있어서 기술의 상업적 이용을 지원하면서 주로 연구 및 개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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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을 위한 것들이다. 비용은 현재의 원자력계에 있어서의 주요 요인이며, 경

제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민간부문의 임무이다. 동시에 사회와의 상호 신뢰

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원전사업 해당지역을 포함한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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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일본에서의 원자력개발 활동은 국가 정책에 기초한 민간운 에서 비롯

된다. 고속로, 개량형 핵연료 재처리, 고준위폐기물의 지질학적 처분, 원자력 

안전 등에 관한 연구결과는 그렇게 순조롭게 민간부문으로 이전될 것 같지 

않다. 원자력정책에 대한 일본 국민의 합의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지방 정부와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 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안

전을 보증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윤을 추구하는 민

간 회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실행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협력활

동에는 바로 처음부터 민간 회사에게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다. 

    4) 국민합의와 정책결정 

    미래의 국가정책에 대한 결정은 고도로 민주화된 나라로서 일본 사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보의 개발, 투명성, 지도력과 책임은 필요한 

요소들이다. 누가 장기 개발을 지원하는가?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가? 군사적 목적에서 최신 기술이 개발된 많은 사례가 있지만 평화적 이용

을 제한하는 막대한 기술개발에 순응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민주

사회에서의 막대한 투자는 가능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등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부분적으로는 1999년9월30일 도까이무라 JCO에서 발행상 우라늄전환 임계사

고와 수년전 몬주 사고 때문에 일본 사회는 원자력에 대한 걱정과 불신을 

경험하고 있다. 일본사회는 지금 일본의 원자력 연구개발이 새로운 세기의 

도래에 앞서 검토되고 시험되기를 바라고 있다. 

    5) 원자력산업 정책

    일본은 프랑스와 함께 활발하게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며 

원자력 전 분야에 걸쳐 선진기술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유 안전고속로 분야

에서 매우 활발한 연구 진행 중에 있으며 원자력 사업을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JNEL, JAPCO)로 전환 중에 있다. 그러나 가속기개발 및 핵융합연구 등 

국가프로젝트는 계속 정부주도(JAERI, 이화학연구소 등)로 추진하고 있다. 원

자력발전을 경제성장과 에너지안보 확립 및 환경보전을 중심에너지원으로 

결정하고 2010년도 원자력발전 계획량을 4,800억㎾h로 발전량 점유율 45%을 

목표로 설정하 다. 한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한 후 원전연료(MOX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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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하는 정책 추진하고 있다.

 다. 원자력 관련 주요 정부조직

  •과학행정의 변경

    -일본은 2001. 1. 6 중앙 省廳등 개혁에 의해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시책

등을 위한 종합과학기술회의가 내각부에 설치되었으며

    -문부성과 과학기술청(STA)가 통합하여 과학기술과 학술의 융합. 제휴가 

추진됨

  •분부과학성 내의 원자력관련부서

    -과학기술,학술 정책국: 정책과, 조사조정과, 기반정책과, 원자력안전과,   

                      계도관, 국제교류관

    -연구진흥국 : 진흥기획과, 연구환경,산업연휴과, 정보과, 학술연구조성과, 

기초기반연구과, 생명과학과,  양자방사선연구과

    -연구개발국 : 계발기획과, 지진조사연구과, 해양지구과, 우주정책과, 원

자력과, 핵연료주기연구개발과

                    <그림 2-4> 일본 행정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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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일 원자력협력 현황

    1) 한․일 원자력협력 

    한․일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유사한 경제․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과학

기술분야에서 상호 발전적이고 긴 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85년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이 본격

화되었으며 90년대 10여 차례 정상회담과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 공동

연구, 인력․정보교류 등이 한층 심화․발전되었으며 양국간의 협력현황은 

다음과 같다. 

   ◦ `84.7 제6차 한․일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시 KAERI․JAERI간 협력 

합의

   ◦ `85.8 냉각재상실사고 안전성 시험연구 등 7개 과제에 대한 협력약정 

체결  (KAERI․JAERI, `85-`87)

   ◦ `89.11 원자로사고시 원자로내 핵연료 거동 등 6개 과제에 대한 협력

약정 체결 (KAERI․JAERI, `89-`90)

   ◦ `90.5  한․일 정상회담시 외무부장관간 원자력협력 합의각서 교환

   ◦ `91.2   MOST․MITI간 원자력안전협력 합의각서 교환

   ◦ `91.12  MOST․STA간 원자력안전협력 합의각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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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5   KASRI․JAERI간 원자력기술협력 실행약정 체결

   ◦ `95.9   KAERI․CRIEP간 원자로 관련 R&A기술협력 MOU서명

   ◦ `97.6   제6차 한․일 원자력협의회 개최

   ◦ `00.3   제7차 한․일 원자력협의회 개최

   ◦ `01.8   KAERI․JAERI간 원자력기술협력 실행약정 연장 

    2) 한․일 원자력협의회 개최 현황

    제7차 한․일  원자력협의회가 (2000. 3. 22∼23)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인적요소 연구등 20개 의제를 협력하 다. 이외에도 '00. 

8. 1일자로 과기부와 일본 과기청간에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약정을 체결하

으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 지식정보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측이 원자력백과사전(ATOMICA)의 내용을 무상으로 제공하 다. 

한ꠂ일 원자력협의회는 `90년 5월 대통령 방일시 한․일 양국정부간에 서명, 

교환된 한․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각서에 의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일 정부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하 다.

   ◦ 협력분야

  -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 방사선방호와 환경감시

  -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에 관한 연구와 응용

  - 기타 양국정부 사이에 합의된 분야

   ◦ 협력방법

  - 원자력안전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 교환

  - 과학기술정보의 교환

  - 과학자․기술인력과 기타 전문가들의 교환

  - 공동연구 및 기타 양국정부 사이에 합의된 사항 등

   ◦ 협의회 개최 :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정례적으로 개최

   ◦ 협력기간과 조건 : 협력기간과 조건은 필요한 관계정부의 승인하에 당

사자간에 결정

   ◦ 국제협약 준수 확인 : 양국정부는 “핵사고시 조기통보 및 지원에 관한 

협약들”을 준수

   ◦ 주요참가기관

  - 한국측 : 외교통상부(주관기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한국원자력

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

술주식회사 등



- 62 -

 - 일본측 : 외무성(주관기관), 통상산업성, 과학기술청, 자원에너지청, 

일본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센터, 원자력발전안전정

보센터, 발전설비기술검사협회, 원자력안전해석센터 등

                <표 2-11> 한․일 원자력협의회 개최 실적

구 분 수 석 대 표 주 요 의 제

제1차

‘90.11.8-9

외무부

아측: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일측: 외무성 외교정책국 

군비관리과학기술 담당관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개발 

등 16개

제2차

‘92.11.11-12

동경

아측: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일측: 외무성 외교정책국 

군비관리과학기술 담당관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개발 

등

제3차

‘93.1.18-20

외무부

아측: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조원일

일측: 외무성 과학기술심의관 Suto 

Takaya 

◦인적과오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System 공동개발 등 

27개

제4차

‘94.5.10∼13

동경

아측: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최 진

일측: 외무성 외교정책국 

군비관리과학기술 심의관, HAYASI

◦인적과오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System 공동개발 등 

29개

제5차

‘’95.11.22∼24

서울

아측: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윤지준

일본: 외무성 군비관리 과학심의관 

Mr. Takekazu KAWAMURA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등 30개

제6차

‘97.3.31-4.2

아측: 외교통산부 국제경제국장

일측: 외무성 군비과학 심의관
◦인적요소 연구등 29개

제7차

‘00.3.22∼23

서울

아측: 외교통산부 국제경제국장

일측: 외무성 군비과학 심의관
◦인적요소 연구등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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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태지역 원자력 협력 

    일본은 90년이래 매년 「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 국제회의」(ICNCA)를 

주최하여 왔으며, ‘99년 3월 제10차 ICNCA를 성공적으로 개최하 다.  2000

년부터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으로 개칭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관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기

념하여 동 회의의 2002년 한국개최를 초청하 다.

  6. 중 국 

   가. 원자력개발 현황  

    1) 원자력개발 동향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은 원자력을 개발하는 것이 급속한 산

업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계속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

키는 현명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 다. 중국은 수년간 급속한 경제개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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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포되어 있지 않다. 석탄은 대부분 중국의 북부 및 북서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력 자원은 남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인구 도가 높고 산업개발된 남

동부 지역은 1차 에너지 자원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철도 수송량의 약 

80%와 화물 수송량의 약 30%는 북부에서 남부지역으로의 석탄수송에 이용

되고 있다. 석탄의 장거리 수송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지역의 에너지자원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

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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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보호 운동과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소의 지속적

인 건설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은 향후 

매년 100만kW급 원전 1기를 지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2) 원자력 발전 현황 

   진산 1단계는 300MW급 경수로 1기이다. 이 원자력발전소는 국내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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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설계‧건설된 것으로 ’91년에 최초로 계통 병입되었으며, ’92년 7월에 최

대 전력으로 상승되었다. 

   2기의 900MW급 경수로인 대아만 원전은 중국 본토에서의 두번째 원전이

다. 광동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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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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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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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자력 생산능력은 2.266 GW로 0.82%이다.

                   <표 2-12> 중국의 운전중인 원전 현황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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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국에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 강화가 또한 도움이 되고 있다. 

    가) 진산 원전 2단계 (600MW PWR 2기)

    이 원전은 600MW급 2기의 경수로이며, 두번째로 자력 설계‧건설하는 

것이다. 장비 국산화를 위해 설계‧엔지니어링 실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일

부 연구개발 시설들이 확대되었다. 진산 1단계에 대한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16) 원자력 국제협력 추진방안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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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참조 발전소의 설계도면, 관련 코드와 기준 전체를 수입하 다. 중국

은 시스템 설계‧분석 소프트웨어, 장비 및 핵연료다발을 프랑스의 프라마톰, 

EdF, COGEMA로부터 구입하 다. 진산 2단계 원전 건설은 ’96년 6월 콘크

리트 타설로 시작되었으며, 사업계획에 의하면 2002년에 계통병입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중국에서의 진산 2단계 원전 건설을 통하여 중국은 600MW급 

경수로 원전을 독자적으로 설계, 건설, 운전할 수 있다. 

   나) 링아오 원전 (900MW PWR 2기)

    링아오 원전은 대아만 원전의 후속으로 대아만 원전보다 일부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중국 본토에서의 2번째로 큰 상업용 원전이다. 이 사업을 위해 

프라마톰, GEC Alsthom은 아직도 각각의 부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

나 EdF는 대아만의 사업 서비스 대신에 사업자문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았다. 

중국 회사들은 설계 및 부품 공급에 일부 참여할 예정이며, BOP 부품의 국

내 구매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중국 기술연구소들은 전반적인 설계, BOP 

설계, 외국 공급업체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기술적인 조정을 책임지도록 요청

받았다. 전력회사는 사업관리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97년 5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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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문에 진산 3단계는 턴키 사업으로 수행될 것이다. 이는 주요 계약자인 

AECL이 사업관리, 전반적인 설계, 핵증기공급계통의 설계 및 부품 공급, 기

술적인 조정을 책임지게 된다. 일본 히타치, 미국 벡텔은 AECL의 하부 계약

자로서, BOP 설계 및 부품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원전의 건설 및 설치는 중

국 회사가 맡고 있다. 사업일정에 따르면, ’98년 6월에 콘크리트 타설되었으

며, 제1호기가 2003년에 상업운전이 시작될 것이다. 

   라) 연운항 원전 (1,000MW VVER 2기)

   이 대규모 상업 원전은 중국과 러시아간의 협력의 산물이다. 설계는 러시

아 연구소의 책임이나, 중국 연구소도 설계에 일부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계측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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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년 12월에 체결되었다. 부지의 사전 토목공사는 ’99년 10에 시작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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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중국이 4개 부지에서 8기의 원전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은 매

우 도전적인 일이며,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중국의 능력을 보여 

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표2-13> 중국의 건설‧계획중인 원전 현황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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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 정책 방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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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하에 원자력 국제협력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원자력 기초기술, 특히 실험에 강점이 있고 핵연료 주기기술등은 상

당한 수준이나, 원전건설․운 등 상용화 기술은 미흡하므로, 선진국 기술지

원 하에 원전건설 추진중에 있다. ‘97.10 중․미 정상회담(클린턴/강택민, 워

싱턴)을 계기로 미 의회가 미국의 대 중국 원전기술 금수조치를 해제(’98.3)

17) 원자력 국제협력 추진방안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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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국의 원천기술인 한국표준형원전(KSPN)의 대중국 수출 제한이 해제

되었다.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위하여 IAEA에가입(‘84.1), 핵물질 물리적방호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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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수출통제체제)에는 미가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원자력정책 기본노선은 ① 주도적 역할, ② 국제 원전기술개발동향 

추적, ③ 입중된 설계 및 기술도입, ④ 핵심기술 전수로 원전기술자 및 국산

화 실현 등에 두고 있다.  중국의 원전시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잠재력

이 크고 우리 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으며,  주요 협력추진방향으로는 ① 

중국 원전기술 진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활성화, ② 사전조사

활동 강화와 인력 양성, ③ 단계별 장기전략(예: 수출전략)의 수립․시행 등 

중국은 한국의 원전기술자립, 특히 국산화 전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

다. 우리 나라는 원전기술을 자립한 과거 경험과 현재의 정책 및 전략추진을 

기본으로 중국 관련기관과 유대관계 강화 필요가 필요하다.

     나) 원전개발 계획

     원전개발은 안전, 경제성, 신뢰성 및 기술등에 중점을 주면서 “다른 국

가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기술도입 및 자립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지침을 추진할 것임.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며 경수로기

술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할 것임. 원전사업의 

설계, 제작, 건설 및 운 분야에서의 자립은 필요한 기술개발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며 기술자립이라는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을 때 이

루어질 것임. 또한 차세대 첨단원전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하여 고속중성자로 및 제어 핵융합로 연구

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핵물리, 원자력화학, 방사선화학, 제어 핵융합, 이온물리, 원자로

물리, 대전류(high current) 가속기 기술, 첨단 핵탐지 및 분석,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등을 포함한 원자력과학의 기초분야의 연구개발에 전력을 기울

일 것이다.

      다) 원자력기술의 응용 

      동위원소의 핵의학 및 생명공학분야에의 이용도 추진되고 있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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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자 핵클리닉을 위한 방사성의학 및 디지털진단장비도 개발될 것이다. 방

사성면역분석(Radioimmunoassy, RIA) 키트 이용 분야도 확대될 것이며 이 

분야의 성과도 증대될 것이다. 농산물의 방사선 처리를 확대하고, 방사선으

로 가교(cross-link)된 열에 수축되는 제품, 와이어, 케이블을 다른 산업분야

에 이용하는 것도 확대하며 방사선으로 “고체, 액체, 기체 폐기물”을 산업화

를 추진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

      중국은 원자력기술의 산업, 농업, 의학적 이용에 많은 성과를 이룩함. 

특히 1990년대, 산업 및 의학적 이용을 위해 전자가속기 수가 크게 증가되었

으며, 산업체의 코발트원 이용도 폭넓게 활용되고있다.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 기술도 하이테크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이용분야에서 탈

피하여 생명공학, 재료과학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새로운 경제성장의 

축이 되고 있다. 

의학적 이용에 있어서, 중국에는 2,0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사용되는 100종류 

이상의 방사성의약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40개 이상있다.

    4) 원자력 관련기관

     가) 중국원자력관리체제 개편

     중국의 원자력 행정체제는 1999년 6월 구 CNNC를 정부기능을 가진 

분야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COSTIND)에, 원자력 전분야에 걸친 기술개

발기능은 새로운 CNNC에, 그리고 건설 및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CNEC로 

분리하는 안을 국무원이 승인함으로써 원자력부문 개혁을 완성하 으며 개

혁 전후의 체제 변화는 다음과 같음과 같다.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원자력, 우주, 선박, 무기, 항공 등 5개분야 

관장하고 있으며  계통공정 2사에서 다음과 같은 원자력공업을 담당한

다  ① 원자력공업의 민수전화, ② 업종관리규정 제정, ③ 체제개혁 및 

구조조정, ④ 품질․안전․계량․기준․통계, ⑤ 중대한 과학연구 및 

보급, ⑥ 원자력공업의 고정자산투자, 민수전환 계획

    - CAEA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소속기구로 대외적으로 원자력행정 

대표기관으로 국제 관계, 수출 정책 등 정책을 담당하며,  CNNC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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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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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이후 개칭( 문명칭 불변) 종전의 행정기능을 국방과기공

업위로 이전하고, 중국 핵공업건설집단공사(CNEC)를 별도 기구로 발

족하여 핵동력, 핵자재, 원전, 핵연료, 기사용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처분, 우라늄광 탐사와 채굴, 동위원소 등 핵에너지 및 관련분

야의 과학기술연구개발, 건설과 생산경 , 대외협력과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며 15개 산하연구소(CIAE, BINE, NPIC등)를 통한 R&D수행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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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5> 중국의 원자력 행정체제 개혁

    관련기관으로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국가 대형 투자 프로젝트로서의 원

전건설 승인권 보유하고, 중국핵공업건설집단공사(CNEA)는 원전 건설을 수

행하고, 국가핵안전국(NNSA)는 과학기술부 소속에서 국가환경보호총국 소속

으로 이관되어 방사선방호업무등 원자력안전업무 통합관리하고 산하에 ‘핵안

전중심’을 두고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

술부는 원자력 R&D 및 원전국산화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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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중 원자력협력 현황

     가) 협력현황 

     양국은 ’94. 10월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외무부장관/국가계획(위)주임)

하고 ’94. 12월 원자력안전협력 의정서를 체결(과기처차관/국가핵안전국장)하

여 원자력협력의 기반을 마련하 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원자력(연), 한국안전

기술원, 한국전력 등이 중국측 관계기관과 단편적인 협력사업을 추진중이나, 원

자력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이 종합된 거대과학기술로서 정부차원의 

협의체 운 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러한 

상호 인식하에, 양국은 과기공동(위)등을 통하여 「원자력협의회」운 에 대하

여 협의해 왔으나 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했으나 ‘99년 10월 중국원자능기구

(CAEA)와 과학기술부간의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설치․운 에 관한 약

정 체결함으로써 제1. 2차 한․중 원자력협의회가 '00.11 및 '01.10 서울과 중

국 북경에서 각각 개최되었으며 양국간에 협력현황은 다음과 같다.

   ◦ ‘92. 8 한․중 외교수립 이후 ’94.10 중국 이붕총리 방한시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

   -원자력(연), 안전기술원, 한전 등은 중국 핵공업총공사 및 국가핵안전

국 등과 각각 기술협력약정 체결

   ◦ ‘96∼’97 한전은 산동성에 「한국표준형원전」 2기 원전 건설 타당성 

조사사업 수행 및 중국 현지 기술설명회 등 개최

   ◦ ‘98.4 ASEM 정상회의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시 중국 원전건설사업

에 한국의 참여 기회를 주도록 요청 (’98.4 후진따오 국가부주석 방한

시도 총리께 요청)

   -중국입장 :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

여할 것을 기대함

   ◦ ‘98.11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 과학기술 및 핵 에너지 분야에서의 교

류와 렵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한․중 양국간 원자력 공동조정위 설치 등 협력채널 구축

   -‘98.6 송옥환 차관 방중시 핵공업총공사 부총경리와 면담하여 공동위 

개최, 기술조사단 교환, 협력확대 등 협의

   -‘98.9 IAEA 총회기간중 한․중 대표단 오찬 협의회시 원자력안전, 원

전운 , 운전요원 훈련등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

   -‘98.11 원자력기술조사단(단장 : 최재익 원자력정책관) 파견하여 중국

의 운전도입계획, 기술수준 등에 대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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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0 한․중 원자력공동위 설치․운 을 위한 「과기부와 중국원자

능기구(CAEA)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에 관한 약정

(Arrangemet)」을 체결

-‘00. 11 제1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개최(서울) 

-‘01. 8 제1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구성한 우리

측 기술협력조사단이  중국을 방문 상호 관심사항등 협력사항에 대

하여 조사 실시

       -‘01. 10 제2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개최(중국, 북경)

    나)공동연구 등 기관간 협력 현황

   

     ◦한․중 원자력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협력 가능분야 조사 및 구체적인 협력과제 도출(‘97.12-’99.12) : 연구

용 원자로이용, 열수력 안전연구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7개과제 상호 

협력키로 합의 등

   -연구기관 : 원자력(연)과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산하 연구기관, 

안전기술원과 국가핵안전국(NNSA)

    ◦기관간 원자력 협력약정 등 체결

   -KAERI-CNNC간 기본협력 양해각서(‘94.4)

   -과기부-NNSA간 한․중 원자력안전협력의정서(‘94.12)

   -기타 한전과 CNNC, KAERI와 청화대학 간 아이디어, 정보, 기술 인

력교환(1994), KAERI 와 NPIC 간 핵연료관리, 신형로개발 (1998), 

KINS와 중국복사방호연구원(CIRP)등이 각각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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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14> 한‧중간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 일람

체결시기 원자력관련 협정 상황 

‘94. 04 한국원자력연구소/중국핵공업총공사간 기본협력 양해각서체결 

‘94. 06 한전/중국핵공업총공사간 기술협력 약정 체결 

‘94. 09 
한국원자력연구소/중국 청화대학 핵능기술설계연구원간 협력 양

해각서(MOU) 체결 

‘94. 10 한‧중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94. 12 
한‧중 원자력안전협력의정서 체결(한 성 과기처차관/

Huang Qitao 중국 국가핵안전국장, 서울) 

‘95. 02 중국원전건설 타당성조사 양해각서 체결 (한전/중국핵공업총공사) 

‘95. 06
안전기술원(KINS)/중국 복사방호연구원(CIRP)간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분야 기술협력약정 체결(북경) 

‘95. 11 한국원자력연구소/중국핵공업총공사간 기술협력약정 체결

‘96. 04 안전기술원(KINS)/중국 국가핵안전국간 원자력안전협력약정 체결 

  ‘99. 10 
과학기술부/중국국가원자능기구간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설

치․운 에 관한 약정 체결

  ‘99. 11 KAERI/중국핵동력연구설계원(NPIC)간기술협력약정체결

                <표2-15> 한‧중 원자력공동위 개최 현황

구 분 수석대표 주요의제

제1차

(‘00.11.17

∼22, 서울)

아측: 과기부 차관 한 성

중측: CAEA 의장 장화추

◦진산2단계 NPA 개발 등 11

개 

제2차

(‘01.10.24

∼26,북경)

아측: 과기부 차관 유희열

중측: CAEA 의장 장화추
◦원자력발전 등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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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호 주 

   가. 원자력개발 현황

    1) 원자력개발 동향 

 호주는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용원자로 및 방사성동위원

소 이용, 우라늄의 채광과 수출 등의 주요 원자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3

년 국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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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관으로 바뀌었다. 

 '50∼'60년대에는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국이 호주내에서 핵실

험을 강행하여 야기된 정치적 상황, 풍부한 석탄과 화석연료에 비해 낮은 경

제성 등을 이유로 원전 건설로 이어지지 못하 다.

 원자력연구개발은 '87년 연방과학산업연구소(CSIRO :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로부터 분리독립된 ANSTO

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2) 우라늄산업 

 호주는 세계 제1의 우라늄광 보유국으로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29％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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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고 우라늄 생산을 증대시키는 신정책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남부지역의 WMC (Western Mines Corporation) 올림픽댐 광산, 북부지방의 

Jabluk 광산 및 Ranger 광산 등 3개 광산을 운 하고 있다. 2000년까지 남부

지역에 연 450톤 생산하는 2개 광산의 추가 개발을 추진중이다. 

 호주의 우라늄 생산은 최근 3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캐나다에 이어 세계 

제2의 우라늄 생산국으로 부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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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16> 국가별 우라늄 매장량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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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재처리하기로 결정하 으며, 또한 호주화 2억7천만불을 투자하여 

상기 연구로를 2005년까지 신형(Flux at Entruto Neutron Bean Tubes of 

3x104)으로 교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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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화

시켜 10년에서 20년 기간내에 호주로 반환될 것이다.

  4) 원자력 관련기관 

  호주의 원자력 관련 조직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원자력 관련기관은 다

음과 같다. 

o 외무무역부(DFAT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핵비

확산, 국제원자력협력을 맡고 있다.

o 원자력통제실(ASNO :  Australia Safeguards and Non-Proliferation 

Office)은 국가보장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8) 원자력 국제협력 추진방안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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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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6> 호주의 원자력관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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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산업과학관광부 (DIST :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Tourism)

는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o호주 원자력과학기술기관 (ANSTO : Australia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은 '53년 설립된 AAEC(호주원자력위원회)가 전신

이며, 산업과학관광부 산하기관으로 '87년 CSIRO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

으로 운 되고 있는 원자력연구기관이다. 인원은 약 840명이며, 방사성동

위원소 및 방사성응용, 생의학 및 보건, 환경과학, 신소재(Synroc 등) 및 

핵물질 통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ANSTO에는 '58년 건설

된 10MW HIFAR 연구용원자로가 있다. 동 연구용원자로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85％ 정도가 방사선 의학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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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안전규제를 관장하고 있다.

 나. 우리 나라와의 협력

 우리 나라 정부는 호주 정부와 '79년 5월 2일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 및 핵물질 이전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 고, '83년 11월 25일에는 동 협정에 따른 행정약정을 체결하 다. 

양국은 동 협정을 통하여 한‧호 원자력정책협의회 (The Korea/Australia 

Nuclear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하여 원자력관련 정책사항에 대한 협력

을 도모하고 원자력 기술의  교류를 증진키로 하 다. 특히, 국제핵비확산 

정책 및 핵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력, 원자력신소재 분야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하 다. '90년 2월 캔버

라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1차 

회의부터 10차 회의까지의 개최실적은 다음표와 같다.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

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는 호주로부터 연간 약 600톤의 우라늄정광을 아래표

와 같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우라늄정광 도입량의 약 34％에 해당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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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17> 우리나라의 우라늄 정광 (U3O8) 도입 현황

                                                              (단위:톤)

    국가

연도  
호주 캐나다 프랑스 국 러시아 미국 남아공

현물

시장
합계

‘90 475 852 88 0 386 0 0 0 1,802

‘91 700 552 343 0 303 0 0 0 1,898

‘92 700 552 427 0 166 0 0 0 1,871

‘93 382 597 918 0 224 0 0 0 2,151

‘94 382 341 532 0 197 0 0 460 1,944

‘95 488 341 556 210 378 70 0 226 2,304

‘96 628 341 0 210 659 0 0 0 1,874

‘97 1,726 432 390 390 418 354 130 371 3,798

‘98 988 432 324 390 1,017 233 70 0 3,454

합계

(%)

6,020

(28)

4,440

(21)

3,578

(17)

1,200

(6)

3,748

(18)

853

(4)

200

(1)

1,057

(5)

17,642

(100)

 

                <표2-18> 한‧호 원자력협의회 개최 현황

구  분 수 석 대 표 주 요 의 제

제 1 차

('90.2.26∼3.2,

 캔버라)

아측 : 과기처 원자력국장

       한 성

호주 : 외무무역성 군축, 방위  

       및 원자력국장 

       Mr. C. R. Jones

◦원자력개발, 

핵비확산정책 등 

   7개 

제 2 차

('92. 4. 6∼8,

 서울)

아측 : 과기처 원자력협력과장  

       조청원

호주 : 외무무역성 원자력정책  

       국장 Mr. I. H. Cousins

◦원자력정책 및 개발 등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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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아측 수석대표 주 요 의 제

제 3 차

('93. 6. 2∼4,

캔버라)

아측 : 과기처 안전심사관 

       이승구

호주 : 통산산업부 원자력실장

       Mr. P. Agrell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응용  연구 등 11개

제 4 차

('94.11.21∼22, 

서울)

 아측 : 과기처 안전심사관

        허남 

 호주 : 외무무역부 원자력정책

       국 부국장 Mr. Les Luck 

 ◦핵물질보장조치 협력 등 

12개

제 5 차

('95.11.14∼17, 

캔버라)

 아측 : 과기처 원자력정책관

        조청원

 호주 : 외무무역부 원자력정책

       국 부국장 Mr. Les Luck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협력 등 17개 

제 6 차

('96. 7. 4∼5, 

서울)

 아측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주철기

 호주 : 외무무역부 원자력정책

       국 부국장 Mr. Les Luck  

◦정책의제 : 원자력정책 

개발 검토, 국제‧다자간 

문제 등 9개

◦기술협력 : 연구용원자로 

이용 및 중성자빔 연구등 

6개

제 7 차

('97.11.17∼19,

캔버라)

 아측 : 과기부 안전심사관

        이헌규

 호주 : 외무무역부 원자력정책국

         장 Mr. Peter Varghese

◦한‧호 원자력협력협정 

운  검토 

◦원자력 신소재 개발 및 

평가 외 6개 

제 8 차

('98. 9. 8∼9, 

서울)

 아측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이성주

 호주 : 외무무역부 원자력정책국

         장 Mr. Libby Schick

◦정책의제 : 국제 원자력 

에너지 및 정책 동향 등 

10개

◦기술협력 : 

핵물질통제기술 외 6개

제 9 차

('99.11.25∼26,  

캔버라)

 아측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임홍재

 호주 : 외무무역부 원자력정책국

         장 Mr. Robert Tyson

◦기술협력 : 

핵물질통제기술 외 4개

제 10 차

(‘00.10.31∼

31, 서울)

 아측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조 환 복

 호주 : 외무무역부 국제안전국장

        Mr. Bill Peterson

◦기술협력 :원자력신소재 

개발 및 평가 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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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AERI와의 협력

  한국원자력연구소는 '90년 5월 11일 원자력 연구기관인 호주원자력연구

소(ANSTO)와 KAERI-ANSTO간 기술협력약정을 체결하 고, '01년 3월부터  

‘05년 5월 10일 까지 5년간의 연장한 바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

자력신소재 개발 및 평가 등 5개 신규 및 계속의제를 중심으로 협력중에 있

다. 

가) 원자력신소재 개발 및 평가

    (Development and Diagnosis of Advanced Nuclear Materials)

나)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및 중성자빔 연구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and Neutron Beam Studies) 

다) 핵물질 통제기술

    (Cooperation on Nuclear Control Technology)

라) 지하매질에 대한 방사성 핵종의 수착현상 규명 

    (Sorption Behavior of Radionuclides onto Geologic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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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캐나다 

  가.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

   1) 원자력 시설

   ‘2000년 말 현재 운전중인 중수로(CANDU)형 원전은 14기(Ontario 12기, 

New Brunswick 1기, Quebec 1기)이며 설비용량 68,678.6 GWh(e)이다. 

총 발전량 582,268.4GWh(e)중 원전 점유율은 11.8%이다. 캐나다는 원전 

25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98년 7기 가동 중단되었다. 

   19기의 원전을 보유한 온타리오 하이드로사는 안전규제 당국의 요구 및 

자체 평가단의 건의에 따라 ‘98년초 7기를 가동 중단하고, 경 개선 및 

안전성 향상조치 추진중이다. 온타리오에서 운 중인 12기의 원전 가동율

은 ‘99년 10월까지 82% 다.  '99년 4월 1일로 북미에서 가장 큰 전력회

사 던 온타리오 하이드로사가 공식적으로 폐쇄된 것이다. 동 회사는 주

정부의 개혁정책에 의거, 5개의 회사로 분리되었으며, 그 중 가장 큰 2개

의 회사는 Ontario Power Generation Inc. (OPG) 및 Ontario Hydro 

Services Co.이다. Ontario Power Generation Inc. (OPG)는 온타리오주의 

80개 발전소를 운 하고 있으며 Ontario Hydro Services Co.는 온타리오

주의 29,000km 송전망 관리 및 온타리오주 외곽의 1백만 수요자에게 전

력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점유율은 OPG의 총전력생산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용원자로는 현재 10기가 운용중이며 변환시설은 1개(Cameco사)가 있

다. 핵연료 가공시설은 4개, 폐기물 저장시설은 8개 시설이 있다. 

   2) 캐나다의 원자력 기술

   중수형 원자로인 CANDU 원자로를 독자개발한 종주국이며 한국, 아르헨

티나, 루마니아, 중국, 인도 등에 원전 11기 수출하 다. 우리나라는 지난 

‘83년 월성 1호기 도입, 2․3호기 완공(’97, ‘98년), 4호기 ’99년 9월 상업

운전으로 캐나다의 중수형원전전을 많이 도입한 나라이다. 

   CANDU-6, CANDU-9 등 신형원전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특

히,CANDU-9은 우리나라 월성 후속기용으로 개발되는 노형이다. 국내적

으로는 원전 추가 건설계획이 없으나 노후 원전 대응 및 수명 연장 방안

이 검토중이다. 우리나라와의 기술협력은 월성의 중수로와 관련한 협력 

및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DUPIC) 개발 등을 활발히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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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캐나다의 우라늄 사업

   카나다는 세계 우라늄의 1/3을 생산(‘97년 12,031톤)하고 있으며 생산된 

우라늄의 80%를 수출하고 있다. 고품위 우라늄 매장량도 구소련, 호주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풍부하며 광산개발 지속 추진 및 채광관련 방사선 

향의 최소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4) 캐나다의 원자력 행정조직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

     -에너지 및 산림, 광산, 지구과학 Sector로 구성

     -이중 에너지 부문 (Energy Sector)은 에너지정책, 에너지효율, 에너지기

술, 에너지연구개발, 에너지자원 Branch로 구성

    ○별도 기관으로 CNSC, AECL 설치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CNSC ;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 원자력 시설 인‧허가, 안전규제

     -원자력안전 및 통제법이 개정되어 AECB(Atomic Energy Control 

Board)의 명칭이 2000년 5월 31일 CNSC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로 새로이 출범하여 원자력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한층 강

화함 

     -원자력공사 (AECL,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 원자력 연구

개발 및 기자재 생산, 원자력발전소 설계, 건설, 수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기자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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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9> 캐나다의 원자력발전소 현황19)

노형 발전소명
용량 (MWe)/
Present Gross

(net)

 소유주‧
운 자

착공 상업
운전

비 고

CANDU BRUCE-1 (A) 90.4 OPG 1971.6 1977.9.1 휴지중

CANDU BRUCE-2 (A) 90.4 OPG 1970.12 1977.9.1 휴지중

CANDU BRUCE-3 (A) 90.4 OPG 1972.7 1978.2.1 휴지중

CANDU BRUCE-4 (A) 90.4 OPG 1972.9 1979.1.18 휴지중

CANDU BRUCE-5 (B) 84.0 OPG 1978.6 1985.3.1 운전중

CANDU BRUCE-6 (B) 84.0 OPG 1978.1 1984.9.14 운전중

CANDU BRUCE-7 (B) 84.0 OPG 1979.5 1986.4.10 운전중

CANDU BRUCE-8 (B) 84.0 OPG 1979.8 1987.5.22 운전중

CANDU DARLINGTON-1 93.5 OPG 1982.4 1992.11.14 운전중

CANDU DARLINGTON-2 93.5 OPG 1981.9 1990.10.9 운전중

CANDU DARLINGTON-3 93.5 OPG 1984.9 1993.2.14 운전중

CANDU DARLINGTON-4 93.5 OPG 1985.7 1993.6.14 운전중

CANDU GENTILLY-2 67.5
HYD 

QUEBEC
1974.4 1983.9.30 운전중

CANDU PICKERING-1(A) 51.5 OPG 1966.6 1971.7.29 휴지중

CANDU PICKERING-2(A) 54.2 OPG 1966.9 1971.12.30 휴지중

CANDU PICKERING-3(A) 54.2 OPG 1967.12 1972.6.1 휴지중

CANDU PICKERING-4(A) 54.2 OPG 1968.5 1973.6.17 휴지중

CANDU PICKERING-5(B) 54.0 OPG 1974.11 1983.5.10 운전중

CANDU PICKERING-6(B) 54.0 OPG 1975.10 1984.2.1 운전중

CANDU PICKERING-7(B) 54.0 OPG 1976.3 1985.1.1 운전중

CANDU PICKERING-8(B) 54.0 OPG 1976.9 1986.2.28 운전중

CANDU
POINT 

LEPREAU-1
68.0 NBPC 1975.3 1983.2.1 운전중

CANDU
DOUGLAS 

POINT
21.8 AECL 1961 1968.9.26 폐쇄

CANDU GENTILLY-1 26.0 AECL 1966.9 1972.1 폐쇄

CANDU
ROLPHTON 

NPD-2
2.5 AECL/OH 1958 1962.10.1 폐쇄

19)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Decem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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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나라와의 협력

  양국간의 협력협정 체결은 ‘76. 1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82. 9  과학기술부와 캐나다 원자력

위원회간 핵물질 연례보고 합의각서 및 핵규제 정보교환 약정, ’84. 4한국.

캐나다 공동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 에 관한 양해각서, ‘88.12  원자력

협력협정 기속정보에 관한 각서,  ‘89. 6  핵물질 재이전에 관한 각서가 

있다.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중심창구로서 한‧카 원자력협력협정의 이행을 협

의하고 협정하에서 양 당사국간의 연구개발협력기술 및 물자교류촉진, 과

학자 교환 등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설치, 운 하고 있다.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설치경위 및 배경은 

‘76. 1  한․카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82. 3  서울에서 개최된 한․카 원

자력기술협력회의시 한․카 원자력협력 협정의 취지에 따른 양국간 협력

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동 위원회를 설치 및 운 할 것을 합의,  ‘82. 9  

캐나다 오타와에서 동 위원회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 기반 구

축,  ‘83. 4  서울에서 동 위원회 설치 및 운 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효

력 발효되었다. ’76. 1 제1차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 (서울)이

후 2001년 6월 제17차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 이후 현재까지 제17차에 걸쳐 매년 정례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1차 회의부터 제17차 회의의 개최실적

은 <표 2-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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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현황 

구  분 수석대표 주요의제

제 1 차

(‘83.4.23, 서울)

 우리측 : 원자력상임위원

          이병휘

 카  측 :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 Jennekens

 o 한․카 원자력공동조정

   (위) 운

 o 한․카 방사선비상협력    

   약정

 o MOST/AECB간 협력

제 2 차

(‘84.6.25∼26, 

오타와)

 우리측 : 원자력국장 박시열

 카  측 : 외무부 에너지과학

          및 수송국장

          Campbell

 o AECB 관련업무 (기술

   정보 교환 등)

 o AECL 관련업무 (중수로

   운전관리기술협력 등) 

 o 한․카 쌍무협정 등

제 3 차

(‘85.5.28∼29, 

서울)

 우리측 : 원자력국장 박시열

 카  측 : 주한 캐나다 대사

          Campbell

 o CANDU 연수과정

 o KAERI/AECL간 보조약정

 o 월성원전 안전성 향상 등

제 4 차

(‘86.6.19∼20, 

오타와)

 우리측 : 원자력국장 박시열

 카  측 : 외무부 에너지자원

          및 환경국장

          S.H.Heeney

 o 원자력요원훈련

 o KAERI/AECL간 핵연료

   기술이전

 o 연구용원자로사업 등

제 5 차

(‘87.5.6∼7, 

서울)

 우리측 : 안전심사관 유욱종

 카  측 : 외무부 무역관계국장

          Wilson

 o CANDU 사용후핵연료 

   관리

 o 원자로의 제염 및 해체

 o 한․카 원자력협력 행정

   사항 등

제 6 차

(‘88.6.2∼3, 

오타와)

 우리측 : 안전심사관 권갑택

 카  측 : 외무부 특별통상관계

         국장 P.Gosselin

 o 핵연료 조사시험

 o 연구용원자로사업

 o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제 7 차

(‘89.6.22∼26, 

서울)

 우리측 : 안전심사관 권갑택

 카  측 : 외무부 특별통상관계

          국장 P.Gosselin

 o 핵물질 재이전 각서 및 행

   정 절차

 o 협정 기속정보

 o 연구용원자로 사업 등

제 8 차

(‘90.7.3∼6, 

오타와)

 우리측 : 원자력국장 한 성

 카  측 : 외무부 특별통상관계

          국장 P.Gosselin

 o 핵물질 재이전 각서 및 행

   정 절차

 o 한․카 원자력협정 개정

 o 연구용원자로 사업 등

제 9 차

(‘91.7.1∼5, 

서울)

 우리측 : 원자력정책관 임재춘

 카  측 : 외무부 특별통상관계   

        국장 A.Despres

 o 한․카 원자력협력협정

 o 한국내 CANDU 프로그램

 o 새로운 핵연료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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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석대표 주요의제

제 10 차

(‘92.11.23∼25, 

오타와)

 우리측 : 원자력실장 홍재희

 카  측 : 외무부 경제정책

          차관보 P.Somerville

 o 한․카 원자력협력의 행정

   사항

 o 방사성폐기물 관리

 o 연구용원자로 사업 등

제 11 차

(‘93.10.27∼29, 

서울)

 우리측 : 원자력정책관 김지호

 카  측 : 주한 캐나다 대사관

          공사 K. Sunquist

 o 한․카 원자력협력현정,

   연례보고서, 다국간 협력

 o 50명 파견프로그램,

   KAERI-AECL간 핵연료

   기술이전 등 기술협력

제 12 차

(‘94.12.6∼8, 

오타와)

 우리측 : 안전심사관 허남

 카  측 : 외무무역부 경제정책

          국장 P.Somerville

 o 한․카 원자력협정 개정,

   제3국 진출협력 등

 o 안전규제 지침개발 협력 

제 13 차

(‘95.11.6∼8, 

서울)

 우리측 : 원자력정책관 조청원

 카  측 : 외무무역부 경제정책

         국장 P.Somerville

 o 제3국으로의 원자력공동

   진출 협력

 o 안전규제 정보교환 및 규

   제요원 파견 및 원자력

   안전 조기통보체제 구축

 o 핵공급국 사항 등 수출

   통제 협력 등

제 14 차

(‘97.2.10∼12, 

오타와)

 우리측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주철기

 카  측 : 외무무역부 국제안보

          국장 R.Lysyshyn

 o 양국 원자력정책 검토, 국

   제 원자력 동향, 대만 방

   사성폐기물 북한이전 저지

   및 한국 IAEA 상임이사국

   진출문제 등 협의

 o 핵연료 기술개발 및 중수

   로 관련 기술협력등 16개

   기술협력의제 협의

제 15 차

(‘98.6.1∼3, 

서울)

 우리측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

          국장 김광동

 카  측 : 주한 캐나다 대사 

          Michel E. Perrault

 o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

   추진

 o IAEA,KEDO 협력강화

 o IAEA 안전조치, NPT, 원

   자력수출통제체제, CTBT

   등 핵비확산체제강화 협력

제 16 차

(‘00.1.23∼26, 

오타와)

 우리측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장 오행겸

 카  측 : 외무부 북아․태국장 

          Margaret Huber 

 o 한․카 원자력협력협정

 o 양국 원자력정책 검토, 국

   제 원자력 동향 등 협의

 o 핵연료 기술개발 및 중수

   로 관련 기술협력등 9개

   기술협력의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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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석대표 주요의제

제 17 차

(‘01.6.20∼21, 

서울)

 우리측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신연성

 카  측 : 외무부 핵 화학군측국

          차관보 Terry S. Wood

 o 한․카 원자력협력협정

 o 양국 원자력정책 검토, 국

   제 원자력 동향 등 협의

 o 핵연료 기술개발 및 중수

   로 관련 기술협력등 9개

   기술협력의제 협의

   다. KAERI와의 협력

      KAERI와 AECL과의 기술협력은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하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 연구소의 기술협력의제는 50명 파견 프로그램, 

KAERI/AECL 핵연료 기술이전에 관한 협력약정, CANFLEX 핵연료 공동

개발 프로그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DUPIC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CANDU 연수 프로그램 등 6개 과제가 추진중이다. 

   신규 협력분야으로 추진중인 공동연구개발센터는 KAERI와 AECL이 중수

로 핵연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사업을 수행할 목적으

로 JRDC(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의 설립에 관한 부속약

정을 2000년 1월에 서명하 다. JRDC에서 수행할 공동연구 협력분야는 

개량형 중수로핵연료, 개량형 삼중수소, 압력용기재료, 중수기술 등의 개

발 등의 분야이다. 

     또한 KAERI-AECL CANFLEX 상표권 협약이 2000. 2. 25, 캐나다에서 

서명되었다. KAERI는 AECL/KAERI 공동 CANFLEX 핵연료 개발 협정

에 의하여 국내 CANFLEX 상표의 AECL 소유권을 KAERI에게 이양하도

록 1999년에 AECL에 요청하 으며 이 협약 서명으로 AECL과 KAERI는 

자국내에서 CANFLEX 상표의 소유권을 가지며 AECL과 KAERI는 상대

국내에서 CANFLEX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KAERI/AECL Software 약정 서명이 2000. 9. 21일 캐나다에서 있었다. 

현재 발효중인 KAERI/AECL CANFLEX 핵연료 및 DUPIC 핵연료 공동

개발 과정중 KAERI와 AECL이 계산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전

산코드의 version 차이로 판명됨에 따라 AECL 전산코드의 KAERI 이전

을 촉진하는 데 있다.  



- 88 -

   KAERI와 AECL간의 기관간 원자력협력약정20)은 다음과 같다. 

<표 2-21>  KAERI-AECL간  원자력협력약정 

협력약정명 기  간 주 요 내 용

 기술협력약정 1992∼2002
 원자로, 핵주기, 방사성폐기물, 원자력

 안전성․환경, 중수로, 기초과학, 교육 

 부속약정 10 : 

 50명 파견 프로그램

1991∼

완료시

 AECL에 의해 진행중 혹은 기수립된 

연구개발프로그램에 KAERI 인력 참여 

가능성 모색 

 부속약정 11 : CANFLEX 

핵연료 다발 개발
1998∼2004

 CANDU 원자로내에 SEU 이용 및 기타 

개량핵연료주기 허용을 위한 CANFLEX 

핵연료다발시험 개발과 증명

 부속약정 11A :

 CANFLEX-SEU 수행
1996∼2006

 조사된 핵연료다발의 조사후시험에 의한 

CANFLEX- SEU 100다발의 CANDU 

원자로내 소규모 시험조사 

 부속약정 15 : 

CANDU내에 사용후 

경수로 핵연료의 직접 

연계 사용 

1994∼2002
 CANDU내 사용후 경수로핵연료의 직접 

연계사용의 기술 타당성평가

 부속약정 16 : 

연구용원자로 정보 

교환에 관한 미래 협력 

1996∼2001
 연구용원자로의 설계, 인‧허가, 운전 및

 이용에 관한 기술정보교환 

 부속약정 17 : 

 중수로핵연료 기술

 개발 

2000∼2005
 공동연구개발센터(JRDC)를 통한

 KAERI-AECL간의 중수로핵연료 기술개발

 부속약정 18 : 

KAERI-AECL 

전산코드(S/W) 약정

2000∼2005  AECL 전산코드의 KAERI로 이전 촉진

 CNAFLEX 상표권 협약 2000∼2005
 AECL과 KAERI는 자국에서 CNAFLEX 상

표의 소유권을 가짐

 

20)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와 기술협력약정과 부속약정 9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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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기타 국가의 원자력개발 현황

  1. 이집트

   가. 원자력개발 현황

    1) 에너지 및 전력수급

 

   이집트의 에너지소비는 1970년에서 1997년까지 8백만 석유환산톤에서 4

천만 석유환산톤으로 증가하 고 전력소비도 8TWh에서 58TWh로 급증하

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에너지소비 증가는 년 평균 6.44%, 1980년부터 

1995년까지는 4.8%가 증가하 다. 앞으로도 에너지와 전력수요는 향후 20년

동안 GDP 성장률을 8%대로 유지하는 개발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력에너지부는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하가 최소

이며 신뢰성있고 경제적인 에너지공급과 유럽으로의 전력수출의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 전력산업의 민 화, 이웃 국가와의 송전

망 개방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생산은 1995년 48.86 TWh로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10.35%, 

그리고 1980년부터 1995년까지 6.52%가 증가하 다. 수력은 에스원댐의 완공

으로 최대 전력공급의 25%까지 증가하 으나 화력발전(석유와 천연가스 등)

증가로 20%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시나이반도에서의 원유생산으로 시설용량이 1970년대부터 급

력하게 확대되었으며 1960년 0.81GWe에서 1995년 13.3GWe로, 수력은 1960

년 0.35GWe에서 1995년 2.71GWe로 증가되었다.

   이집트의 전력시설용량은 1,601만kW(1995)로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수

력으로 1980년 이후는 화력발전으로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을 추진하

으며 년평균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이후 년 10%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화력발전은 전체발전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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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내외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력으로(에스완댐) 20%내외이다. 앞

으로는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력시설 용량의 확대가 전망된다.

 

   원자력발전 도입의 경우 이집트는 1970년대부터 고려하기 시작하 으며,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원량 한계와 지구온난화와 관련 온실가스방출 제한 등 

국제적인 에너지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도 에너지정책에서의 하나

의 정책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의 원전건설 추진내용을 보면 전원 다양화를 위하여 원자력발전을 

추진하여 최초 원자력발전 계획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83년과 1986

년도에는 국제 입찰까지 추진되었으나, 1979년 TMI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등 사회적으로 원자력 안전이 문제가 되어 보류되었다.

   이후 1992년도에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90만kW급 2기 원전건설을 발

효한 바 있고 1995년에 부지로 선정된 Mersa Matrouh에 추진된 60만 kW급 

2기(알랙산드리아, ELDABAA-1 & 2, PHWR)원전 건설 계획도 진전이 없다.

   원자력 해수담수화 연구개발은 몇 개 지역에서 해수담수화시설 건설 추

진을 위해 1994년 말부터 타당성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IAEA지원

을 받아 해수 담수용 원자로건설 타당성 조사를 수행중이며 건설후보지는 

EI-Dabaa로 알려지고 있다.

   우라늄의 자원의 경우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라늄 자원 탐사를 수행

해오고 있으며 확인된 우라늄 자원량은 만 4천톤 정도이며, 추가 매장량은 

16만톤 정도 추정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원으로 동부사막

지역의 탐사가 진행중이며 10,000-15,000톤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원자력 행정체제

   이집트정부의 행정체제는 대통령 중심제로 총리와 부총리가 있으며, 국방

부, 전력에너지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고등교육부 장관겸 과학기술담당 장

관 등 31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집트의 원자력행정은 전력․에너지부가 전력/에너지 정책 총괄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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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림 2-7 참조), 과학기술 분야는 현재 과학기

술정책개발은 과학연구부(State Ministry of Science Research), 과학기술아카

데미(Academy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 그리고 Mubarak 

City for Scientific Research가 담당하고 있다.

전력에너지부 장관

(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

 Egyptian 

Electricity

Authority

Rural

Electrification

Authority

Hydro 

Power

Projects

Authority

New & 

Renewable 

Energy

Authority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Atomic 

Energy

Authority

Nuclear

Material

Authority

              <그림2-7>이집트의 원자력 행정체제

   이집트의 과학기술행정은 과학기술담당 장관이 과학기술 활동을 관장하

고 이를 내각, 의회, 정부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다른 법적인 기구에 

정책 설정과 성과를 보고하고 산하 연구기관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산하에 President of Supreme Council을 두고 있다. 관련 연구기관으로는 종

합연구기관인 국립연구센타(The National Research Center) 등 14연구기관이 

있다. 이외에 산업부, 농업부, 수송부, 관개수로부, 보건부등의 산학연구기관

과 대학(13개로 추정) 부설연구소가 있다.

   전력․에너지부산하에는 원자력청 및 원자력발전청이 있으며 원자력청

(AEA, Atomic Energy Authority)은 원자력 R & D를 담당하고 원자력 발전

청(NPPA, Nuclear Power Plant Authority)은 원전건설수행 및 관련 R & D 

총괄하고 있다. 핵물질사찰, 우라늄 탐사등 관련 업무 및 R & D 담당하는 

핵물질청(NMA, Nuclear Materials Authority)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자력청

에는 원자력안전과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NRSC(Nuclear Regulatory and 

Safety Center)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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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이용개발 추진 동향

   이집트에서의 원자력이용개발의 추진은 1950년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제창후 이집트

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55년 원자력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57년에는 원자력연구

개발을 담당할 원자력청(AEA)이 설치되었고, 구소련이 제공한 연구로가 

1961년에 가동되었다. 1964년과 1974년에 원자력해수담수화 및 원전도입을 

위한 국제적 입장을 준비하 으며 원자력발전 건설을 위한 원자력발전청

(NPPA)을 1976년에 핵물질청(NMA : Nuclear Material Authority)을 1977년 

설치하 다.

 

   1980년에는 원전건설부지로 카이로 북부 지중해 연안의 EI-Dabaa가 결정

되었으며 1981년 NPT에 가입하 고 1983년에 3번째로 원전건설 입찰을 추

진하 다. 이후 원전도입을 위하여 원전기술자립프로그램과 중소형로에 대한 

타당성조사연구와 북아프리카지역에서 원자력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연구가 

1989년 1995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원아래 수행되었다.

   현재 주요 활동을 보면 2020년까지 전력수급계획의 수립과 원자력해수담

수화에 대한 타당성연구의 추진, 원전입찰을 위한 준비, 원전부지로 선정된 

EI-Dabaa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연구개발의 경우 2기의 연구로를 운 하고 있으며, 기초연구를 중

심으로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의 이용 및 응용연구, 생명과학, 핵연료주

기연구, 그리고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

다.

   4) 이집트의 원자력 국제협력 동향

 

   이집트는 원자력이용 개발 초기부터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집트는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 으며, 1968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안전조치(INFCIRC/153)에 서명하 다. 그리고 1968년 핵비확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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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에 서명하고 1981년 2월 NPT조약을 비준하 다. 그동안 이집트는 국

제원자력기구에서 아랍권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제 원자력계에서 향력을 

행사하여 오고 있다. 그 한 예로 현정부는 친 서방정책으로 국제원자력기구

에 사무총장을 진출시키고 있다.

   이외에 이집트가 가입한 국제조약으로는 원자력손해배상법(비엔나 협약)

에 1965년에 가입하 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사고시 지원조약은 1989

년, 원자력안전조약은 1994년, 아프리카 비핵지대화 조약은 1996년, 원자력사

고 조기통보조약은 1998년에 각각 가입하여 국제적인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

   이집트의 원자력이용개발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조는 큰 기여를 하

으며 현재도 기술협력프로그램으로 20여과제(4백만 US$)가 수행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15년동안 인력훈련 및 주요 장비지원 등 2천만US$ 규모를 

지원하 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지역협력협정(AFRA)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아랍권 국가의 방사성동위원소센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집트는 쌍무협정의 체결등 국제협력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캐나다, 독일, 인도, 러시아, 미국 등 협력협정을 체결

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1999년 11월 협력협정에 가서명한 바 있다.

   원자력연구개발과 관련 협력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용 원자로와 핵연료제조시설의 건설과 운전 : 아르헨티나

    ◦우라늄핵연료 연구 : 독일(KFA)

    ◦중수연구 : 캐나다 AECL

   나. 한․이집트 원자력협력기반 조성과 강화

    1) 한․이집트 원자력분야 협력 현황

   이집트와 우리나라의 협력관계는 국교수립 이전에 이집트의 친서방 정책

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집트의 기술원조에서 시작되었다. 즉 이집트의 

원자력안전규제센타를 대상으로 1989년 안전기술원 주관으로 컴퓨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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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전의 안전성분석 프로젝트를 Footnote a사업으로 수행하 으며 이 프로

그램으로 1991년 6월 이집트의 원자력청 산하 원자력안전규제센타장 등 2인

이 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19993년에는 이집트는 다목적 

연구로분야의 안전규제 기술지원을 IAEA를 통해 요청하 으나 국내사정으

로 추진되지 못하 다.

   우리 나라와 협력은 국무총리의 이집트 방문과 무바라크 대통령의 방한 

이후의 본격적으로 되고 있으며, 현재 과학․문화협정은 체결되어 있으며, 

과학기술 협력약정과 원자력 협력협정은 1999년도에 추진되어 서명과 가서

명 상태에 있다.

   2) 한․이집트 원자력협력 관계 정립과 주요 결과

   1999년 1월 국무총리의 이집트 방문으로 과학기술분야와 원자력분야에서

의 협력이 추진되어 동년 3월 아래와 같이 원자력협력대표단이 이집트를 방

문하 다.

   원자력협력대표단의 이집트 방문에서 이집트대표단과 공동 협력회의 개

최 및 ROD(Record of Discussion)를 교환하 으며 이와 함께 정부간 협력창

구 개설과 과학기술 협력 약정과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추진 등 향후 양국

간 협력방향을 협의하 다. 또한 2000년 8월 Dr. S.B. Abdel Hamid 원자력

발전청장, Dr. Abdel Hamid Zahran 원자력청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이집트

의 원자력협력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 다. 이집트대표단은 한국원자력

연구소, 한국중공업, 광원전, 한전원전 연료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 등 

방문하여 양국간 원자력분야의 협력방향에 대하여 협의하 다.

   이집트는 한국과의 협력을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해수

담수화 원자로 개발, 중소형원자로 개발, 핵연료주기기술개발, 연구용원자로

의 이용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과 응용기술, 사이클로트론 응용, 핵물질계

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다. 향후 협력 추진 방향

    1) 향후 원전 및 해수담수화 원자로 등 원자력기술 수출을 목표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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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이집트는 한국과의 기술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중의 하나로 북아프리

카 원자력수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이 큼.

    2) 국내 추진체계 정립과 추진전략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이 바람직

     ◦향후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원자력기술 수출 선진국과의 경쟁 불

가피.

     ◦국내에 원자력기술 수출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국가별로 

추진전략과 협력재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단계별 접근이 바람직.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고 개도국의 경우 원전 수출시 

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확보로 수출협상 시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과 법적 제도적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3) 대(對) 개도국 원자력기술 협력은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수

행중인 원자력 중․장기 연구과제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지원이 필요

    4) 정부와 원자력 관련기관간의 공동협력위원회 등 정부 및 산업체 그리

고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접촉 채널의 최대한 활용

     ◦시장개척활동을 위한 민․관 합동 수출 촉진단의 파견,

     ◦국내기업 및 산업체에 대한 원전건설 입찰정보 수집․제공

     ◦현지 대사관과 수주마케팅 강화,

     ◦진출 가능국의 정부기관과 산업체와의 기술협력, 방문, 초청교섭 등

을 강화

  2. 베트남

   가. 장기 전원개발 계획 

  ’86년 이래 베트남은 중앙계획적인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계획을 단행

하 다. 그 결과, 베트남의 경제는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 으며 아

마도 향후에 고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경제개발로 인해 에너지 개발, 

특히 전력수요가 증가하 다. ’91∼’95년간 국내 총생산은 매년 평균 8.2%로 

증가하 으며, 전력소비의 성장률은 12.5%이다.  

 ’80년대 초반 이후 우선순위는 발전분야에 주어 졌다. Pha Lai 화력발전

소, Hoa Binh 수력발전소, Tri An 수력발전소와 같은 몇몇 대형 발전소들이 

건설되었으며, 북부와 남부의 전력생산 용량은 상당히 증가하 다. 중부 지

방의 중형의 수력발전소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베트남에서의 전력생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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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 상황이 괄목하게 개선되었다. 

 ’95년말 총 발전설비 용량은 4,484MW이다. 전기생산을 위한 발전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2-2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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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에너지 소비 형태가 지역적으로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부는 수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자원이 풍부하고 

남는 전력은 중부와 남부지방으로 송전되고 있다.

 ’86∼’95년에는 다른 경제분야와 비교하여 전력분야에 우선 순위가 주어

졌으며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전력분야

는 많은 약점이 있는데 그 중 주요한 약점은 다음과 같다. 

◦수력발전의 비율21)이 높기 때문에 가뭄때에는 전력공급이 어려우며 시

스템의 운전은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화력발전소의 기자재가 불량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에 많은 향

을 미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효율은 단지 약 25∼26%이다. 

◦전력수요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질이 좋지 

않은 배전으로 인해 높은 손실율(23.5%)로 이어 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향후 전력수요와 공급 균형은 어려운 문제

21) 용량의 68%, 전기생산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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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반적으로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전력분야의 장기적인 개

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베트남은 전력분야를 베트남 전체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

다. 따라서 에너지부, 과학기술환경부(MOSTE), 과학기술국가센터, 원전센터

(NPC), 베트남원자력위원회(VAEC) 및 다른 기관들이 정부에 의해 전력개발 

계획의 특수한 문제들을 조사하도록 위임받았다. 이러한 조사의 주요한 결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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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균형에 대한 최근 분석은 2010년 이후의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베트남은 에너지 수출국에서 에너지 수입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

다. 이 점에서 베트남은 몇 개의 에너지 방안을 고려중이다. 

 ◦해외로부터 석탄 수입 

 ◦원자력 개발 

 ◦적절하게 제한된 양의 석탄 수입 및 원자력 개발 

에너지 공급의 안전과 에너지원 다양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베트남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탄 수입통제 및 원자력 개발하는 방안일 것이다. 베

트남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탄과 원자력 양쪽을 

수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에너지원과 에너지 수요‧공급 균형

에 기초한 장기 전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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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연구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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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경제로 전환을 결정함으로써 이 조사결과가 더 이상 쓸모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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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91∼’95년 동안에는 에너지계획에 관련된 다른 기관들이 베트남의 전기

생산체제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 다. 그중에서, NPC-VAEC는 베트남

에서의 원전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KC-09-17)을 수행하 다. 이 

사업에서 도출된 중요한 결론은 2010∼2015년경에 100TWh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800∼1000MW 용량의 원전을 도입해야 

하며, NPC-VAEC의 사전조사는 국내 및 국외 전문가들에 의해 신중히 검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 정부가 원전을 보다 광범하게 고려하여 전개하고 있는 사

업은 다음과 같다. 

◦국가산업 : 산업부가 지원하는 ‘베트남에서의 원자력도입 일반 조사연

구’사업은 IE-EVN와 NPC-VAEC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이 사업

은 ’96년 7월부터 ’98년 7월까지 수행되고 있다. 

◦IAEA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의 원자력도

입의 사전 타당성 조사’사업을 IAEA 기술협력사업으로 신청하 는데 

이 사업은 ’97∼’99년까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 및 기술협력 사업과 병행하여, ’96∼’99년까지의 국가 연구

개발사업 KH-09-04 ‘베트남에서의 원자력도입의 기반 구축’사업은 

VAEC가 향후 원자력 프로그램의 국가 인프라를 증진할 목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이 3개의 사업이 종료된 후, 베트남 정부는 원전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토의를 하게 될 것이다. 원전 도입시 고려되는 몇몇 주요 토의사항

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에너지 수요 및 공급원 균형 

◦경제적인 활용가능성 

◦환경 향 (원자력안전 및 방사성폐기물 포함)

◦에너지 공급 안전 

◦지속적인 개발 

   다. 베트남원자력위원회와 원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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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원자력위원회(VAEC)는 ’76년 4월 26일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설립된 총리 산하 기관이다. 그후 VAEC는 베트남의 원자력분

야에서의 모든 활동을 계획, 입안, 시행하고 있다. ’94년 4월에 VAEC는 과학

기술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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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고갈되어 있고, 특히 남부지역의 전력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설비가 

부족하여 심각한 전력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전력부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베트남은 원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 으며, ’96년 9월부터 

2년 기간으로 산업부 주관하에 관련기관 합동으로 원전 도입 기초조사를 수

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99년 초에는 원전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예비사업 단계부터 협력을 추진중이며, ’95년 4월 한전‧베트남원자

력위원회(KEPCO-VAEC) 공동세미나를 시작으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96년과 '97년 2차례에 걸쳐 베트남 정부, 원자력계 주요 정책 결

정권자를 초청 한국의 원전사업 현황을 소개하는 등 협력기반을 강화해 오

고 있다. 아울러 '98년 3월에는 베트남 원전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캐나다 

원자력공사, (주)대우 등과 공동으로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 고, 5월에는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 원전사업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등 원전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원자력을 도입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중요 사

항이 되고 있는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다. 

베트남에서 원전을 도입하는 것은 많은 인력, 높은 수준의 인프라, 막대한 

재정과 확고한 국가정책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업이다. 베트남에서의 원전개

발의 가장 어려운 것중의 하나는 인력문제이다. 초기에 베트남은 전문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력의 실제적인 경험도 부족하 다. 따라서 지역 및 지

역간 협력이 베트남의 원전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100 -

   이를 위해 우리 나라는 2001년 5월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 담당자(공산

당, 국회, 과학기술환경부 등 차관급 3명, 국장급 3명) 6명을 초청하여 원자

력고위 정책담당자 세미나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하 다. 참가한 고위

층은 세미나 내용이 베트남의 원자력 정책수립에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으며 

동 세미나 참가가 양국간의 실질적인 원자력협력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평가

하 다. 또한 주 하노이 한국대사관의 평가에서는 우리측의 원자력 관련 시

설 시찰과 강의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한․베 원자력분야 협력 증진의 좋은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매년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 

세미나 개최가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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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브라질

 가. 원자력개발 현황

  1) 원자력개발 동향

  브라질은 해외 에너지자원으로부터의 자립을 민간부문 원자력개발의 기

본목표로 표방하고 이를 원자력기술 선진국, 특히 독일과의 협력22)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형태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브라질의 원자력개발계획은 

다음의 원칙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원자력계획 수립을 위해 자국내 우라늄 매장량을 조기에 추정한다.

 둘째, 핵연료주기를 완전히 확립한다.

 셋째, 원전 국산화를 위하여 원전건설에서 자국내 엔지니어링 기업등이 

최종적으로 100%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째, 원전 기술 이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브라질‧독일간 합

병회사를 설립한다. 

 브라질은 '75년 독일과의 원자력협력 협정하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원자

력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독일과의 협력 협정은 15년간의 협정 기간으

로 되어 있으나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독일과의 협력 협정은 핵

연료주기와 원자력발전 전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하는 동

시에 기술이전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브라질은 러시아,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국 및 중국등과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브라질은 '88년 실시된 원자력 관련기관 개편시 원자력의 민 화를 추

진하 고 이에 군부의 원자력개발 계획과 독일과의 협력하에 추진되었던 민

간부문 계획이 통합된 이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통합된 원자력개발 

계획은 원자력위원회(CNEN)를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자력정책고등심의

회(CSNP)'가 감독하고 있다. 

 '90년에는 '2차 Foz de lguazu'에 조인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핵무

기 생산 및 실험을 중지하며 IAEA의 전면 보장조치협정 수락과 상호사찰 

도입을 선언하 다. 그 이후 '94년에 아르헨티나와 핵물질 계량 및 통제기구 

22) 브라질은 독일과 1975년에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농축기술이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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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CC)을 발족하 으며, '96년에는 아르헨티나와 상호 검사 및 핵물질계량

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 고, NPT와 Tlateloco Treaty (중‧남미 비핵지대 조

약)에 가입하여 과거의 핵무기 개발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으로 원자력

정책을 전환하 다. 

 2) 원자력발전  

 '01년 현재 브라질은 가압경수로인 Angra 1, 2호기(1,855MW)를 운전중에 

있으며, Angra 3호기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85년초에 상업

운전을 개시했던 Angra 1호기는 '93년도에 핵연료 일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운전 정지되어 독일 Siemens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88년 Angra 

원전 소유권이 원자력개발공사에서 전력개발공사의 전력회사(Furnas)로 이전

되면서 정부는 3호기의 건설은 연기하고 2호기 건설에 중점을 두어 2000년 

7월에 운전을 하게 되었다. 현재 90%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가

뭄으로 인하여 전력사정이 최악의 상황에 있으며 전력총생산량은 322,464 

GWh(e)이며 이중 원자력발전은 6,046GWh(e)이며 전체 전력생산의 약 1.9%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총 4기의 연구용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IEA-RI

는 20%의 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하는 풀타입으로 용량은 5MW급이다. 

이밖에 IEA-RI와 유사하지만 100kW급의 소형인 IPR-RI-CDTN, 10kW급의 

교육용 연구로인 RIEN-I Argonaut RR, 그리고 0.1kW급의 교육용인 

IPEN/MB-01 등이 있다. 

 3) 핵연료주기

 브라질은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

하여 '78년부터 연산 420톤의 용량인 정련공장을 가동중에 있다. 현재 우라

늄광 추정은 약 30만톤이며 확정 매장량은 19만톤에 이르고 있다.

 우라늄 정련공장은 Pocos de Caldas 지역에 '88년 건설하여 운전하고 있

으며, 향후 2개의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으로 있다. 우라늄 변환공장은 

파이로트형으로서 연간 90톤 규모인데 향후 연산 500톤 규모의 변환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다. 

 핵연료 가공은 Resende 공장에서 연간 100THM 규모로 '82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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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Angra 1호 원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브라질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 화학침전법으로 처리하고 콘크리트 고화하여 공학적 저장

시설에서 처분하나 향후 천층 처분할 계획으로 있다. '89년 CSPN에 의해 입

안된 바 있는 폐기물정책에 의하면, 브라질의 각 주는 주내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의 처리 및 처분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비용은 발생자 부담으로 되

어 있다. 

 4) 원자력 관련기관 

 브라질의 원자력사업 추진체제는 국가원자력정책 수립,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위원회(CNEN)와 원전을 관리하는 에너지광산부

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1) 원자력위원회 (CNEN : National Nuclear Energy Commission)

 원자력위원회는 '56년에 설립되어 현재 5명의 위원과 5개의 지역사무소

를 운 하고 있으며, 산하 연구기관으로는 원자력연구소(IPEN), 원자력엔지

니어링(IEN), 원자력개발센터(CDIN), 방사선방호연구소(IRD) 등이 있다.  

 원자력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원자력정책 입안 및 원자력분야 자립 추진

에 있다. 그 주요기능으로는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 방출 시설에 대

한 규제, 감독 및 허가이며, 이밖에 연구개발 지원, 산업 기술전수, 인력 훈

련 등이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주요활동으로는 우선 국가사업인 동위원소 

생산으로 산하기관인 에너지원자력연구소(IPEN)에서 국내 소요량의 98%를 

생산하고 있으며, 방사선방호, 농업, 공해, 화학산업에 있어서 원자력의 이용 

등 사회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파이로트 규모의 전 핵

연료주기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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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브라질 원자력 관련기관

    (2) 에너지‧원자력연구소(IPEN : Energy and Nuclear Research 

Institute)

 에너지‧원자력연구소는 주로 동위원소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소

요량의 98%를 충당하고 있다. 동 기관에서는 방사선방호, 농업, 공해산업 등

에 원자력을 접목하는 등 원자력에 관한 사회환경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핵물리, 핵의학, 방사성생태학, 핵물질 화학, 폐기물 처분, 원자력 야

금술, 방사성화학, 원자로기술 등을 수행하고 있다. 

 IPEN이 보유하고 시설로는 U3O8-UF6 변환시설 (90tU/a, Ipero),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실, 소형 실험 가스 원심분리기(우라늄 농축), 저출력 

PWR 원자로,  10MW 원자로 스위밍풀 타입(동위원소 생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 

   (3) 원자력엔지니어링연구소 (IEN :Nuclear Engineering Institute)

  '62년 CNEN과 리오데자네이로대학(구 브라질대학)에 의해 설립된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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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엔지니어링연구소는 현재 309명의 연구원이 있으며, 원자력 각 분야에 대

한 엔지니어링 연구개발과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IEN의 주요시설로는 '64년에 건설된 10kW인 Argonant형 원자로, '74년에 

건설된 Cyclotron CV-28 이외에, 대기압 상태에서의 유량의 압력변화를 실험

하는 열유동시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한 웨스팅하우스사와 관계없이 독자 실험된 AP-600 Natural Circulation 

Test Loop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Sodium Loop-300kW,  I&C 설비 생산

시설, Boron Enrichment Pilot Plant 등을 보유하고 있다. 

   (4) 보건물리‧선량측정연구소(IRD : Health Physics and Dosimetry 

Institute)

  보건물리‧선량측정연구소는 '72년에 설립된 기관이며 현재 3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활동으로는 핵시

설, 연구소, 폐기물 시설등 지원 및 연구개발, 보장조치 이행이며, 또한 안전

규제, 응용연구개발, 인력개발‧훈련, 체내‧전신피폭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 연구소는 '76년 이후 IAEA와 WHO에 의해 인정된 제2차 표준 선량

측정연구랩을 운 하고 있으며, '90년에 핵사고 및 방사성물질의 긴급사항 

대비를 위해 방사성물질에 의한 보호 및 의학 준비에 WHO의 협력센터인 

World Reference Center의 조정자로서 승인된 바 있다.  그 이후 '96년에는 

CTBT와 관련된 방사성핵종평가연구소의 하나인 국제감시체제 (Interna- 

tional Monitoring System)에 통합되었다. 

   (5) 원자력기술개발센터 (CDTN : Center of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원자력기술개발센터의 주요 연구분야는 환경을 비롯한 건강, 원자로, 재

료, 물리 및 화학처리, 방사성보호, 원자력기술 등이다. CDTN이 보유하고 있

는 실험시설은, i) IPR-R1 (TRIGA MARK I) nuclear reactor and support 

Lab., ii) Thermohydraulics Lab., Mineral treatment pilot-plant, iii) Lab. of 

chemical, radiochemical and mineralogical analysis,  iv) Lab. of 

radiological protection, v) Radioactive-waste treatment Lab. and interim 

waste storage, vi) Lab. of material development, study and 

characterization, vii) Lab. of non-destructive testing and corrosion, viii) 

Lab. of surface analysis 등이다. 

   (6) 브라질원자력산업 (INB : Brazilian Nuclea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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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원자력산업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활동은 우라늄광, 핵연료 가공

공장 및 발전로 운  등이다. 

   나. 한․브라질 협력 현황

 '96년 4월 정부는 남미 3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원자력 기술현황 

조사단 파견시 브라질의 IEN, CNEN, Angra 원전 등을 방문하고 향후 원자

력협력협정과 기관간 협력약정 체결의 준비단계로서 상대국의 원자력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이후 '98년도부터 정부에서는 브라질과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바 

있다. 

 '98년 3월 및 6월 IAEA 이사회 개최기간중 브라질의 '연구용원자로' 건

설 협력에 관하여 비엔나에서 양국 대표단간에 협의한 바 있다. 본 회의시 

브라질측은 원자로 건설부지 및 설계사양 작성등 사업계획을 설명하 고, 우

리측은 기술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연구용 원자로 기술보유 현황을 설명하

으며, 재원조달 계획 및 전문가 교류 의사 등을 타진하 다. 현재 브라질  '

연구용 원자로'의 신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양국은 동 사업에 한국원자력 

연구소와 국내기업의 참여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한․브라질 원자력협력협정은 2001년 1월 브라질 대통령 방한시 양국의 

외무부장관간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평화적 이용 목적의 

핵물질, 장비, 기술 등의 교류협력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등

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간 절차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이 계획중인 20MW급 다목적 연구용원자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하나로'와 유사한 제원이므로 동 건설사업에 우리의 기술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지만 '하나로'의 핵연료설계는 캐나다와 공동으로 추

진되었으므로 AECL과 공동으로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동 사업의 

참여방향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내기업 그리고 AECL이 공동으로 참여

하는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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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칠레

   가. 원자력개발 동향

    1) 원자력 관련기관

 칠레는 전력의 65%를 수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력 생산용 원자력발전

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극히 소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특히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대용량의 원자력을 유치할 수 없

는 여건에 있으며, 또한 전력회사를 전부 민 화하 기 때문에 전력생산과 

관련하여 원자력 활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과 캐나다는 우

라늄 광산 개발과 리튬 핵융합 분야에서 칠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칠레의 원전도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2) 원자력 발전

 칠레의 원자력 시설은 연구용원자로 2기뿐이다. 이중 연구용원자로 1호

기는 5MW 출력의 풀타입으로 '74년 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핵연료는 현재 80% 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45% 이하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연구로의 주요 응용분야는 중성자빔 튜브, 산란측정,  

pneumatic irradiation tube, irradiation basket, 비파괴 시험, 전자 방사화분

석, 재료시험 등이다. 연구용원자로 2호기는 '77년에 임계에 도달하여 '81년

에 업그레이드되었고, 10MW 출력의 풀타입으로 스페인에서 도입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는 90% 농축우라늄이며 주로 의학 활동에 응용되고 있다. 

 3) 원자력 관련기관

 칠레는 원자력위원회(CCHEN, Commis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를 중심으로 원자력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CCHEN은 '64년에 광산

부 산하로 설립되어 Santiago에 본부를 두고 3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

다.  산하에 La Reina와 Lguirre 원자력센터가 있으며 100% 정부투자 형태

를 취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계획수립 및 지원 기능

과 핵물질의 생산, 승인, 이전 및 운송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하수처

리, 정수, 탈활 등 환경 프로그램과 Glass-ceramic, Li 전지, 원자분광,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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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Li-Zro2 ceramic sensor 등 신소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나. 한․칠레 협력 현황

 우리 나라와 칠레와의 주요 협력 실적으로는 '98년 2월 12일 칠레원자력

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95년 6월 칠레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인 German J. Piderit Alvear가 한국

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하여 신소재 개발, 산업적 이용을 위한 정보 및 기술교

환, 일체형 원자로 기술개발 협력에 관한 Record of Discussion (ROD) 서명

을 시작으로 동년 10월에 칠레원자력위원회는 협력약정 초안을 한국원자력

연구소에 제안하 다. 그 이후 두차례에 걸친 우리측 대표단의 칠레 방

문23)24)으로 상호 관심분야의 협의와 시설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98년 2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96년 6월 주한 칠레대사 Eduardo Roncati와 외무부 아‧태국장인 

Jose Tomas Letelier가 시설방문 및 아시아 각국 과학기술 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한 이후 '98년 9월 칠레원자력위원회 사무총장 

Gonzalo Torres Oviedo가 방문하여 양해각서 체결 이후 향후 협력가능 분야

를 협의한 바 있다.

한편 2001년 7월에는 주한 칠레 공사겸 상무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칠레

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과 기타 방사성동위원소 등 협력가능분야를 타진하

다.

23) '95년 12월 : KAERI 대표단 (김화섭 그룹장, 박찬오 실장) CCHEN 방문

    o CCHEN은 우리측에 기술협력 관심분야 목록 전달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개

발, HANARO 이용, 리튬 광산 이용) 

    o 상호관심분야 : 방사선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 연구용원자로 핵연료 제조

24) '96년 5월 : 원자력기술조사단 (과기처 : 이문기 원자력통제과장, 연구소 : 홍종

숙 보장조치부장, 배윤  신형원자로기술개발과제책임자) CCHEN 방문 

    o 기술협력방안 협의 : 연구용원자로 이용, KAERI에서 칠레 과학자 교육훈련, 

연구용원자로의 안전성 연구

    o Uranium Silicide 관련 칠레측의 아국방문 계획

    o 칠레의 주요 원자력시설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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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주요 국가 기술수준 현황

    1. 미  국

  

  미국은 국내 전력의 약 50%를 석탄 화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약 20%를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확립하 다.  '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원전

증가 반대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97년말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수가 

107기에서 ‘00년 말 현재는 103기로 감소하 다. 이처럼 원자력산업은 전반적

으로 침제되어 있지만 원전의 평균가동율은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의 

경제성이 점차 개선 추세에 있음은 주목할만 하며, 특히 '78년 이후 발주원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전의 19.8%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원자력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2001년 5월 17일 부시 대통령이 NEPD 그룹의 보고서인 ｢국가에너지정

책｣을 소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이  신규 원전의 건설을 강력히 추

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과 관련한 주요 조직으로는 국무부(DOS), 에너지부 

(DOE) 및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들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들 기관들

의 연구현황이 미국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DOS의 경우에는 원자력 외교와 핵비확산이 주요임무이며, 원자력 

문제를 미국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관점에서 접근하여 NPT, 지역적 조약

등 국제 다자간 체제, 원자력협력협정등 양자간 체제, IAEA 보장조치, 기타 

국제협약, 수출통제 및 핵물질 이슈등에 주요 관심을 두고 있다. 

  DOE의 경우에는 원자력 이용 및 개발, 우라늄 농축이 주 임무인 에너

지부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원자력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공급계획 및 각종 

관련된 연구수행으로 원자력을 에너지, 과학기술, 환경 차원에서 접근하며, 

또한 핵비확산 분야에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하 국립연구소를 

활용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자간 핵비확산 체제 협상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NRC는 원자력규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74년 원자력시설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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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립되어 '96년 1월에 조직에 대한 전략적 평가후 규제업무 강화를 위

해 조직을 재조정하 다. 이 기관은 원자력을 안전(Safety & Security) 확보 

측면에서 접근하여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소유, 사용, 처분 인가와 인‧허

가 규제요건 개발 및 실행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대통령이 의회

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산하 직원은 3,000여명이

며, 연간 예산은 4.7억불이다.

  

   2.    국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기본목표는 석탄, 석유, 

가스 및 원자력이라는 국내 에너지 자원중 환경적으로 적합한 에너지원을 

장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경제적인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장원

리의 도입과 정부간섭의 최소화라는 정책에 의거하여 국내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의 원자력발전은 세계 최초의 발전을 실시한 Calder Hall 원자로 

이후 가스냉각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97년말 현재 운전중인 원자

력발전소는 35기(1,419만kWe)이며, PWR 1기(125만kWe), GCR 20기(378만

kWe), AGR 14기(916만kWe)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발전량은 393억kWh이

고, 총발전량중 원전의 점유율은 27.45％에 이른다. 가스로(GCR)의 설계‧건

설‧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70년대 초반에 Magnox 원자로를 일본과 

이탈리아에 각각 1기씩 수출한 경험이 있는데 이는 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턴키 계약이었다.

국의 원자력산업은 원자력발전소를 운 하고 있는 중앙전력청(CEGB, 

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과 남스코틀랜드전력청(SSEB, South of 

Scotland Electricity Board), 원전설계‧건설을 수행하는 국가원자력공사

(NNC,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핵연료주기사업 전반을 수행하는 

국핵연료   공사(BNFL, British Nuclear Fuels plc.), 연구개발기관인 원자력

공사(UKAEA, United Kingdom Atomic Energy Authority), 그리고 원자력관

련 제작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 111 -

  3.  프 랑 스

 프랑스에서 현재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58기(6,557만kWe)로 PWR 57

기(6,408만kWe), FBR 1기(25만kWe)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밖에 건설중인 

PWR 1기(152만kWe), 건설 계획중인 PWR 2기(290만kWe), 운전중지된 FBR 

1기(124만 kWe)가 있다. 구체적인 원자력발전소의 위치는 (그림 V-3-1)과 같

으며, 원자력발전소 운전현황은 <표 V-3-1>과 같다. '97년말 현재의 원자력발

전량은 3.760억kWh이고, 총발전량중 원전의 점유율은 78.17％에 이르고 있

다.

프랑스의 원자력 연구개발은 산업‧우정‧통신부(MITT) 산하의 원자력청

(CEA, Commissariat ꐃ l'Énergie Atomique)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임무는,  i) 핵무기의 연구‧설계‧제조, ii) 원자력 평화이용을 위한 원자

로의 설계 및 핵연료주기의 연구, iii) 원자력분야 이외에 대한 원자력기술과 

응용,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이용, RI 이용 등이다.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개발은 900MWe급 원자력발전소 34기를 원자로 부

분이 완전히 같은 설계로, 1300MWe급 원자력발전소 20기를 매우 비슷한 설

계로 계획했던 단일 기술로의 집중 그리고 표준화 정책을 기반으로 효율적

인 산업조직을 확립함으로써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한 7대 과제로는 

- 원자력의 효율적 이용 

- 차세대 원자력 이용

-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리에 관한 연구

- 핵융합

- 안전성 확보, 방사선방호 및 전리방사선량 측정 

- CEA의 원자력관련 지역 정화사업

- 보건 등이다.

 원자로 수출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함으로써 해외 원전의 수주

를 유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스페인 1기, 벨기에 2기, 남아공 2기, 한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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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국 2기의 수출경험을 갖고 있다.

  4.  러 시 아

러시아는 핵무기의 균형 유지와 더불어 국제 핵무기 감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원자력 복합체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재

창출한다는 기본정책하에 원자력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원자력 안전성

을 확보하며 원자력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투

자효율성 증진을 위해 고도의 원자력 기술을 마이크로 전자, 신소재, 의료기

기, 통신산업 개발분야 등으로 이전‧응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차세대 원자로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자력 안전성 보장, 환경

보전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2010년까지 원자력 기본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 다. 그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하고 차세대의 원자로를 개발하여 활용하기 위해 

국가에너지 수급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

다. 2000년까지를 제1단계인 개혁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향

상시키고 설비의 현대화를 도모하여 안전성이 향상된 제3세대 원자로를 개

발할 계획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2단계는 차세대 원자로에 의한 

전력생산 확대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원전의 경제성을 기술적 측면에서 향상

시키는 동시에 신기술을 토대로 차세대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2010년 

이후인 제3단계에는 전력공급 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기술을 완성시

키고 신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차세대 원자로를 건설하여 2010년까지 

폐지되는 원전의 전력을 보충하고 2010년까지 건설예정인 화력발전소를 신

형원자로에 기초한 중급 열병합 발전소로 일부를 대체하며 원전운  및 건

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국 기업체인 Rosenergoatom을 전담기

관으로 정부가 지정하여 원전의 부지선정단계부터 폐지단계까지를 운  및 

관리토록 하 다. 

원전의 안전성 보장 및 향상을 위해 국제안전기준 제정 이전에 건설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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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인 8기의 원자로는 '90년부터 특수운  허가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

다. 이들 노형은 수명 종료후 신형원자로로 대체될 예정이며 차세대 원전설

계시 노심용융사고 발생확률과 노심용융사고시 방사선 누출확률을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2000년까지 모든 액체폐기물을 고체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Mayak 지역내에 조성하며 사용후 원전연료 최종처분과 유리고화된 액체폐

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실험실을 설치‧운 하고 가공할 수 없는 사용후핵연

료 및 유리고화된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처분 

부지를 2000∼2010년 기간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경수로는 VVER형과 RBMK형으로 구분되는데 VVER형은 세계 

최초 원전인 Obninsk의 5MW급 원전 이용을 시작으로 1단계의 

VVER-210/365형, 2단계 VVER-440형을 거쳐 3단계의 VVER-1000형으로 발

전되어 왔다. RBMK형은 RBMK-1000/1500형이 개발되어 이중 RBMK-1000은 

현재 러시아에 11기가 운 되고 있으며, RBMK-1500형은 리투아니아 

Ignalinsk 원전에 2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 냉각재로 Co 가스를 사용하

는 150MW급 중수로가 개발되어 체코의 Yaslovsk Boguntsky에 건설된 바 

있다. 최근 러시아는 VVER-1000과 VVER- 440에 기본을 두고 운전수명 기간

이 50∼60년에 이르는 630MW급 중출력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이 10배 이

상 줄어 드는 신형 원자로를 채택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운전중인 러시아의 발전용 원자로는 총 29기이며 발전량은 

21,242 MWe에 달하고 있다. 현재 폐지된 원자력발전소는 Beloyarsk 1, 2호

기이며, 폐로중이거나 구적으로 Shut Down된 원전은 13기이다. 

  5. 일본 

   일본은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을 70,000MW로 계획하고 있으

며, 2030년까지는 100GW를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상업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53기이며, 총 설비용량은 

304,866.81GWh(e)이다. 이는 일본의총 발전량 901,560.77 GWh(e)의 3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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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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작하 다. 원전의 시간당 가동률도 83.3%를 기록하 다. 이러한 높은 이용률

은 원자력의 불시정지 건수와 정지일수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반해, 

정기검사 기간을 단축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시설로는 연구용 원자로 19기가 운전중에 있고 3기는 건설

중에 있다. 재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800톤U/년으로 건설중에 있으며 2003

년 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100만㎾ 원전 30기분 처리용량이

다.

   농축시설은 처리용량 1,050톤SWU/년의 시설을 운 중에 있으며 향후 

1,500톤SWU/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이는 총 소요량의 30%를 공급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1차분 4만㎥를 1992년 운  개시한 이래 처분용

량을 총 60만㎥으로 증가시켰다. 기타 주요 시설로는 변환시설 3곳, 핵연료

가공시설 7곳이 있다.

   일본의 경수로 기술은 지금 성숙단계에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달리 

부존자원이 열악한 일본은 우라늄 자원을 신중히 사용하는 입장을 취하 다. 

그래서 일본은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다시 사용하기 위해 플루토늄과 연소되

지 않은 우라늄을 추출하는 정책을 추진하 다. 이것은 자원을 최대한 이용

하고 방사성폐기물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방사선의 이용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과 함께 

시작된 이 분야에서의 노력은 입자 가속기와 원자로를 이용하는 진보된 응

용을 많은 분야에서 수행되게 하 다. 이외에도 방사학과 방사선의 식품조사

와 같은 다른 유망한 분야가 있다. 

  6. 중 국 

    현재 총 발전설비 규모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정도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고 세계적인 지구 환경

보호 운동과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소의 지속적

인 건설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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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만kW급 원전 1기를 지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총 전력생산은 ’98년에 1,1580 MkWh이며 이중 원자력은 141 M 

kWh로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생산능력은 277.3GW이며 이중 워

자력 생산능력은 2.266 GW로 0.82%이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원자력의 군사목적 사용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

으나, 최근 개방정책과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로 정책을 전환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IAEA 원칙 준수, 상대국 동의 없이 제3국에 기술이

전 금지 등 3대 원칙하에 원자력 국제협력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원

자력 기초기술, 특히 실험에 강점이 있고 핵연료 주기기술 등은 상당한 수준

이나, 원전건설․운  등 상용화 기술은 미흡하므로, 선진국 기술지원 하에 

원전건설 추진중에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위하여 IAEA에가입(‘84.1), 핵물질 물리적방호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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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수출통제체제)에는 미가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원자력정책 기본노선은 ① 주도적 역할, ② 국제 원전기술개발동

향 추적, ③ 입중된 설계 및 기술도입, ④ 핵심기술 전수로 원전기술자 및 

국산화 실현 등에 두고 있다.  중국의 원전시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잠

재력이 크고 우리 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으며,  주요 협력추진방향으로

는 ① 중국 원전기술 진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활성화, ② 사

전조사활동 강화와 인력 양성, ③ 단계별 장기전략(예: 수출전략)의 수립․시

행 등 중국은 한국의 원전기술자립, 특히 국산화 전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는 원전기술을 자립한 과거 경험과 현재의 정책 및 전

략추진을 기본으로 중국 관련기관과 유대관계 강화 필요가 필요하다.

      동위원소의 핵의학 및 생명공학분야에의 이용도 추진되고 있으며 현

대분자 핵클리닉을 위한 방사성의학 및 디지털진단장비도 개발될 것이다. 방

사성면역분석(Radioimmunoassy, RIA) 키트 이용 분야도 확대될 것이며 이 

분야의 성과도 증대될 것이다. 농산물의 방사선 처리를 확대하고, 방사선으

로 가교(cross-link)된 열에 수축되는 제품, 와이어, 케이블을 다른 산업분야

에 이용하는 것도 확대하며 방사선으로 “고체, 액체, 기체 폐기물”을 산업화

를 추진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원자력기술의 산업, 농업, 의학적 이용에 많은 성과를 이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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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0년대, 산업 및 의학적 이용을 위해 전자가속기 수가 크게 증가되었

으며, 산업체의 코발트원 이용도 폭넓게 활용되고있다.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 기술도 하이테크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이용분야에서 탈

피하여 생명공학, 재료과학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새로운 경제성장의 

축이 되고 있다. 

     의학적 이용에 있어서, 중국에는 2,0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사용되는 

100종류 이상의 방사성의약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40개 이상이 있

다.

  7. 호 주 

 호주는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용원자로 및 방사성동위원

소 이용, 우라늄의 채광과 수출 등의 주요 원자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자력연구개발은 '87년 연방과학산업연구소(CSIRO :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로부터 분리독립된 ANSTO

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호주는 세계 제1의 우라늄광 보유국으로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의 우라늄 생산은 최근 3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캐나

다에 이어 세계 제2의 우라늄 생산국으로 부상하 다. 

  8. 캐나다 

   ‘2000년 말 현재 운전중인 중수로(CANDU)형 원전은 14기(Ontario 12기, 

New Brunswick 1기, Quebec 1기)이며 설비용량 68,678.6 GWh(e)이다. 

총 발전량 582,268.4GWh(e)중 원전 점유율은 11.8%이다. 캐나다는 원전 

25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98년 7기 가동 중단되었다. 연구용원자로는 

현재 10기가 운용중이며 변환시설은 1개(Cameco사)가 있다. 핵연료 가공

시설은 4개, 폐기물 저장시설은 8개 시설이 있다. 

   중수형 원자로인 CANDU 원자로를 독자개발한 종주국이며 한국, 아르헨

티나, 루마니아, 중국, 인도 등에 원전 11기 수출하 다. 우리나라는 지난 

‘83년 월성 1호기 도입, 2․3호기 완공(’97, ‘98년), 4호기 ’99년 9월 상업

운전으로 캐나다의 중수형원전전을 많이 도입한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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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U-6, CANDU-9 등 신형원전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특

히,CANDU-9은 우리나라 월성 후속기용으로 개발되는 노형이다. 국내적

으로는 원전 추가 건설계획이 없으나 노후 원전 대응 및 수명 연장 방안

이 검토중이다. 우리나라와의 기술협력은 월성의 중수로와 관련한 협력 

및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DUPIC) 개발 등을 활발히 추진중이다. 

   카나다는 세계 우라늄의 1/3을 생산(‘97년 12,031톤)하고 있으며 생산된 

우라늄의 80%를 수출하고 있다. 고품위 우라늄 매장량도 구소련, 호주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풍부하며 광산개발 지속 추진 및 채광관련 방사선 

향의 최소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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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양국간 주요 원자력협력 현황

  1. 양국간 원자력 협력협정 현황

일반적으로 국가간 원자력 협력은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되는 원자력협력협정 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는 1956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처음 체결한 이래, 원자력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1년 7월말까지 아래 표와 같이 미국, 스페인(보충협

정), 캐나다,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협력각서), 국, 중국, 아르헨

티나, 베트남, 터키, 러시아, 브라질, 체코, 우크라이나 등 17개국과 원자력협

력협정을 체결하 다. 

특히 2001년도에는 브라질, 체코, 우크라이나, 모로코 등 4개국과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협력 대상국을 세계의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기

반을 마련하 다. 우리나라는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아프리카 지

역의 이집트, 동유럽 지역의 루마니아, 동남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남미 지역

의 칠레 등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핵심은 미국, 캐나다, 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호주 등 원자력 선진국과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는 양

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성공적 수행에 있다. 또한 최근 원자력발전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중국과의 공동조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어, 현재는 8개국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공동조정위원회의 성공적 수행에 노력

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21세기 우리 나라가 원자력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첩경인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원자력 기술의 습득은 물론 더 

나아가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선진국과의 협력관계와는 별도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 중동지역의 국가와도 지금보다는 보다 긴 한 협력관계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2001년도에 브라질, 체코, 우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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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로코 등과 협력약정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우리 나라의 원

자력 발전 모델은 이들 개도국들의 발전 모델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관련 각각의 분야별-예를 들어 모로코와는 원자력 해수담수화 사업을, 

체코와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분야로 접근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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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국간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현황

국 가 협   정   명 서 명 일 발 효 일

미 국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72.11.24 
개정’74.5.15

’73.3.19
개정’74.6.16

스페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과 응용을 위한 대한민국 원
자력위원회와 스페인 원자력위원회간의 보충협정

’75.7.14 ’76.12.10 

캐나다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76.1.26 ’76.1.26 

호 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있어서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

’79.5.2 ’79.5.2 

벨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왕국 정부간의 핵에너지의 평화
적 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81.3.3 ’81.3.3 

프랑스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에 관한 협정

’81.4.4 ’81.4.4

독 일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86.4.11 ’86.4.11 

일 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을 위한 협력 각서

’90.5.25 ’90.5.25

 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정
부와 국 정부간의 협정

’91.11.27 ’91.11.27

중 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94.10.31 ’95.2.11

아르헨 
티나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96.9.9 ’97.9.19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협정

’96.10.20 ’97.1.6

터 키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98.10.26 '99.6.4

러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에 관한 협정

’99.5.28 ’99.10.8

브라질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01.1.18

체 코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에 관한 협정

’01.3.16 ’01.5.29

우크라이
나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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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제1절 목적 및 의의

우리 나라는 1978년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래 비약적

인 성장을 거듭하여 2000년말 현재 원전 16기가 운전중이고, 4기가 건설 중

이며 2015년까지 추가로 8기를 건설할 예정이어서, 2015년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또한 우

리나라는 원전기술의 95% 이상을 자립하여 한국 표준형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전기술의 완전 자립과 선진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원자력 연구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몇 십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일구어 낸 이러

한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훨씬 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원자력 산업이 

부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지는 않지만 연구개발 측면에서나, 원자력 발전

소 운 ,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성 회복 등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와의 긴 한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지하자원이 빈약하고,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용량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개발 확대는 필연적이다. 세계적으로 

자원 최빈국중 하나인 우리 나라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8%를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이산화

탄소(CO2)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

라서 원자력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세계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킴으로써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나라가 에너지 자립 및 원자력 기술자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선진국의 원자력개발 및 그들과의 기술협력 현황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여 외국의 개발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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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자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로 기술과 핵연료주기 기술 등의 자립을 통해 원자력 기술을 

선도해 온 미국, 캐나다는 물론 유럽의 원자력 선진국의 원자력 동향을 주시

하고 그들과 협력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는 선진 원자력 기술의 이전 및 공동 개발을 위하여 

원자력 선진국과의 협력을 양국간 원자력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국, 호

주, 중국, 러시아 등 8개국과 매년 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원

자력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구체적인 양국간 기술협력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OECD/NEA가 원자력관련 국제협력의 핵심적인 

국제무대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양국간의 원자력 국제협력 

수행 또한 국제 원자력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국가 

원자력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IAEA

와 OECD/NEA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물론, 미국, 캐

나다, 프랑스, 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한 국가별 원자력 개발 현황, 우리 나

라와의 협력현황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원자력분야에서의 국

제협력 정책의 세계화와 국가 원자력기술 개발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인 요소인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임에도 불구하

고 2000년대 초 원자력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볼 때 원

자력 선진국의 원자력개발 및 기술협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의 

개발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양국간의 기술협력은 중요하

다.

 제2절 공동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우리 나라는 선진 원자력 기술의 이전 및 공동 개발을 위하여 원자력 선

진국과의 협력을 양국간 원자력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22차), 캐나다(17차), 일본(7차), 프랑스(14

차), 국(6차), 호주(10차), 중국(2차), 러시아(6차) 등 8개국과 매년 원자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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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원자력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구체적인 양국간 

기술협력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2000년도와 2001년 10월까지의 원자력공

동위원회 개최 실적은 <표 3-1>과 같다.

    <표3-1> 2000-2001년도 양국간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 실적

대상국 차수 개최월
개최 
장소

주요 내용    관련 협정

미국 제22차 ‘01.5 워싱턴

•원자력정책, 기술협력, 안전협력, 안전조치 
분야 등에서 70여개 의제 협의 
(미래원자력기술, 핵의학,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등)
•한‧미간 I-NERI(국제 원자력연구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과기부-에너지부간 양해각서 
부속서 서명

한․미 

원자력협정

(`73. 3 발효)

캐나다 제17차 ‘01.7 서울
•개량형 중수로핵연료(CANFLEX), 
경‧중수로연계 핵연료주기기술(DUPIC), 
공동연구개발센터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한․카 

원자력협정

(`76. 1 발효)

일본 제7차 ‘00.3 서울
•원자력 이용개발,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방호, 
안전조치 및 기타 분야 등에서 총 37개 
기술협력의제 협의

한․일원자력

협력각서

(`90. 5 발효)

프랑스 제14차 ‘01.4 서울

•미래원자력기술 개발, 핵융합기술의 교류협력 
추진, 원자력 안전성 향상에 대한 양국 
기술개발 동향과 안전성 평가에 대한 정보 
교류 등 합의

한․불 

원자력협정

(`81. 4 발효)

국 제6차 ‘99.5 런던
•Y2K 문제 공동 대처,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협력 등 추진 합의

한․  

원자력협정

(`90. 5 발효)

호주 제10차 ‘00.10 서울
•원자력신소재 개발 및 평가, 연구용원자로 
중성자빔 연구 등에 대한 협력 합의

한․호 

원자력협정

(`79. 5 발효)

중국 제2차 ‘01.10 중국

•원자력발전, 원자력연구개발,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및 방사선기술 등 5개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합의

한․중원자력

협력 약정

(`99.10 발효)

러시아 제6차 ‘01.5
모스 
크바

•미래형원자로기술, 방사성폐기물처리기술, 
의료/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이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 증진
•원자력 사고시 정보교환 및 기술지원 등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강화 합의 

한․러원자력

협정의정서

(`90.12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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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공동조정위원회 국가별 추진실적

   - 최근 5차례 추진실적 중심으로 -

   1.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 추진 실적

     가. 제18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신형액체금속원자로 설계․

개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미측:핵비확산정책과 상치되므로 

협력의사가 없음. EBR-Ⅱ 폐로사

업 참여 통해 Na 기술 습득 권유

-아측은 민간차원에서 GE와의 계

속적인 협력 추진 의사 표명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제염, 해체 및 환경복구 기술

개발

후행핵연료 

주기연구

-소각, 유리화 관련 기술정보 공유

-KAERI와 DOE국립연구소, 특히 

INEEL과의 기술협력 지속 합의

경․중수로 연계핵연료주기

(DUPIC)기술협력
     "

-양측은 IAEA가 DUPIC 계획에 정

식으로 참여한데 만족

연구용 원자로 판상핵연료 

기술협력

연구로용 원자로 

이용연구    

-양측은 핵연료제조, 핵연료조사, 

조사후시험과 같은 시설의 공동이

용 및 인력교류에 필요한 활동 지

원 합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협력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몰리브덴 99의 생산을 위한 고농

축우라늄을 한국에 공급할 가능성 

시사

조사후 시험활동에 관한 공

동결정의 이행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아측은 제17차 회의 이후 수행된 

사항 보고

중․저준위 폐기물 관련 연

구개발 협력
     "

-정보와 기술교환의 필요성 및 협

력방안 토의

연구용 원자로 사용후 핵연

료 미국 반송

연구로용 원자로 

이용연구

-한국 정부의 조속한 정책 결정 희

망

아이다호국립연구소와의 핵

연료조사시험 연구개발 협력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양측의 연락담당 창구 지정

에너지부(DOE)와의 원자력연

구개발 협력
원자력 기술협력

-미측은 한국의 평가와 향후 토의

를 위한 세부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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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19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차세대 액체금속로 개발
신형원자로 기

술개발

-액체금속로 개발 관련, 미측은  

KAERI-GE간 기술협력 및 기타 국

립연구소 등과 협력 확대 검토

연구로 폐로기술 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트리가 연구로 폐로 계획 추진을 

위한 KAERI와 INEEL과의 기술협

력 지속 합의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 주

기 기술협력
     "

-한국은 미국에 특성시험 연구를 

위한 조속한 보장조치 공동결의 

요청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협력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몰리브덴 99의 생산기술 개발계획 

설명, 미측 협조 요청

연구용원자로 사용후핵연료 

미국 반송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미국반송을 위한 이송업무가 성공

적으로 마무리 될 것임을 확인함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원자력 기술협

력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기술분야 66

개 협력제안 과제중, 우리측은 중

요도가 높은 10개 의제에 대하여 

협력의사를 밝히고, 구체적 협력방

안에 대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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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20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신형 액체금속원자로 개발
신형원자로 기

술개발

-양측은 일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COMMIX 안전성 관련 전산코드

의 KAERI 제공을 포함한 최근의 

활동을 검토. DOE는 현재 KAERI

가 요청한 세 건의 안전성 관련 

요청을 검토중임

방사성폐기물처리, 제염해체 

및 환경복원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KAERI와 INEEL간 방사성폐기물

의 처리. KAERI와 PNNL간 제염, 

해체, 환경복원 기술을 위주로 협

력을 추진하기로 함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 주

기기술(DUPIC) 협력
     "

-‘99년 4월 8일, 미국 원산의 사용

후 경수로핵연료를 PIEF 및 

IMEF/M6(DFDF)시설에서 사용코

자 하는 공동결의가 양국 정부에 

의해 승인

연구로용 판상 핵연료 기술

협력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KAERI는 ANL과 협력하여 원심분

무 U3Si2 분산 mini-plates 핵연료

에 대한 노내 조사시험을 하나로

에서 수행하는 데 본 시험에 관련

된 모든 정보를 ANL에게 제공하

기로 함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협력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한국측은 경제성이 있는 LEU 표

적이 개발되는 경우 몰리브데늄

-99를 생산하기 위하여 HEU 표적 

대신에 LEU 표적을 사용할 것이

라는 취지의 외교노우트

(diplomatic notes)를 미국과 교환

할 것을 합의하 음

조사후 시험활동에 관한 공

동결정의 이행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아측은 우리나라의 미국 원산지 

물질로 구성된 PWR 사용후 핵연

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활동을 원

활하게 추진중임을 소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

분관련 기술개발 협력
     "

-미국측은 KEPCO-NETEC와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천층처분

시설 폐쇄 Cap System, 격납, 감

시 설비 및 폐기물 인수 기준

(Waste Acceptance Criteria) 개발

에 관한 공동연구에 SNL이 참여

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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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연구용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미국 반송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본 과제는 완료되었으며, 과제를 

종료함

아이다호국립연구소와의 핵

연료시험용 캡슐 연구개발

신형핵연료 기

술개발

-KAERI가 ‘99년 7월 INEEL을 방

문하여 공동연구 협약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함. 이 협약에 따라 

KAERI는 INEEL의 연구참가 부분

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DOE와의 원자력연구개발 협

력

원자력 기술협

력

-핵분열생성물의 중성자핵자료 평

가, 중대사고 시험 및 평가기술 등 

10개 과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

술 및 성능평가분야 기술협

력

후행핵연료주

기 연구
-양측의 적극 협력 합의

INEEL과의 연구로 폐로 기

술협력
     "

-양측은 과제현황을 점검하고, 다음

의 세가지 항목을 수개월 동안 추

진키로 함.

  ․INEEL 및 KAERI는 제염․해

체 분야의 정보 교환

  ․INEEL은 미국 에너지부 현지

사무소의 승인 및 INEEL 경

․운  계약을 위한 기술적

인 목표를 위한 제안서 작성

  ․INEEl은 외부 재원지원이 가능

토록 재정확보 노력함

원전 보호계통 컴퓨터 안전

성 보장기술 공동연구

원자력 안전연

구

-KAERI/LLNL은 차세대 원자로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검증을 위한 

방법과 도구 개발에 대한 공동연

구를 수행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방사능 계측용 다중 저항판 

검출기 공동개발
     "

-양측은 그간의 기술적 성과에 대

한 논문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

기로 하 으며 CERN이 RPC개발

에 참여하는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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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COIL 레이저를 이용한 제

염․해체 기술개발

원자력 기반연

구

-KAERI와 SNL은 재원(fund)의 범

위내에서 COIL 레이저 및 D&D 

시스템의 기술을 개발하기로 합의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건전성 

평가

원자력 안전연

구

-KAERI는 원자력 계측제어계통의 

하드웨어 건전성평가에 관한 

ORNL과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

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

지진평가법 개선 및 원전 안

전성 향상을 위한 구조공학

기술 개발

     "

-원자력연구소와 BNL은 공동연구

를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

획 및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

의해 나가기로 함

경․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수

송․저장 관련 연구개발 협

력

후행핵연료주

기 연구

-양측은 INEEL의 Multi-Purpose 

Canister 개발 및 사용후연료 수송

저장현황 등 최근정보를 교환하기

로 합의

혼합 방사성 폐기물 유리화 

기술 공동개발
     "

-양측은 혼합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공동연구 과제로 NETEC이 유리

화 연구시설을 제공하고 SNL이 

소요비용을 확보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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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21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신형 액체금속로 원자로개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측은 미측의 KAERI에 대한 

SWAAM 코드제공과 SSC 코드수

정 관련 기술자문 제공에 관한 최

근 활동현황 검토

방사성폐기물처리, 제염해체 

및 환경복원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KAERI 전문가 교환사업 계속 추

진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 주

기기술(DUPIC) 협력
     "

-공동연구 과제검토회의를 한국에

서 개최키로 합의

연구로용 판상 핵연료 기술

협력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KAERI가 원심분무 방법으로 제조

한 U3Si2 핵연료분말로 미국 

BWXT가 제조한 판상 핵연료의 

연소성능을 평가 착수할 예정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협력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양측은 Mo-99생산을 위한  HEU

의 공급과 표적의 제조 및 Mo-99

분리에서 Cintichem 기술의 적용

을 위해 DOE와 KAERI 간의 실무

회의를 개최할 것을 합의

조사후 시험활동에 관한 공

동결정의 이행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아측은 사용후핵연료의 조사후시

험 활동에 대해 발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

분관련 기술개발 협력
     "

-천층처분 최종덮개 개발 기술협력

에 대한 후속조치로 SNL이 보고

서를 작성하여 2000년 8월 15일까

지  한국 전력공사 원자력환경기

술원으로 전달하기로 함

아이다호국립연구소와의 핵

연료시험용 캡슐 연구개발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양측은 2000년 7월에 KAERI 전문

가들이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를 방문 1단계에서 수행된 캡슐 

예비설계에 대한 검토회의를 갖기

로 합의

DOE와의 원자력연구개발 협

력
원자력 기술협력

-핵분열 생성물의 중성자 핵자료 

평가, 중대사고 시험 및 평가기술 

등 9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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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

술 및 성능평가분야 기술협

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KAERI-SRL 공동연구로 계

획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 

연구에 있어서의 기술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품질보증”에 관한 연

구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

INEEL과의 연구로 폐로 기

술협력
     "

-상호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는데 인

식을 같이 함

원자력발전소 보호계통 컴퓨

터 안전성 보장기술 공동연

구

원자력 안전연

구

-향후 미래형원전의 컴퓨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공동 인식함

방사능계측용 다중 저항판 

검출기 공동개발
     "

-중성자선 검출과 환경방사선 검출 

등의 다중저항판 검출기의 응용범

위 확장의 가능성 조사연구 및 중

성자선 이외의 알파, 베타, 감마 

등의 방사선의 응용 가능성 조사

에 대해 양측이 합의함

레이저를 이용한 제염 및 해

체 기술개발

원자력 기반연

구

-KAERI와 SNL은 공동 연구할 수 

있는 상호관심 사항에 관한 잠재

적 연구분야를 지속적으로 도출할 

것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건전성 

평가

원자력 안전연

구

-과학기술부와 DOE는 이 의제와 

관련된 KAERI와  ORNL간의 정

보교환과 기술적 협의를 공동 협

력활동을 지원할 것임

지진 평가법 개선 및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구조공

학 기술개발

     "

-BNL 및 KAERI는 추후 공동연구

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

력을 계속하고 또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의 교환을 통한 효과적인 

협력을 하는데 동의함

경수로․중수로 사용후핵연

료 수송/저장 관련 연구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계속적인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혼합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기술 공동개발
     "

-미국측은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향후 연락담당을 새로 제

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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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사용후핵연료 선원항 측정분

야 기술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 미 국 측 ( A N L ) 은 

I-NERI(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ntiative)프로

그램에 제출할 예정인 “사용후핵

연료 건식분말 시료내 핵물질과 

핵분열생성물 측정기술개발” 연구

과제에 KAERI와 공동으로 참여하

기로 동의

심지층처분 과학기술 센터 

설립
     "

-양측은 원칙적으로 “심지층처분 

과학기술 센터”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

어야 한다는데 동의하 음

가속기 미임계로 개발 협력
원자력 기반연

구

-양측은 HYPER와 ATW 시스템의 

노심 및 핵연료 개념 연구를 위해 

KAERI와 ANL간 기술협력을 시작

하기로 하는 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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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22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신형 액체금속로 원자로개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측은 지속적인 의견교환 필

요성에 동의

방사성폐기물처리, 제염해체 

및 환경복원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KAERI/INEEL, KAERI/ORNL, 

KAERI/PNNL간 협조에 합의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 주

기기술(DUPIC) 협력
     "

-미측은 다음 공동연구 과제검토회

의시 보다 새로운 기술진도보고서 

희망

연구로용 판상 핵연료 기술

협력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양측은 개량형 연구로용 핵연료 

개발을 위한 공동협정 개정에 노

력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협력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양측은 Mo-99생산을 위한 지속적 

협력에 합의

조사후 시험활동에 관한 공

동결정의 이행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아측은 21차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이후 사용후핵연료의 조사후시험 

활동에 대해 발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

분관련 기술개발 협력
     "

-아측은 전문가 교환과 

KHNP-NETEC 워크샵에 SNL 참

가 제안

아이다호국립연구소와의 핵

연료시험용 캡슐 연구개발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양측은 캡슐 예비설계에 대한 1단

계의 완료후 2단계 착수 기대

DOE와의 원자력연구개발 협

력
원자력 기술협력

-핵분열 생성물의 중성자 핵자료 

평가, 중대사고 시험 및 평가기술 

등 9개 과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

술 및 성능평가분야 기술협

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고준위 폐기물 처분 연구

에 관한 KAERI-SRL간 3단계 공동

연구 적극 지원 합의

INEEL과의 연구로 폐로 기

술협력
     "

-KAERI와 INEEL간 상호 인력 및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원자력발전소 보호계통 컴퓨

터 안전성 보장기술 공동연

구

원자력 안전연구
-보다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공동 인식함

방사능계측용 다중 저항판 

검출기 공동개발
     " -과제 종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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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추진실적

  가. 제2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고속증식로 개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노물리 공동실험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고유안전로에 관한 5개

년 협력프로그램 개발

-나트륨 화재에 관한 협의자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

용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핵융합기술 원자력 기반연구

-플라즈마 분석연구 및 협력분야 

협의

-KAERI 토카막의 개념설계에 대한 

예비평가

이온주입기술      "
-금속이온원을 사용한 이온주입기

술에 관한 공동연구

액티나이드계 및 핵분열물질

의 소멸처리에 관한 공동연

구 프로그램 개발

     " -세미나개최

개량형 핵연료 및 핵주기기

술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제 2차 세미나 개최

원자력발전소 운전 및 안전 원자력 안전연구

-러측 전문가에게 한국의 원자력발

전소 운전 및 안전운전 성과에 대

한 소개

-원자력발전소 해체기술에 관한 정

보교환 및 향후협력 협의

러시아 연구소에서의 훈련가

능성 및 조건
원자력 인력양성

-러시아 원자력부에서 관련정보 제

공

원전기기 및 장비의 수명연

장을 위한 재료 연구
원자력 안전연구

-압력용기 Annealing 기술에 대한 

소개

요원훈련 원자력 인력양성
-아국의 요원훈련체제에 대한 소개 

(과정별, 절차서, 모의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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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코일레이저 시스템 기술 개

발
원자력 기반연구

-이동형 로봇과 고출력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절단기술 

개발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건전성 

평가
원자력 안전연구

-과학기술부와 DOE는 이 의제와 

관련된 KAERI와  ORNL간의 정

보교환과 기술적 협의를 공동 협

력활동을 지원할 것임

지진 평가법 개선 및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구조공

학 기술개발

     "
-BNL 및 KAERI는 추후 공동연구

를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에 동의 

경수로․중수로 사용후핵연

료 수송/저장 관련 연구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최신 정보 및 인료교류 합의

혼합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기술 공동개발
     "

-NETEC과 SNL의 공동연구분야 모

색 합의

레이저를 이용한 제염 및 해

체 기술개발
원자력 기반연구

-KAERI와 SNL은 공동 연구할 수 

있는 상호관심 사항에 관한 잠재

적 연구분야를 지속적으로 도출할 

것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사용후핵연료 선원항 측정분

야 기술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KAERI와 ANL간 지속적 공동노력 

합의

심지층처분 과학기술 센터 

설립
     "

-양측은 원칙적으로 “심지층처분 

과학기술 센터”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

어야 한다는데 동의하 음

가속기 미임계로 개발 협력 원자력 기반연구
-KAERI와 ANL간 가속기 미임계로 

개발을 위한 양국간 협력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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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3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로 압력관(지르코늄 합

금) 개발
원자력 안전연구

-`94년 하반기중 양국 관계전문가

를 1명씩 파견하여 기술정보교류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교류 원자력 통제기술
-`94년 12월 관련분야 공동세미나

를 러시아에서 개최

원자력발전소 운전 및 안전

성 제고
     "

-아측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비파괴 

및 파괴검사기술 교류를 위해 러

측관련시설 및 실험실등 방문을 

제의, 러측은 관련기관과 협의하

여 9월까지 통보예정

레이저개발 및 응용 원자력 기반연구

-아측 원자력(연)과 러측 TRINITI 

연구소간 기술협력협약을 통해 추

진

경수로 유체계통 설계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아측의 유체계통설계기술 검토를 

위해 러측 전문가 1인을 선발하여 

6개월간 아국에서 활용

  ◇ 신규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핵융합기술 원자력 기반연구

-플라즈마 진단 및 원자력연구소 

토카막 개념설계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가 교환을 계속 추진

액티나이드계 및 핵분열 생

성물 핵종변환 연구
     "

-`94년 12월 관련분야 공동세미나

를 러시아에서 개최

원자력발전소 운전 및 안전

성 제고
원자력 안전연구

-`95년 3/4분기에 러측 전문가 3명

을 초청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선 방호 및 원전폐로 분야 정

보교환 및 협력방안 논의

원전부품 및 장비의 수명연

장관련 소재연구
     "

-러측 연구기관 협의체(MOHT)에

서 소재담금(Annealing)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아국측에 제공

-러측 기술정보를 검토한 후 향후 

협력프로그램 개발

요원훈련 원자력 인력양성

-러측의 요원훈련 과정, 절차, 시뮬

레이터 및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

를 `94년 9월까지 아국측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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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4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핵융합기술 원자력 기반연구

-한국의 국가핵융합개발계획이 확

정된 후 프로젝트 책임자간에 구

체적인 계획을 협의하기로 함

액티나이드계 및 핵분열생성

물 핵종변환연구
     "

-제4차 공동세미나를 ’96년 하반기 

KAERI에서 개최하여, 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프로그램 개발문제를 

협의키로 함

원자력발전소 운전 및 안전

성 제고
원자력 안전연구

-’97년중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

선방호 및 원전 해체 문제를 협의 

위해 러측 전문가 초청키로 함

Zr-Nb 합금개발 원자력 기반연구

-양측은 공동프로젝트 설치 가능성

을 협의하기 위해 전문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함

핵물질 계량관리 관련기술 

교류
원자력 통제기술

-러시아는 핵물질 측정 및 극저준

위 측정시스템분야 기술개발협력

을 위한 KAERI의 제안을 수용

레이저개발 및 응용 원자력 기반연구

-레이저개발 및 응용분야 협력 지

속 및 Eximer 레이저개발 공동연

구위해 KAERI-TRINITI간 기관

차원에서 수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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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안전규제분야 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양측은 관련기관간에 규제요원 및 

전문가를 교류하기로 하고, 개인 

피폭선량측정, 방사능생태학 환경

감시 시스템 및 원전의 안전규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함

원자력발전소 기기/설비재료

의 노후화평가 및 열화피복

기술 평가에 관한 연구

     "

-양측은 공동세미나 개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공동연구 및 기술협

력이 가능한 분야를 확인하기로 

함

냉중성자원장치의 하나로 설

치에 대한 기술타당성 검토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양측은 냉중성자원 장치의 하나로 

설치에 대한 개념설계분야에서 공

동협력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

액체금속 고유안전로 개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향후 기술협력프로젝트 및 상호 

관심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원자력홍보분야 정보교류 원자력 기술협력

-전문가 및 정보교류를 통해 원자

력홍보분야에서 협력을 수행하기

로 함

신형원자로 개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세미나 개최, 정보 및 전문가 교

류를 고려해 나가기로 함

제3국 원전사업 공동참여 협

력모델 개발
원자력 기술협력

-양측은 러시아 산업계 및 한중간

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96년 

중 양국 원자력산업시설의 상호 

교환방문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

을 같이함

-첫 단계로 MINATOM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러시아 관련 기관

을 한중에 소개하고 한중과 러시

아 산업계간의 연락채널 설치를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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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5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액티나이드계 및 핵분열생성

물 핵종변환 공동연구
원자력 기반연구

-한국측 담당 기관은 KAERI가 계

속하고 러측 주관 연구기관을 

VNIINM으로 교체

원자력발전소 운전 및 안전

성 제고
원자력 안전연구

-양측은 금년말까지 러시아측 전문

가 3명이 한국전력을 방문하여 방

사성폐기물 및 원전해체 분야의 

기술정보교환을 하기로 합의

Zr-Nb 합금개발 원자력 기반연구

-러시아측은 KAERI/VNIINM의 

공동연구프로젝트로서 생산되는 

모든 결과물을 KAERI로 조속히 

송부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단

순화시키거나 가속회되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한다고 합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기술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양측은 주로 규제체제 및 정책, 

안전 심사 및 검사, 환경 방사능 

감시 및 평가, 방사선 방호, 비상

대책 관련 정보교환 분야에서 협

력하기로 합의함

원자력발전소 기기․설비 

재료의 노후화 평가 및 

열화회복 기술에 관한 연구

     "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보다 효과

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연

구 실무자간의 접촉(예: 공동 

Seminar 개최)을 정례화

액체금속 고유안전로 개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측은 2000년 후반기에 향후 협

력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을 위

하여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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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신형 핵연료 피복관 

조사시험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양측은 각국이 개발한 신형 핵연료 

피복관 노내시험에 대한 협력을 수

행하기로 합의하고 차후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협의하기로 함

러시아의 가동중 원전 

계측제어설비 개선 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KOPEC-MINATOM의 전문가 교

환 합의

납냉각 고속로 설계 평가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측은 러시아 납냉각 고속로 설

계 평가 관련 구체적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2000년 후반

기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국은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분

야의 기술교환, 정보교환 및 전문가 

교환에 합의

원전 개발의 경험교환을 위해 

PWR/VVER을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의 공동분석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측은 개량형 VVER과 차세대원전

에 대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술정

보를 교환하는데 합의

의약 및 농업용 동위원소 

생산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KAERI와 러시아 원자로연구소

(RIAR)는 상호 협력과제로서 의

료 및 산업용 방사성핵종의 생산

기술개발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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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6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소멸처리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 연구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PT 사이클주기기술연구에

서의 협력 세부분야 및 수행전략

을 실무자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

하고 조정하기로 합의

Zr-Nb 합금 개발 원자력 기반연구

-KAERI와 VNIINM은 3단계 공동

연구를 착수하기 위한 방안을 공

동 물색하기로 함 

원자력발전소 기기‧설비 재

료의 노후화 평가 및 열화회

복기술에 관한 연구

원자력 안전연구

-양측은 2001년중에 1주동안 연구

정보(기술, 장비, 시설, 보고서 등) 

목록 교환과 상호 방문을 주선하

기로 함

액체금속 고유안전로 개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측은 액체금속로를 개발하기 위

해 한국과 러시아간의 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신형 핵연료 피복관 조사시

험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양측은 ISTC partnership project

하에서 Zr-alloy material 

cladding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

키로 합의함 

러시아 납냉각 고속증식로 

설계개념 평가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측은 원자로 안전, 폐기물관리, 

핵저항성을 포함한 핵주기 등을 

포함한 러시아 납냉각 원자로사업

의 기술 평가에 대한 협력을 지속

하기로 합의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

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원자력시설의 제염 및 해

체분야의 기술, 정보 및 전문가 

교환 합의

의료용 및 농업용 방사성동

위원소 기술정보교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KAERI-RIAR는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정보교환 및 전문가 방문을 수행

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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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한-러 원자력기술관련 공동 

워크샵 개최
원자력 기술협력

-양측은 2001년 11월초 서울 또는 

대전에서 공동워크샵을 개최하기

로 합의

자유전자레이저를 이용한 분

광학 및 안정동위원소 분리

연구

원자력 기반연구

-KAERI-BINP는 전자레이저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자외선자유전자

레이저 방사선이용을 위한 공동연

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생물

체의 반응 해석에 관한 연구
     "

-KAERI에서 제안한 동 분야의 러

시아 상대기관인 MRRC는 러시아

원자력부(MINATOM) 산하기관

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측에서 

이 문제를 추가 고려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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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추진 실적

  가. 제10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핵사고 환경오염제염 및 복

구기술 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NEMAC․IPSN은 관련 연구결과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회의 개최 

합의

원자로 안전성 관련 정보교

류
원자력 안전연구

-MOST․DSIN은 지속적 협력에 

합의

다목적 연구로 (KMRR) 협

력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KAERI․CEA는 FTL 협력관련, 

협력의 범위, 방법에 합의

원자력사업 국민홍보 (PA) 

협력
원자력 기술협력 -지속협력에 합의

경수로 핵설계 전산코드 이

전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의제 종결

방사능 생태학 및 방사선 감

시 연구
원자력 기반연구

-KAERI․IPSN은 1994년 방사능

생태학에 대한 약정 체결

-양측은 전문가 교환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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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

기물관리 기술 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NEMAC․CEA/DCC는 ‘지질학적,

공학적 장애에서의 방사성 핵종’ 

부야 교류에 합의 

울진 원전 비상훈련 절차서 

검증 확인
원자력 안전연구

-KINS와 IPSN은 KEPCO가 준비

중인 울진 원전 비상훈련 절차서 

평가에 협력

울진 원전 비상훈련 절차서 

검증 확인
     "

-MOST와 DSIN은 원자력 비상계

획 및 훈련에 대한 정보 교환 동

의

원자력 안전분야 기술정보교

환․협력약정 확대
     " -MOST․AEO/DSIN

액체금속로 기술 협력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아측은 액체금속로에 대한 프랑스

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습득을 위

한 전문가의 프랑스 방문 요청

조사후 시험시설 운전경험 

교환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의제 종결

원자력 요원 훈련 확대 원자력 인력양성

-양측은 과학자와 전문가 교류 확

대를 통해 실질적인 훈련프로그램 

수행에 합의

CATHARE 전산 코드 및 

BETHSY 실험 참여
원자력 안전연구 -협력 지속 합의

PHEBUS FP      "
-KAERI와 IPSN은 중대사고 분석 

실험에 관한 협력 모색

원전 인간공학 연구      " -의제에서 제외

원자력 교육훈련 과정 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원자력 교육훈련 과정 개발에 박

차를 가하기 위해 KAERI와 

INSTN은 양국 책임자 지정

원자로용기 관통 스리브 안

전성 평가
원자력 안전연구 -협력 지속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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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MOST/DSIN(원자력안전 설

치국) 간 협력약정
원자력 안전연구

-‘원자력 안전분야 기술정보교환․

협력약정’에 포함

CABRI REP (PWR 제어봉 

방출사고 관련 핵연료 거동

연구) 개획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KAERI는 IPSN에 추가정보 요구

IPSN(원자력 방호 연구

소)/KAERI간 약정
원자력 안전연구

-KAERI와 IPSN은 새 협정에 포

함될 기간과 조건을 명백히 하는

데 합의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관련 

기술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NEMAC와 CEA/DCC는 지속적 

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회의를 조

직하는데 합의

ADENI (국제 원자력교육개

발 협회)와 한국의 관련기관

과의 협력

원자력 인력양성
-불측은 ADENI의 기능과 관련 정

보를 아측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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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1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핵사고 환경오염 제염 및 복

구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핵사고시 오염지역 복구활동에 대

한 정보를 교류하고 

KAERI-IPSN간 협력약정하에서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해 나

가기로 함

원자력사업 국민홍보 협력 원자력 기술협력
-양측은 상호 호혜원칙하에 PA 분

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함

방사능생태학 및 방사선감시 

연구
원자력 기반연구

-KAERI 엔지니어의 IPSN 방사능

생태학부 장기파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함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

물관리 기술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사용후핵연료관리를 위해 

원격조종기술에 대한 협력을 추가

하고 실질적인 협력분야를 개발하

기 위해 관련정보 및 전문가를 교

환하기로 함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협력      "
-양측은 방사성폐기물관리 분야에

서 협력을 추구해 나가기로 함

울진원전 비상운전절차서 확

인 및 검증
원자력 안전연구

-한국측은 ’96년 수행될 예정인 울

진 1․2호기 비상운전절차서 검증 

작업에 프랑스측 관계전문가가 기

술자문가로서 참여해줄 것을 제안

함

비상대책      "

-한국측은 비상훈련에 대한 추가 

정보를 DSIN측에 제공하고 프랑

스측이 참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일정을 통보키로 함

액체금속로 기술협력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측은 협력수행기간을 추가로 5

년간 연장하고 신규 기술협력 프

로젝트개발 및 상호 합의사항의 

충분한 달성을 위해 실무 그룹회

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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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요원 훈련 원자력 인력양성

-양측은 ’94년도에 합의한 사항과

동일한 범위에서 협력을 계속 하

기로 함

CATHARE 전산코드이용 및 

BETHSY 실험 참여
원자력 안전연구

-BETHSY 협력에 3개의 신규 

BETHSY 실험을 추가하기로 함

PHEBUS FP 프로그램      "

-신규 KAERI-IPSN 협력사항에서 

명시한대로 중대사고 분야에서 새

로운 공동협력을 모색하기로 함

원자력교육 훈련과정 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양측은 원자력 훈련과정 개발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함

해체 및 해체폐기물 재활용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보다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해 나가기 위해 NEMAC과 

CEA간에 전문가 및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Adeni와 한국 관련기관간 협

력
원자력 인력양성

-프랑스측은 Adeni에 관한 자료를 

한국측에 제공하고 한국측은 동 

자료 검토후 적합한 협력기관을 

선정하는데 노력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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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안전관련 전기기기 환경검증 원자력 안전연구

-양측은 안전관련 전기기기 환경 

검증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KINS-IPSN간 협력협정하에서 협

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키로 함

하나로에 냉중성자원 장치의 

설치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양측은 기본설계개념, 안전성, 기

기공급자 및 계측장비 등의 검토

분야에서 협력을 수행키로 함

핵융합 기술협력 원자력 기반연구

-양측은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력

을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오염된 교체기기의 처리 및 

재활용 기술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논의하지 않기로 함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

용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양측은 정보 및 인력교류를 수행

하고, 향후 세부적인 공동연구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그룹회의를 갖

기로 함

방사선생명과학 기술개발      "

-양측은 정보 및 인력교류를 수행

하고, 향후 세부적인 공동연구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그룹회의를 갖

기로 함

CABRI REP 프로그램 원자력 안전연구

-IPSN은 CABRI PWR 안전성연구 

프로그램에 KAERI의 참여를 제

안함

중대사고 분야에서 

KAERI-IPSN간 공동협력
     "

-KAERI와 IPSN은 중대사고 분야 

특히, CADARACHE 공동연구팀

에 의한 중대사고의 경우 원자로

압력관 하반구 현상모델 공동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검토하

기로 함

핵물질 통제기술 원자력 통제기술

-KAERI-IPSN간 협력약정하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적으로 협력

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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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12차 주요 의제

  ◇ KAERI/IPSN 약정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핵사고 환경오염 제염 및 복

구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해체 및 해체폐기물 재활용 기술개

발 의제와 통합

방사능생태학 및 방사선감시 

연구
원자력 기반연구

방사능생태학연구분야의 향후협력

에 대하여 상호 협의토록 함

CATHARE Computer Code 

이용 및 BETHSY Loop 

Test 참여

     "

BETHSY Agreement는 1997년 12

월 종료되나 열수력연구분야에서 

타 분야 협력 가능성 모색

PHEBUS FP프로그램      "
1998년 3월 이후 PHEBUS FP 

Agreement 연장을 모색키로 함

CABRI REP 프로그램      "

프랑스측은 아측에 CABRI PWR 

Safety Research Program에 참여 

제안

중 대 사 고 분 야 의 

KAERI-IPSN간 신규협력
     "

본 의제를 격납용기직접가열(DCH)

실험 및 중대사고분석코드의 공동

개발 등 2개 의제로 분리하며 향후 

개별적으로 협력키로 함

핵물질 통제 원자력 통제기술 -본 의제를 종결키로 함

방사선방호도시메트리 기술

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KAERI는 X선 및 중성자 도시메

트리 협력, 저준위 액티나이드 및 

도시메트리의 체내측정협력, 상기

분야에서의 과학자 상호 관련 등

에 관심 표명

  ◇ KINS/IPSN 약정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울진 원전 비상운전절차서 

검증 및 확인
원자력 안전연구

-양측은 1996년에 울진 원전의 

EOP 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동의

제를 종료하기로 합의

안전관련 전기기기 환경 검

증
     "

-양측은 KINS-IPSN간 협력약정하

에서 협력과제들을 면 히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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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DSIN 약정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한․불 원자력안전전문가회

의에 대한 검토
원자력 안전연구

규제 전반에 관한 정보      "

원자력 발전소 기기의 경년

열화
     "

중대사고 대응책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차세대 원자로 및 액체금속

로 규제요건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규제기관과 국민과의 대화 원자력 기술협력

-양측은 협력 활동을 검토하기 위

해 매년 한국과 프랑스에서 동 회

의를 교차적으로 개최하고, 또한 

회의 결과를 한․불 원자력공동조

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

비상대책 원자력 안전연구

행정약정 확대 원자력 기술협력

원자로 관통 슬리브의 건전

성 평가
원자력 안전연구

◇ KEPRI/SGN 약정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중․저준위 방사물 유리화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전력연구원과 프랑스측은 효율적

인 기술교환을 위해 향후 2년간 

유리화기술 전문가를 교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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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IN/MOST 약정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

물관리 기술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안전수송 및 관리를 포함한 사용

후핵연료관리분야협력을 계속키로 

함

액체금속로 기술협력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세부기술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실

무회의, 정보 및 전문가 교환합의

해체 및 해체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KAERI는  핵연료주기폐기물처리

기술에 관한 다음 기술들을 프랑

스측에게 설명하 으며 프랑스측

은 관련된 연구분야를 조속히 알

려주기로 함

핵융합기술협력 원자력 기반연구

-1995년에 제정된 신규 국가핵융합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개편된 

KAERI의 역할분담으로 중성입자

빔가열장치 및 고주파가열장치와 

같은 초전도 Tokamak의 플라즈

마 가열 및 전류구동 분야에서 협

력키로 하고 실무협의를 조만간 

시작키로 함

방사선을 이용한 생명과학 

기술개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방사선방호에 대한 면역조절계의 

상승효과 및 자연방사선방호계의 

세포독성분석에 의한 방사선방호

의 분자 원리에서의 세부공동연구 

협의를 위한 정보 및 인력 교환, 

실무회의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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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국민 홍보정책 교환

(MOST/KINS/KEPCO-DSI

N/EDF/COGEMA/ANDRA)

원자력 기술협력
-양측은 접근방식의 확대와 국민의

식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함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협력

(KEPCO/NETEC-ANDRA)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이해증

진을 위해 여론 선도자, 전문가, 

기술정보의 교환 등에서 협력키로 

하고, 상기분야에서 세부협력사업

을 추진키로 함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및 이

용(KAERI-CEA/CIS BIO)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핫셀내에서 우수의약품 제조용 청

정시설의 홀뮴-166 설치를 포함한 

99mTc 발생기 빛 방사성의약품 

개발의 세부공동연구 협의를 위한 

정보 및 인력교환, 실무회의 개최 

합의

원자력요원훈련(MOST/KAI

ST-CEA)
원자력 인력양성

-원자력요원훈련(MOST-CEA)

-원자력교육훈련과정개발(KAERI-

CEA)

-Adeni와 관련기관간 협력

(MOST-CEA)

고준위폐기물 심층처분 연구

개발에 관한 기술협력

(KAERI-ANDRA)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프랑스측은 고준위폐기물의 심층

처분 분야에서 연구개발 현황을 

설명하고 ANDRA 전문가와 협의

후 협력가능방법을 모색하기로 함

냉중성자원의 이용

(KAERI-TECHNICATOME

/CILAS/CEA)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냉중성자원 사업 진행중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기 위하여 기술협의

를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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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13차 주요 의제

  ◇ KAERI/IPSN 약정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PHEBUS FP 프로그램 원자력 안전연구

-KAERI-IPSN간 PHEBUS FP 약

정은 KAERI가 수행하고 있는  

LAVA와 CHFG 실험결과를 제공

하는 것으로 대체 연장됨 

중대사고 실험과 전산 코드      "
-향후 개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키

로 함

PWR 관련 CABRI RIA 프

로그램
     "

-양측은 제어봉 방출 PWR 설계 

관련 사고시 고연소 핵연료 거동

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는 본 

프로그램의 참여 가능성에 관하

여 계속 협의하기로 함

CATHARE 전산 코드 이용      "

-CATHARE 협력은 KAERI-IPSN

간의 CATHARE 약정 범위안에

서 CATHARE User Club에 

KAERI가 참여하면서 지속될 것

임

방사선 방호 분야 연구      "
-양측은 향후 협력을 발굴하기 위

해 연락을 유지할 것임 

  

  ◇ KINS-IPSN 약정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안전평가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양측은 동 의제가 KINS-IPSN 협

력약정에 따른 정보교환이므로, 

양측 국제협력 담당자가 상대역이 

되어 협력하기로 합의함

가압경수로에 관한 CABRI 

RIA 프로그램
     "

-IPSN은 CABRI RIA 프로그램의 

최신 자료를 제공하 으며, 고연

소도핵연료 에 관한 연구에 안전

기술원이 참여하기를 요청하 으

며 참여 조건은 계속 협의하기로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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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DSIN 약정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규제 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원자력 안전연구

-양측은 최근의 규제활동 과 

원전의 운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

원자력발전소 기기들의 경년

열화 
     "

-차기 회의에서 증기발생기의 관막

음기준과 열피로현상에 관한 경험

을 집중 토의하기로 합의

중대사고 대처 방안      "

-한국측은 현재 한국의 중대사고 

대처방안을 설명하 으며 프랑스

측에서는 PAR 사용현황 등 상세 

사항은 전문가 방문에 의한 토의

를 통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주선

하기로 함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 -정보 교환을 계속하기로 합의

차세대원자로 및 액체금속로 

규제요건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한국측은 차세대원자로(KNGR), 

프랑스측은 유럽형경수로(EPR)의 

규제요건 개발현황을 설명하 으

며 프랑스는 독일의 지연으로 

EPR을 위한 독‧불 공동요건 개발

에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

규제기관과 국민간의 대화 원자력 기술협력

-프랑스측은 KINS Internet과 

CARE System에 관심을 보이고 

‘99년 10월 방한시 참관하기를 요

청

울진 원전 1호기의 증기발생

관 누설 (신규의제)
원자력 안전연구

-양측은 동 의제를 경년열화 부분

에서 다루기로 합의

  

  ◇ NETEC-DSIN 약정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

기물 유리화  공동연구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공동연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고 향후 기술상업화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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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ERI-CEA 약정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

물관리 기술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상호 호혜 원칙하에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분야에 

KAERI-CEA/COGEMA간 

협력업무를 지속할 것을 합의

액체금속로 기술협력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불란서측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에 KAERI 측에 관련 자료들을 

제공할 것을 약속

방사성폐기물 처리, 제염 및 

해체에 관한 기술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핵주기 방사성페기물 

처리,제염 및 해체 분야의 협력 

업무를 지속하기로 합의함 

핵융합 기술협력 원자력 기반연구

-양측은 NBI와 ICRF 가열시스템 

분야를 포함한 KSTAR과 Tore 

Supra 토카막 개발에 

상호기술협력 및 과학자방문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방사선을 이용한 생명과학 

기술협력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향후 의학 상을 위한 

방사성의약품 분야와 같은 

연구가능한 잠재적 협력의제를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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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방사성폐기물 관련 기술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구체적인 기술협력사업 

개발을 위해 정보 및 전문가 교환, 

실무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수송 

및 저장을 위한 연소도 효과

기술개발

     "

-양측은 R&D 사업수행 경험으로 

획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교환 

및 고연소도 효과의 R&D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함

고준위폐기물 심층처분 연구

개발에 관한 기술협력 
     "

-세부 협력범위 협의를 위해 

불란서나 한국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

용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홀뮴을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개발 

공동연구를 위해 양측은 정보 및 

인력을 상호교환하고 실무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함

싸이클로트론 방사성동위원

소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

술협력

     "

-양측은 싸이클로트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을 

위한 가능한 기술협력을 

착수하기로 합의함 

냉중성자원 설비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양측은 냉중성자원 및 

연구용원자로를 통한 기타 분야에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원자력요원 훈련   원자력 인력양성
-원자력요원 훈련

-Adeni와 관련기관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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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14차 주요 의제

   ◇ KAERI-IPSN 약정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PHEBUS FP 프로그램 원자력 안전연구

-KAERI는 PHEBUS FP Program을 
접수 확인
-KAERI는 PHEBUS FPT1의 ISP에 

참여 예정  

중대사고 실험과 전산 코드      "

-IPSN은 2001. 11. 21∼23일간 

Cadarache에서 개최되는 ICARE- 

CATHARE Seminar에 KAERI 

참석 요청

PWR 관련 CABRI RIA 프

로그램
     "

-KAERI 및 IPSN은 한국의 CABRI 

W L Program 참여 여부에 대해 

계속 연락하기로 함  

CATHARE 전산 코드 이용      "
-KAERI는 CATHARE 협정에 의한 

CATHARE Code 이용하고 있음

방사선 방호 분야 연구      "

-양기관은 Biological dosimetry 

분야의 협력가능성에 대해 

협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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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ERI-CEA 약정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

물관리 기술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국간 협력 program의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협력가능성을 

모색키로함 

액체금속로 기술협력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 기관은 KAERI의 중견요원이 

협력가능성 및 정보수집을 위해 

CEA-Cadarache에 파견할 것에 

동의함 

방사성폐기물 처리, 제염 및 

해체에 관한 기술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제염 및 해체에 관한 

MOST/KAERI와CEA간 

협력약정의 보조약정 체결에 

동의함 

  ◇ 기타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고준위폐기물 심층처분 연구
개발에 관한 기술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KAERI와 ANDRA는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을 위한 

정보 및 전문가 교환하기로 함  

냉중성자원 설비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KAERI는 2003년부터 Cold 

Neutron Source 설계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KAERI의 

협력 요청시 불란서측은 협조할 

예정임

Adeni와 관련기관간 협력 원자력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전문가 및 자료 

교환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Cyber Training      "

-양 기관은 훈련프로그램 전문가 

및 훈련교재 교환으로 통해 훈련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협력을 하기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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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원자력협의회

  가. 제2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 전문가 교류 프로그

램
원자력 인력양성

-아측은 한․  협정하에서 

수행되는 인력교류는 과기처가 

창구가 되어 협력되어야 함을 

강조

원자로의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교류
원자력 안전연구

-아측은 국이 개발한 원자로에 

대한 안전 및 안전조치분야의 인

력 및 정보교류를 제의

차세대 원자로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실무자간의 구체적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중대사고 현상분석 및 실험 원자력 안전연구

-고압 용융분출 및 냉각재와 핵연

료간의 상호작용 등에 관해 협력

하기로 합의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핵

연료의 장기관리 정책 연구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동 분야에 관한 아국의 장기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분야의 

도출을 위해 아국의 전문가단 방

에 합의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를 위

한 군분리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

-장수명핵종 군분리 공동연구에 대

하여는 국측의 입장을 2개월내

에 회신키로 합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협력
     "

-액체폐기물에서 Cs, Sr, Co등의 분

리 연구에 관한 양국의 현황을 교

환, 검토한 후, 양측에서 협력과제

를 제의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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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3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원자력 인력양성 -정책의제(Ⅰ-5)로 조정

원자로의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교류
원자력 안전연구

-중대사고 현상분석 및 실험을 포

함하여 추진

차세대 원자로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계속 추진 합의

중대사고 현상분석 및 실험 원자력 안전연구
-'원자로의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교

류'에 통합하여 추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핵

연료의 장기관리 정책 연구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계속 추진 합의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를 위

한 군분리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 -계속 추진 합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협력
     " -계속 추진 합의

 ◇ 신규 과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핵융합기술:아측 제의 원자력 기반연구 -추진 합의

  

 

   

◇ 기타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전 수명 연장 원자력 안전연구 `94. 11 세미나 개최 합의

액체금속로 개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상호 입장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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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로 안전성 관련 정보교

류
원자력 안전연구 -Contact Point 지명

차세대원자로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아측은 차기회의에 동 의제를 포

함시키기로 하고 국측은 한국측

의 동 제안을 검토하여 차기회의

전까지 입장을 통보키로 함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

료의 장기관리 정책연구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NEMAC과 BNFL이 계속하여 공

동연구키로 함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를 위

한 군분리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
-KAERI와 AEA간에 분리를 고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협력
     "

-가능성있는 사업에 대해 계속 협

의중

핵융합기술 원자력 기반연구

- 국측은 아측이 MOU 형식으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함

  

 



- 161 -

  ◇ 신규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전 폐로 조치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 국측은 상용 원전을 제외한 원

전 폐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무역산업부의 DRAWMOPS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설

명함.

-한국측은 상업용 원전 해체는 10

여년후에 해당되나 한편, 이에 필

요한 기술 및 전문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양성을 고려하여야할 때

임을 언급

폐기물 관리      "
-양측은 자국의 검사․규제 체계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

성 평가 기술
     " -양측의 협력지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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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5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로 안전성 관련 정보교

류
원자력 안전연구

-차기회의부터는 「MOST/HSE간 

원자력안전에 관한 기술정보교

환」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함

차세대원자로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측은 차기회의부터 본의제 협력

을 중지하기로 합의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

료의 장기관리 정책연구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 

평가연구 및 D/B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함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를 위

한 군분리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

-양측은 「방사성폐기물에 함유된 

귀금속의 분리」로 변경하여 98년

부터 추진키로 합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협력
     "

-양측은 본의제와 「방사성 오염물

질 및 시설의 제염 및 재활용 기

술개발」의제를 합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기술」의제로 변경하

여 추진할 것을 합의

플라즈마 및 핵융합 기술협

력
원자력 기반연구

-양측은 KBSI와 UKAEA간 체결된 

MOU 내용에 따라 향후 협력증진 

방안을 구체화 할 것을 합의

원전 폐로조치 기술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원전폐로에 관한 정보교환 

및 필요시 사안별 공동연구 등 협

력 추진에 합의

방사성 오염물질 및 시설의 

제염 및 재활용 기술 개발
     "

-본의제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협력」와 합쳐서 계속 협력

하기로 합의

한국의 차세대 원자로 규제

요건 개발 기술협력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NII 전문가 초청 및 NII 시설 방

문 등을 통한 동 안전규제 요건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함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안

전성 평가․검증 체계 구축

을 위한 기술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KINS는 측 EA와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것을 희망함

액체 금속로 기술개발에 관

한 협력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측은 KALIMER 프로그램의 목

표가 기존 LMR을 보강하는데 있

음을 표명

기타 협의의제 원자력 기술협력
-양측은 동 회의 합의록 서명을 추

후 외교망을 통하여 추진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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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6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규제기관간 안전성 관련 

기술정보 교환 

(MOST/KINS-HSE)

원자력 안전연구

-Y2K 컴퓨터 문제, 최근 양 규제기

관에서 이루어진 구조조정, 원자력

산업의 축소화 및 관리변화에 따

른 향 등에 대한 논의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장기관리 

정책연구 

(KAERI/KEPCO-BNFL/UK 

NIREX)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KAERI는 핵연료주기 정책연구에 

대해 BNFL의 공동연구 수행

('93-'94) 결과의 수정보완을 위해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희

망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백금족 

원소 회수 및 활용

(KAERI-AEAT) 

      "
- 측은 한국측의 기술개발 내용 

변경요청에 대하여 수락

핵연료주기폐기물처리기술개

발(KAERI-AEAT/BNFL/NIR

EX)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KAERI는 AEA Technology 및 

BNFL과 핵연료주기폐기물처리 기

술협력을 지속하기로 함

플라즈마 및 핵융합 

기술협력 (KBSI-UKAEA)
원자력 기반연구

-양국은 핵융합연구 협력을 지속할 

것을 합의함

원자로 해체 기술 

(KEPCO/KAERI-AEAT/BNF

L)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원자로 해체 기술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

한국형 차세대원자로 

규제요건개발 관련 기술협력  

     (MOST/KINS-HSE)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KINS측 요청에 대하여 HSE는 보

건물리 전문가 1인이 IAEA 

mission에 참여토록 추천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답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에 

관한 체계적 안전평가기술   

(KINS-HSE/DETR/AEAT)  

원자력 안전연구

-KINS는 안전성 분야사용에 대한 

VANDAL코드의 software적용의 

연구 및 개발을 계속하기로 합의

액체금속로 기술개발에 관한 

협력 (KAERI/AEAT)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KAERI와 AEAT는 '98년 협력을 

시작함. 자세한 협의는 향후 협력

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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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싸이클로트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 기술협력   (Lab. of 

Cyclotron Application of 

KCCH-Amersham)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KAERI측은 향후 2년간 싸이클로

트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을 희망

-양측은 각분야의 기술협력에 합

의

발전소 수명 관리/연장     

(MOST/KEPCO-AEAT/HSE)
원자력 안전연구

-한국측 관련기관 KEPCO는 동의, 

향후 조치방법에 관하여 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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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가. 제13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50명/년 파견 프로그램 원자력 인력양성

-`95. 6월 50명 파견 프로그램 제안

서를 AECL에 송부하여 AECL은 

`95-`96 사업으로 16개과제를 검토

중(7개과제 추진, 7개과제 검토중, 

2개과제 수정)

핵연료 기술이전에 관한 협

정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KAERI에서는 AECL에서 기전수한 

바 있는 ELESIM, ELOCA, RFSP 

코드의 최신판 설명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AECL이 방안을 

검토키로 함

CANFLEX 핵연료 개발 프로

그램
      “

-프로그램 연장 또는 갱신할 것에 

대하여 논의키로 함

CANDU 연수 프로그램       “

-양측은 IAEA 지역간 훈련 프로그

램의 지원하에 제3국 진출을 위한 

CANDU 연수과정을 실시키로 함

방사성폐기물 관리
후행핵연료 주기

연구

-양측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공동웍샵을 격년 개최키로 함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 주

기기술개발
      “

-DUPIC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공

동노력을 강화하기로 함

중수로 후속기에 대한 공동

연구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KAERI․AECL간에 중수로 후속기

에 대한 공동연구를 계속하기로 

함

CANDU형 원자력발전소 보

장조치 기술
      “

-CANDU형 원자력발전소 및 관련

기자재의 보장조치 훈련과정에 대

하여 논의키로 함

『하나로』에 관한 추진현황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태국 원자력연구소(OAEP)에 `95. 

9월 AECL에 경쟁입찰 초청 관련, 

AECL의 입찰계약이 성사되면 

KAERI가 이를 수행하기로 함

설계 및 인․허가 검증용 열

수력 전산코드 사용 협력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KINS는 `95. 10월 AECB에 코드 

분석결과를 송부하고 검토를 의뢰

함. AECB는 분석결과 공동검토키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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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규제 지침개발 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KINS는 ‘96. 5월까지 AECB의 안

전심사지침을 검토 회신키로 함

가압 중수형원자로 인․허가 

협력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AECB는 Containment Isolation에 

대하여 KINS로 회신하고 장기 훈

련계획을 AECB가 검토키로 함

원자력안전 조기통보체제 협

력(신규)

원자력 안전연구  

  

-양측은 ‘96. 5월 비상통신훈련을 

실시키로 함

원자력안전 규제요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협력(신규)

      “
-과기처는 장기훈련계획서를 제안, 

AECB는 동계획서를 검토키로 함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

성평가검증 체계 협력(신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AECB는 KINS 제안사업인 규제정

보 공유에 협력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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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14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50명 파견 프로그램 원자력 인력양성

-양측은 앞으로 KAERI 연구원이 

본 프로그램으로 AECL 파견신청

이 있을 때 파견 신청서를 AECL

로 제출하기로 합의

KAERI/AECL 핵연료 기술

이전에 관한 협력약정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양측은 한국과 캐나다 중수

(CANDU) 원전에의 중수로용 개

량핵연료(CANFLEX-NU)전량 장

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KAERI/AECL 중수로용 개량핵연

료 공동 개발협정을 3년간 연장하

기로 합의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핵비확산성 핵연료가공기술을 개

발하는 것에 국제적 관심(GEN-IV, 

I-RERI, China)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 DUPIC 연구개발에 지속적

인 지원이 있어야 함

공동연구개발센터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양측은 CANDU 발전로와 핵연료

기술 분양에서의 활발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양측은 보조약정 #17에 따른 

JRDC 제안 과제와 안전성 분석기

술 및 ZED-2 실험자료를 검토하

기 위하여 4개월 냉 AECL에서 진

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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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15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50명 파견 프로그램 원자력 인력양성
-KAERI는 AECL측과 협의하여 동 

과제를 계속 추진하기로 함

핵연료 기술이전 협정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KAERI의 AECL에 대한 updated 

verson 및 열수력 해석코드

(ASSERT)의 전수요청에 대해 

AECL측은 이의 제공에 최대한 노

력키로 합의

CANFLEX 핵연료 개발 프로

그램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양측은 계속 수행 하기로 함

CANDU 훈련 프로그램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KAERI는 AECL에 CANDU 훈련

과정 및 강사 지원을 요청한 바, 

은 case by case로 지원하기로 함

방사성폐기물 관리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KAERI는 매년 5개 정도의 사용후

핵연료 펠렛 사용을 제의한 바, 

AECl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KAERI에 통보해 주기로 함

경․중수로연계 핵연료 개발       “

-AECL은 Whiteshell 연구소에서 

장비를 in-call에 장착한 후 PWR 

사용후핵연료를 DUPIC 연료요소

의 In-cell 가공이 시작될 것임을 

언급

중수로 후속기 공동연구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배분제어 시스템 개발 및 비상노

심냉각 시스템의 컴퓨터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계속 추진하

기로 합의

CANDU형 원전의 보장조치 

기술
      “

-KAERI와 AECB간에 먼저 협의한 

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함

 HANARO에 관한 추진현황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기관간 협정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정보교환을 추진하기로 합의

CANDU 기술에 대한 R&D

협력(신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한전은 중수 관리, 원전 수명연장, 

운전여유 개선 및 원자로 안전기

술등 CANDU 기술분야의 공동연

구 및 정보교류 필요성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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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16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50명 파견 프로그램 원자력 인력양성
-양측은 `96년 이후 동 프로그램의 

진전에 만족을 표시

KAERI-AECL 핵연료 기술이

전에 관한 협력약정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동 협력약정은 `98. 1월부로 만료, 

대신 KNFC와 AECL간 동 협력약

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CANFLEX 핵연료 공동개발 

프로그램
      "

-CANFLEX-NU Program 관련 협

력약정을 `98∼`01년까지 연장하기

로 합의

CANDU 연수 프로그램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AECL은 한국 국제원자력연수원에

서 제공하고 있는 제3국 훈련프로

그램에 필요한 재원 및 전문가를 

지원하기로 합의

방사성폐기물관리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KAERI는 심지층 고준위폐기물처

분시스템의 장기 환경 향평가의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

청

DUPIC개발       “

-AECL은 Whiteshell Lab에서 사용

후 PWR핵연료로부터 최초 3개의 

DUPIC 핵연료가 성공적으로 제조

되었음을 설명

중수로 후속기에 대한 공동

연구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본 의제를 종결키로 함

CANDU형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조치 기술개발
      “

-국가계량관리검사 기술개발을 위

해 CANDU형 원전의 안전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필요함

에 인식을 같이하고 CANDU 

Safeguards Network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협력 합의

CANDU 기술에 대한 R&D 

협력
      “ -긴 한 협력 합의

CANDU 사용후 핵연료 건

식저장 관련 기술개발협력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AECL은 건식저장 관련 정보를 

KEPCO/NETEC에 제공하기로 하

고 PWR이나 CANDU 사용후 핵

연료 건식저장에 대한 협력분야를 

검토 추진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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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17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50명 파견 프로그램 원자력 인력양성

-양측은 중견 과학자는 현재의 

12-18개월의 파견기간을 6-12개월

로 파견될 수 있음을 합의

KAERI/AECL 핵연료 기술

이전에 관한 협력약정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AECL은 RFSP, ELESTRES, 

ELOCA 코드의 개정판을 비 리

목적으로 KAERI에 제공하기로 함

CANFLEX 핵연료 공동개발 

프로그램
      “

-핵주기 비용 개선, 연소도 증가, 

소요 핵연료 감소, 사용후핵연료 

개발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 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세부 협력분야 도출 등에 대해 

AECL측과의 협력을 제안

DUPIC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

-양측은 DUPIC 핵연료 성능 검증 

및 핵연료 compatibility 조사를 

위해 괄목할 만한 성과에 만족

CANDU 연수 프로그램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KAERI의 CANDU 시스템 기술에 

관한 IAEA 훈련과정 실시를 계획

에 대해, AECL은 원칙적으로 지

원키로 함

CANDU 운전기술에 대핸 

R&D 협력
      “

-“Tritium Removal Management"

과 관련, AECL은 한전측의 요청

에 따라 2000년 2월 29일까지 기

술용역 제안서를 한전에 제출할 

예정임

CANDU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관련 기술개발 협력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AECL은 개선된 건식저장 관련 자

료를 2000년 5월까지 한전에 제공

하기로 함

공동연구개발센터(신규)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AECL과 KAERI는 JRDC(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설립에 관한 부속약정을 

2000. 1. 25일 서명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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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호 원자력협의회 추진실적

  가. 제6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신소재 개발 및 평가 원자력 기반연구

-고온초전도재료 계획은 

Wollongong 대략을 포함하여 

KAERI와 ANSTO가 실질적인 수

준에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함

연구용원자로 이용 및 중성

자빔 연구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한국측 2인이 7월초에 호주측을 

방문하여 소각산란분광장치 개발, 

중성자빔 제어기술 및 시료환경장

치개발분야에 대한 협력확대 방안

을 논의키로 함

핵물질통제기술 원자력 통제기술

-양측은 KAERI의 HANARO 연구

용원자로 운 과 연관하여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의함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안전규

제 협력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양측은 상호방문이 동의제의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

생장치 이용 관련 안전규제 

협력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KINS는 동 분야의 규제개발과 관

련된 경험을 공유할 의사가 있음

을 표명하 음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 기반연구

-양측은 환경감시망 신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전문

가 교환을 통해 긴 한 협력관계

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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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7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 신소재 개발 및 평가 원자력 기반연구

-고온초전도 재료 프로그램은 호주 

Wollongong 대학을 포함하여 내

실있게 계속 추진하되, 우리측 관

련 재료를 ANSTO에서 조사․시

험․평가하기 위해 KAERI전문가

의 ANSTO파견에 합의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및 중성

자빔 연구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호주측 SANS, 중성자 분말 회절

장치(HRPD) 등의 개발 경험 및 

시설을 이용한 연구는 KAERI 

HRPD Commissioning과 연계하

여 실시키로 합의

핵물질 통제기술 원자력 통제기술

-양측은 동 과제를 IAEA의 회원국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IAEA가 

MSSP 과제를 선정한 후 관계 전

문가의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프

로그램을 협의․추진하기로 함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안전규

제 협력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양측은 원자로의 안전심사, 정기검

사, 특별검사, 설계변경 및 안전평

가정책에 관한 정보교환협력을 계

속하기로 합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

생장치 이용 관련 안전규제 

협력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향후 정보교환은 검사방법 및 결

과와 규제요건 등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함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 기반연구

-환경감시 신기술에 대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교환을 계속 하기로 합

의

원전 기계설비의 동적 안전

성 규제기술 개발을 위한 기

술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KINS와 Ausralian Authorities(연

구기관/대학)간의 기술협력을 추

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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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8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 신소재 개발 및 평가 원자력 기반연구

-양측은 또한 고온 초전도재료 응

용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파견 

및 소재 실험 등을 계속 추진키로 

함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및 중성

자빔 연구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KAERI와 ANSTO는 중성자 산란

의 상호 관심 분야, 특히 중성자 

회절과 소각 산란 분야에서 정보 

교환과 협력을 향후 3년간 계속하

기로 합의

핵물질 통제기술 원자력 통제기술

-양측은 KAERI가 원격감시 프로젝

트를 지원하는 Monitoring System 

and Technology Laboratory에 대

해 제의한 협력을 ASNO가 검토

하여 KAERI에 통보하기로 함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안전규

제 협력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KINS는 본 협력의제의 범위를 검

토하여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사고

고장보고, 비상계획 및 대책, 지진

해석 분야의 정보교환을 계속하기

로 함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

생장치 이용 관련 안전규제 

협력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호주측은 NSB의 APANSA 설립 

경험에 대한 정보를 한국측에 제

공할 것임을 언급함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 기반연구

-양측은 지금까지의 양국간 협력 

성과를 인식하면서 호주측의 동 

프로젝트 관련 변경 제안서에 대

하여 KINS와 KAERI가 검토하기

로 함

원전 기계설비의 동적 안전

성 규제기술 개발을 위한 기

술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호주측은 ANSTO의 관련 전문가

를 동 프로젝트의 과제 책임자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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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9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 신소재 개발 및 평가 원자력 기반연구

-고온초전도재료 계획은 현재 계획

대로 계속 추진(공동연구 협약 연

장)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및 중성

자빔 연구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KAERI는 ANSTO의 SANS 장치에 

관심이 있으며, ANSTO의 새로운 

원자로에 설치할 중성자 분광장치 

및 KAERI 장치를 이용한 공동 이

용에도 관심

핵물질 통제기술 원자력 통제기술

-통제기술센터는 관련기술의 확보

를 위하여 원격감시 실험실을 구

축중이며 이에 관련하여 호주와 

기술 협력을 희망함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안전규

제 협력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연구용 원자로의 사고․고장 체계 

제도 개선방향 등에 관하여 지속

적인 정보 교환 추진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

생장치 이용 관련 안전규제 

협력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상호 한차례의 방문으로 현황 파

악이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검사항

목, 방법, 실적 및 후속조치 등 보

다 구체적인 정보교환을 기대함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 기반연구

-양측의 환경방사능 분석기술 및 

환경방사능 농도준위에 대한 정보

교환 희망

원전 기계설비의 동적 안전

성 규제기술 개발을 위한 기

술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아측은 호주와 기술협력을 통해 

호주의 원전 주요 기계설비에 대

한 동적 안전성 규제 검증기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함

지하 매질에 대한 방사성 핵

종의 수착 현상 규명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공동연구의 연구결과는 서로 공유

하며 Joint Paper나 공동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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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10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 신소재 개발 및 평가 원자력 기반연구

-추가적 연구의 결과는 1-2년내에 

완성될 것이고, 본 프로젝트는 앞

으로 2년간 연장이 될 것이며 이 

시점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하 음

-KAERI, ANSTO 및 Wollongong

대학이 서명할 약정 연장을 

ANSTO가 준비하기로 함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및 중성

자빔 연구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경험과 정보의 교환, 상호방문 및 

연락 수단을 통하여 협력을 계속

하기로 함

환경 방사능 감시 원자력 기반연구 -본 프로젝트를 종결하기로 합의

지하 매질에 대한 방사성 핵

종의 수착현상 규명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Koongerra 자연 아나로그를 

ANSTO가 ESR연구 견본으로 

KAERI에 제공하기로 함

한․호 프로젝트 원자력 통제기술

-과거 핵비확산에 대한 양측의 협

력이 중요하 음을 인식을 하고 

원격감시기술 의제를 종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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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일 원자력협의회

 가. 제3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안전조기연락망 설

치․운
원자력 안전연구

-조기연락망점검을 위한 훈련을 정

기적으로 실시하되, 실시시기 및 

구체적 방법은 추후 양국 연락책

임자간에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       “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관련 규

제기준 및 Code 개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심사 기술협

력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검사 기술협

력

-원자력발전소 사고, 고장 정보수집 

및 처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연구       “

-인적과오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System 공동개발

-원자력발전소 1차 계통의 경년열

화 현상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핵연료 조사후 시험 기술개발

-원자로사고시 핵연료 거동연구

-핵연료 열수력 시험 기술개발

-고연소도 핵연료 노내 조사거동

-사고 해석용 열수력 안전해석Code 

평가 기술개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를 위한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본 공동연구 중 처분안전

성 평가에 관한 컴퓨터 코드개발 

및 상호비교에 대한 연구는 계획

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또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관련 실

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KAERI/JAERI간 협력실행협정에

서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협의하기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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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발전소 방재기술 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JAERI는 현재 동 Arrangement 안

을 준비중이며, 조속히 KINS에 송

부할 뜻을 표명

원자력발전소 사고시의 실시

간 피폭 평가 Code
      “

-양측은 동 과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의 구체적

인 협력방법은 KINS/JAERI간 실

행 약정 체결시 합의하여 수행하

기로 합의

환경방사능 분석․측정분야

에서의 기술협력
원자력 기반연구

-한․일간 환경방사능 분석 및 측

정에 관한 교차분석을 양국이 필

요로 하는 한 계속적으로 추진하

며, 기술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은 

KINS와 JCAC간의 기술협력운

위원회의 협의내용에 따라 추진하

기로 합의

저준위 방사선계측 System 

연구
      “

-본 연구과제는 계속 합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KAERI/JAERI간 

실행 약정에서 실무자간에 구체적

인 협력계획을 작성하기로 함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관

한 공동연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계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에 합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과 이

용
      “

-과학자 단기 상호방문을 지속적으

로 추진위해 KAERI/JAERI간 협

력 실행약정에서 실무자간에 구체

적인 협력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개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측은 유체온도분포 가시화 연구

를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발전기술

에 관한 기술협력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

의하고, 구체적인 협력은 

KAERI/JAERI협력실행약정 체결

시 협의하기로 합의

한․일 원자력안전문화교류 

촉진
원자력 안전연구 -계속 교류를 촉진하는 것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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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어서 핵물질계량관

리체제 확립
원자력 통제기술

-한국측은 한국내 핵물질 보장조치

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한․일 양국간 관련 정보를 교환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관계자

의 년내 일본방문을 제의

-일본측은 동 제의에 대해 관련기

관과 검토 후 가능한 한 빠른 시

일내에 회신해 줄 것을 약속

원자력 인력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방문

을 통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과 국

내 원자력요원양성을 위한 연수의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에 합의하

고,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컴퓨터 

운 지원 시스템 연수과정”을 위

한 전문가 파견의 요청에 대해 일

본측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원자력시설 보수용 지능 

Robot 개발
원자력 기반연구

-향후 각각의 연구 현황설명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법을 협

의키로 합의

원자력소재연구       “

-양측은 원자력신소재 개발에 관한 

협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력방

법에 대해서는 KAERI/JAERI간에 

체결된 기술협력실행약정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협의하여 실시하기

로 합의

KAERI/JAERI간 기술협력 

실행 약정
원자력 기술협력

-양측은 실행약정 재체결에 대한 

기본입장 설명, 동약정의 조기체결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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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안전조기연락망 설

치․운
원자력 안전연구

-조기연락망 점검을 위한 훈련은 

최근에는 1994년 4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년1회씩 정기적

으로 실시하기로 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       “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관련 규

제기준 및 Code 개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심사 기술협

력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검사 기술협

력

-원자력발전소 사고, 고장 정보수집 

및 처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연구       “

-인적과오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System 공동개발

-원자력발전소 1차 계통의 경년열

화 현상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핵연료 조사후 시험 기술개발

-원자로사고시 핵연료 거동연구

-핵연료 열수력 시험 기술개발

-고연소도 핵연료 노내 조사거동

-사고 해석용 열수력 안전해석Code 

평가 기술개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를 위한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처분안전성 평가에 관한 

Computer Code의 개발 및 상호 

비교에 관한 연구가 계획대로 수

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또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정보교환을 

촉진한다는데 의견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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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발전소 방재기술 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NUPEC/KINS간에 각자 자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상황(주로 사

고, 고장) 에 관한 공개정보의 교

환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

보교환을 계속하기로 함

원자력발전소 사고시의 실시

간 피폭 평가 Code
      “

-양측은 본 과제의 협력 실시에 관

하여 상호 만족을 표명하고 본 과

제를 향후에도 계속 추진

환경방사능 분석․측정분야

에서의 기술협력
원자력 기반연구

-구체적인 협력방법은 일본 분석센

터(JCAC)와 KINS간의 기술협력 

운 위원회의 협의내용에 따라 추

진키로 함

저준위 방사선계측 System 

연구
      “

-양측은 본 연구분야의 연구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같이 함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관

한 공동연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양측은 본 과제에 관한 협력에 관

하여,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봄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과 이

용
      “

-양측은 이 분야의 연구협력이 가

일층 추진되도록 노력하기로 함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개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측은 유체온도 분포가시화 연구

를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발전기

술에 관한 기술협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가일층 본 테마에 대

하여 추진 노력하기로 합의

한․일 원자력안전문화교류 

촉진
원자력 안전연구

-양측은 한일 원자력 산업협회의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향

후에도 계속적으로 교류를 촉진키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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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5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안전조기연락망 설

치․운
원자력 안전연구

-조기연락망 점검을 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1996년의 훈

련 실시시기는 4월경에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 양측의 연

락책임자 간에 협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       “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관련 규

제기준 및 Code 개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심사 기술협

력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검사 기술협

력

-원자력발전소 사고, 고장 정보수집 

및 처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연구       “

-인적과오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System 공동개발

-원자력발전소 1차 계통의 경년열

화 현상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핵연료 조사후 시험 기술개발

-원자로사고시 핵연료 거동연구

-핵연료 열수력 시험 기술개발

-고연소도 핵연료 노내 조사거동

-사고 해석용 열수력 안전해석Code 

평가 기술개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를 위한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본 과제 관련보고서의 정

리를 1996년도 중에 완성할 것과, 

차기 한․일 원자력협의회에서 

KAERI측이 『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고온 감용 분야에 대한 기술개

발』과제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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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발전소 방재기술 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향후에도 협력을 계속하기로 하는 

동시에, 지구환경안전 네트워크 개

발을 발전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봄

원자력발전소 사고시의 실시

간 피폭 평가 Code
      “

-양측은 본 과제의 협력 실시에 관

하여 상호 만족을 표명하고 본 과

제를 향후에도 계속 추진

환경방사능 분석․측정분야

에서의 기술협력
원자력 기반연구

-구체적인 협력 방법은 KINS와 일

본분석센터(JCAC)간의 기술협력운

위원회의 협의내용에 따라 추진

해 나가기로 함

저준위 방사선계측 System 

연구
      “

-양측은 JAERI 인적자원부족을 고

려하면서 동 협력을 계속하는 동

시에, 인원파견에 관해서는 장기간

의 파견이 가능한 과학기술청의 

원자력교류제도를 활용하기로 함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관

한 공동연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양측은 본 과제에 관한 협력을 한

국측의 국립보건원(NIH)을 포함시

켜 추진키로 함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과 이

용
      “

-양측은 정제 RI의 제조, 의료용 RI 

선원등의 제조와 이용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계속하여 보다 

접한 정보교환키로 함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개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양측은 당면 단기의 상호방문으로 

고유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념설계 

연구내용에 관하여 정보교환 합의

한․일 원자력안전문화교류 

촉진
원자력 안전연구

-양측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교류

를 촉진키로 함

원자력 인력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명확한 목표를 세워 상호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향후 동 방침에서 협력

관계를 계속하기로 함

원자력 소재연구 원자력 기반연구

-연료에 관하여, CANDU로 연료 

및 금속연료(U-Si 및 U-Zr등)를 주

로 한 연료의 연구에 관한 협력을 

추진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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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KAERI와 JAERI간 기술협력 원자력 기술협력

-양측은 1994년 6월 KAERI와 

JAERI간의 원자력의 평화적이용 

분야에서의 연구협력실시약정이 

체결된 것을 근거로, 앞으로도 동 

약정에 따라 양기관의 협력이 우

호적이고도 원활하게 행하여지게 

될 것을 기대하는 뜻을 표명

KAERI와 NUPEC간 기술협

력
원자력 안전연구

-KAERI와 NUPEC의 양기관은 협

력의 필요성에 관하여 공통의 인

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

에, 협력체제구축의 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KINS와 NUPEC 및 JAPEIC

간 기술협력
      “

-KINS와 NUPEC간의 협력은 원자

력안전정보교환의 범위를 넘는 항

목의 개정문제는 양기관에서 협의 

추진하기로 함

원자력통제센터(TCNC)와 핵

물질관리센터(NMCC)간의 

기술협력

원자력 통제기술

-양측은 1995년 10월 TCNC와 

NMCC간에 핵물질 정보교환을 위

한 협력약정이 체결된 것을 환

하고, 양 기관의 협력이 우호적이

고 원활하게 행하여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협력

방사선 환경생태해석 기술개

발
원자력 기반연구

-양측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실질

적으로 협력가능한 과제를 계속해 

나가기로 함

연구로의 운 과 이용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양측의 연락책임자간에 상세한 협

력내용과 협력방법에 관하여 협의

하기로 함

원자력시설 주변환경방사선

/능 감시기술
원자력 기반연구

-양측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실질

적으로 협력가능한 과제를 계속해 

가는 노력을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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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6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연구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관련 규

제기준 및 Code 개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심사 기술협

력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검사 기술협

력

-원자력발전소 사고, 고장 정보수집 

및 처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연구 원자력 안전연구

-인적과오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System 공동개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핵연료 조사후 시험 기술개발

-원자로사고시 핵연료 거동연구

-핵연료 열수력 시험 기술개발

-고연소도 핵연료 노내 조사거동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를 위한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의제변경명: 방사성폐기물의 고온

감용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협력범

위 확대 협의)

-의제책임자 변경 통보

원자력발전소 사고시의 실시

간 피폭 평가 Code
원자력 안전연구

-전문가 교환 및 정보교환 계속 추

진

저준위 방사선 측정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교류 및 정보 

교환

원자력 기반연구
-“원자력 시설 주변환경 방사능/선 

감시기술”에 흡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이용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전문가 교환 및 정보교환 계속 추

진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개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FCA βeff 측정 국제공동연구 계

속참여

-의제책임자 변경 알림

원자력 인력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전문가 교환 및 정보교환 계속 추

진

원자력 소재연구 원자력 기반연구 -의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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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KAERI와 JAERI간 기술협력 원자력 기술협력
-기존 약정 유효기간 연장 추진(양

측 협의에 의함)

KAERI와 NUPEC간 기술협

력
원자력 안전연구 -협력양해각서 체결 제의

원자력통제센터(TCNC)와 핵

물질관리센터(NMCC)간의 

기술협력

      “
-의제책임자 변경 통보 및 지속적

인 협력확대 희망 표명

방사선 환경생태해석 기술개

발
원자력 기반연구

-“원자력 시설 주변환경 방사능/선 

감시기술”에 흡수

연구로의 운 과 이용
연구용원자로 이

용연구

-의제책임자 변경 통보 및 시설방

문 및 전문가 교환 등에서 지속적

인 협력 추진

원자력시설 주변환경방사선

/능 감시기술
원자력 기반연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

한 기술개발”과 “방사선 환경생태

해석 기술개발” 등 2개 의제를 흡

수 추진

-전문가 교환 및 정보교환 계속 추

진

개량핵연료 개발을 위한 

DCA에서의 노물리 연구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공동연구 추진 제의

-DCA 시설방문시 협의

 ․KAERI 제안 사항에 대해 PNC

측의 재확인 후 일본정부(STA)

측과 논의하여 그 결과를 PNC

측에서 KAERI측으로 알려주기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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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7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인적요소 연구 원자력 인력양성

-JAERI와  KAERI는 인적요소 연구

의 중요성을 감안, 새로운 프로그

램 개발에 동의함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원자력 안전연구

-JAERI 및 KAERI는 동 분야의 협

력에 만족함. 제 4, 5차 KJPSA 웍

샵이 일본 및 한국에서 성공적으

로 개최된 것에 대해 만족함. 제 7

차 웍샵이 일본에서 곧 개최될 것

임

핵연료 조사후 시험 기술 개

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1년에 1∼2명의 PIE 전문가(1회에 

1주 이내)상호 방문

-PIE 기술에 관한 공동세미나를 포

함하여 조사된 연료, 재료 시험 및 

시설 운  경험에 관한 정보 교환

원자로 사고시 핵연료 거동 

연구
원자력 안전연구

-KAERI 및 JAERI 각각의 업무로 

인하여 협력을 계속 추진할 수 없

으므로 차기 회의부터 삭제하기로 

함

원자로 열수력 시험기술 개

발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

-JAERI와 KAERI는 열수력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고, 전문

가, 실험 자료 및 기술을 교환하기

로 함

핵재료의 노내조사 거동연구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JAERI와 KAERI는 전문가 초청 및 

정보교환으로 조사기술개발 및 이

용분야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중대사고 연구 원자력 안전연구

-JAERI와 KAERI는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로 합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차기 협의회부터 삭제하기로 합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시의 실시

간 피폭평가
원자력 안전연구 -차기 협의회부터 삭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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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중 원자력협의회 추진 실적

 가. 제1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핵연료주기 및 방사성

폐기물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1차 워크숍이 계획대로 추진되

고 이를 통하여 다음 사항에 대

한 상호 협력방안 및 구체적인 

협력내용이 도출되어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추진되기를 희망함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핵종분리 및 핵변환 기술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핵연료주기(DUPIC)기술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제염, 

해체 기술

원자력시설 안전심

사․평가협력
원자력 안전연구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분야의 

기술협력은 양국의 원자력안전

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하며, 양국의 관련 기관간 협력

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되기를 희망함

원자력시설 안전검사 

협력
         “  

-양국의 원전 사고․고장 정보 

교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

고․고장 발생시마다 이를 가능

한 한 신속히 상대기관에 통보

하고 기 합의된 KINS-NNSA간 

기술정보교환회의에서 전년도 

원전 사고․고장 원인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상호

협의할 것을 제안함

방사선방호 및 비상대

응체제
         “

-방사능비상시 양국간 신속한 통

보 및 상호 지원 협력을 위한 

비상통신망 체제 구축과 

Contact Point의 유지가 긴요하

며, 또한 동 연락망이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한 FAX, 전화 및 

e-mail등을 통한 주기적인 비상

통신 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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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발전소 분석기

술 개발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중국측에 

TASS 코드 및 TASS NPA에 관

련한 기술훈련 제공

-중국측 연구원은 Qinshan 

Phase Ⅱ TASS Basedeck 과 

NPA 화면을 개발하고 한국측

은 기술자문 제공

한․중 원자력발전 분

야 협력증진
         “

-한국과 중국은 원자력발전 분야

에 대해 활발히 교류중

원전 주기기 제작 국

산화 경험의 상호교류
         “

-국가간 상설협의회에 한국중공

업 참여, 중국정부의 주요 인사

와 인력교류 증진

원전 계측제어설비 개

선
원자력 안전연구

-한국의 원전도 이미 설비 노후

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고

리1호기 제어설비에 대한 개선

공사를 국내기술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중국 원전의 계측제어설비 개선

사업에 한국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상호 협력방안 구축 필

요

효율적 원자력 이용개

발을 위한 정책분야 

공동 연구 수행

원자력 기술협력

-원자력의 이용확대 및 안전확보

를 위해서는 원자력연구 개발과 

기술자립이 선결과제, 이를 위

해서는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원자력개발의 상호보완 잠재력

이 높은 양국간 협력이 필요

미래형 원자로개발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KALIMER 개발을 위하여 중국

의 기술개발, 설계개발, 기초 실

험 및 인허가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함

원자력 열수력 실증실

험 기술 개발
원자력 안전연구

-열수력 종합실험 기술

-원전 안전계통 실증실험 기술

-노심 열수력 실험기술

-고온고압 측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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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차 주요 의제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원자력발전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2002년 상반기 중국 북경에서 

양국의 원자력발전소 국산화에 

대한 양국의 경험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

Development of 

HTGR Technology
         "

-청화대학 INET 와 KAERI는 고

온가스로에 대한 개발협력을 하

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쌍방의 합의하에 협력 항목 및 

형태를 결정하고 올해 안에 

KAERI 기술자가 INET를 방문

하는 것에 동의

Development of 

Advanced Measuring 

Technology for 

Thermal Hydraulic 

Experiments

원자력 기반연구

-양측은 열수력 실험을 위한 첨

단측정기술 개발 및 응용에 대

한 과제 협력에 동의

Development of Heat 

Transfer Experiment 

and Application 

Technology

         "

-양측은 임계열 유동실험과 모조 

열 요소를 포함한 열전달 실험 

및 응용기술 개발과제 협력에 

동의

Development of 

A d v a n c e d 

A c c e l e r a t o 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

-중국측 ( CIAE 및 IHEP)과 한

국측 KAERI 는 선진 가속기기

술 개발 및 활용 연구개발을 하

기로 협의

K o r e a - C h i n a 

T e c h n i c a l 

Cooperation for the 

Design of Research 

Reactor

연구용원자로 기술개발

-CIAE는 HANRO 설계팀으로부

터 기술협력을 받을 item을 작

성하기로 함. 

-KAERI 는 CIAE가 작성한 기술

협력 item을 접수후 1개월 이내

에 검토하고 결과와 각 item에 

대한 협력절차를 통보하기로 함

Development of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Making 

Use of Thermal 

Energy from HTGR

원자력 기반연구

-INET(청화대학교)  와 KIER는 

HTR-10의 고열을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 개발에 대하여 협력하

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력약정에 대하여 협의

Simulation Methods 

for the Thermal 

H y d r a u l i c 

Experiments

         “ 

-양측은 열수력 실험을 위한 시

뮤레이션방법 분야의 협력이 상

호 유익하다는 입장을 이해하

고, 이 분야에 대하여 각국의 

관련기관사이에 협력하기로 동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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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분 야          주 요 내 용

Nuclear fuel cycle 

and radioactive 

waste technology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양측은 핵연료주기 및 방사성폐

기물기술에 대한 협력에 동의하

고 제2차 세미나를 한국에서 

2001년 11월 개최하기로 하 음

C h i n a - K o r e a 

cooperation on post 

i r r a d i a t i o n 

e x a m i n a t i o n 

techniques

         “ 

-한국과 중국은 조사후(PIE) 분

야의 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대하

여 동의하고, 아래 I항목에 대하

여 상호 협력 합의

Information exchange 

on nuclear event 

experiment

원자력안전 연구 -양측은 핵사고 경험에 대하여 

계속적인 정보교환을 하기로 함

Nuclear emergency 

management
원자력기술협력

-중국측은 2002년 적당한 시기에 

1명을 한국에 파견하기를 원하

으며, 양측은 이 방문에 대하

여 협의하기로 함

Radiation protection 

and safety techniques
원자력안전 연구

-양측은 적절한 시기의 상호 기

술방문 및 협력사항을 협의하기

로 제한함

Technical exchange 

on the management 

of safety of radiation 

sources

         “ 

-중국측은 적절한 시기에 상호간 

기술자 방문을 제안하 으며, 

한국측은 중국측에 관련자료를 

보내주기로 함

Mutation Breeding 

and Crop 

Improvement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풍치림 및 가종 작물의 새로운 

세포질 창조를 위한 생물공학의 

원자력 기술

The Application of 

Isotopic Tracers
         “ 

-15N and 14C 등을 이용한    

식물 양 및 통합된 토양 비   

료 관리; 환경친화적인 공업   

폐수 의 페롤화학물의 분해   

를 위한 미생물 개발 

Isotope and its 

Application in 

Industry and 

Medicine

         “ 

-방사선동위원소 및 방사선에 대

한 이용 정보교환; 의학 사이크

로트론의 설계, 제조 및 관리, 

과학자 및 의사의 상호 교환; 

-의학 사이크로트론기술의용 개

발 및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

성의약품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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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공동조정위원회 분석 및 평가

   지금까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국, 일본, 호주 등 7개 국가와

의  최근 5차례에 걸친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추진 실적과 중국과의 기술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사실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의제는 기술협력의제 이외에도 정책의제

가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협력의제, 안전조치 협력의제 

등이 추가도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의제는 양국간 공동위의 향후 방향

을 설정하는, 이른바 선언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으며, 그 밖에 원자

력 안전협력의제와 안전조치 협력의제는 미국의 경우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전체적으로 공통분모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협력의

제를 중심으로, 최근 5차례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1. 분석의 틀

   우리 나라는 1962년에 트리가 마크Ⅱ(TRIGA Mark-Ⅱ) 연구용 원자로가 

최초로 가동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71년에 기공된 우리 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가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원자력 발전국이 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는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원자력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

을 국가적으로 수행하 으며, 2000년대에는 원자력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자

력 선진국 진입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으로 원자력 분야는 크게 발전분야와 비발전분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보다 많은 분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은 

학제적(學制的)이며, 따라서 그 역은 다른 어떤 학문분야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야를 세분화하고자 한다.

   ◦원자력 기반연구

   ◦원자력 안전연구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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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원자력 통제기술

   ◦원자력 인력양성

   ◦기타 원자력 기술협력

  2. 주요 분야별 내용

   가. 원자력 기반연구

   원자력기반연구는 미래지향적인 첨단기술을 기존의 원자력기술에 접목시

켜 2000년대 원자력 기술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 

기술 자립을 위한 미래지향적 기반 기술 구축,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한 

미래 첨단기술 개발,  확보된 기반 기술의 산업적 응용 및 실용화 연구를 포

함한다. 원자력 기반연구에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진보와 변화에 발 맞추어 

레이저광학, 인공지능, 로보틱스, 신소재, 방사화학, 방사선환경, 핵융합 등이 

해당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레이저, 가속기 미임계로 개발, 핵융합 기술, 이온주입기

술, 액티나이드계 및 핵분열물질의 소멸처리 연구, Zr-Nb 합금개발,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생물체의 반응해석에 관한 연구, 방사능 생태학 및 방사선 감

시연구, 원자력 신소재 개발, 환경 방사능 감시, 저준위 방사선계측 system 

연구 등을 기반연구 범주에 포함시켰다.

   나. 원자력 안전연구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은 안전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시설의 경미한 사고부터 사고 발생확

률이 극히 희박한 방사능 누출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방지방안, 사고완화방안, 그리고 사고관리대책은 물론 신개념의 안전성 

평가 및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안전연구는 다중방어 개념과 심층방어 개념에 입각한 안전개념을 바탕으로 

기술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방사능 누출로부터 주변환경을 안전

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먼저 노심손상의 용융방지와 붕괴열의 제거 방안 개

발, 원자로용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심용융물의 냉각 방안과 해석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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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그리고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격납건물 위해요인 실험과 

해석적 연구가 이루어진다.  또한 원자로의 열수력 안전성을 실증하기 위한 

실증실험연구도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전보호계통 컴퓨터 안전성 보장기술, 방사능 계측 관

련 연구, 지진 관련 연구, 원자력발전소 운전 및 안전 연구, 원전기기 수명연

장 연구, 원자로 압력관 개발, 원자력발전소 노후화 평가기술, 원전 비상훈

련, CATH ARE 전산코드 및 BETHSY 실험, PHEBUS FP, 원전 인간공학연

구, 방사선방호 도시미트리 기술, 가압경수로에 관한 CABRI RIA 프로그램, 

발전소 수명관리 및 연장, 원자력 열수력 실증실험 기술, 원자력 Data 생산 

등을 원자력 안전연구 범주에 포함시켰다.

   다.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앞으로의 시대에는 뛰어난 안전성을 가진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가 필요

하며, 따라서 우리 나라는 KALIMER라 불리는 한국형 액체금속로 및 

SMART라 불리는 소형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액체금속로 KALIMER는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친화성이 있는 21세

기를 위한 원자로형이다. 뿐만 아니라 핵확산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에 합당한 원자로라고 할 수 있다. KALIMER가 개발될 경

우에는 우라늄 자원의 활용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자원 고갈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액체금속로 및 고속증식로, 

경수로 유체계통 설계, 납냉각 고속로 설계평가 등이 포함된다.

   라.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현재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 및 안전성을 가진 핵연료를 신형핵연료

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원전의 80%를 차지하는 가압경수로형 핵연료분야에

서는 고유모델의 핵연료 부품 및 핵연료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수

로형 개량핵연료인 CANFLEX의 개발과 연구로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성능개

선을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개발되는 핵연료들은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핵연료의 연소도를 크게 증가시키어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핵연료조사 시험, 핵연료 시험용 캡슐연구, 개량형 핵연

료 연구, CANFLEX 핵연료, CANFLEX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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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분야에 포함시켰다.

   마.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핵연료주기란 우라늄 원광에서부터 정련, 변환, 농축공정을 거쳐 핵연료

를 생산하고, 이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다음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관리 및 재활용 과정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각

종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이나 오염된 원자력 시설의 제염․해체 업무

까지 핵연료주기의 연구업무 범주이다. 

   일반적으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는 경수로형 원전(고리, 광, 울진)으로

부터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중수로형 원전(월성)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연구, 사용 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고준위의 장수명 핵종을 단

수명 핵종으로 변환시키는 연구, 사용후 핵연료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연구, 각종 특수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방사화재질의 특성

이나 사용후 핵연료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 오염 원자력시설의 제염 및 해체 

연구,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 등 매

우 다양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방사성폐기문 관련, 제염․해체기술, DUPIC, 조사후시

험 활동, 중저준위 폐기물 관련, 원자로 폐로기술,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기술 

연구, 사용후 핵연료, 심지층 처분연구, 핵사고 환경오염 제염 및 복구기술, 

PWR 제어봉 방출사고 관련 핵연료 거동 연구, 장수명 핵종 연구, 지하매질

에 대한 방사성 핵종의 수착현상 규명 등을 포함시켰다.

   바.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일반적으로 연구로의 수명을 30여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 도

봉구 공능동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TRIGA Mark-Ⅱ연구용원자로와 

TRIGA Mark-Ⅲ연구용원자로는 폐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소

는 1987년부터 연구로의 향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연구로의 폐로에 관하여 

연구해 왔다. 하나로의 가동과 함께 정지된 이들 2기의 소형 원자로의 폐로

를 통해 원자력시설의 오염제거와 폐로 기술의 개발과 실증이 이루어질 것

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하나로”라는 이름의 새로운 연구용 원자로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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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설계하고 건설하여 1995년 2월 8일에 첫 임계에 도달토록 하 으며 

시운전을 통해 원자로 설계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 다. 열출력 30MW

의 하나로에서는 높은 중성자속(최대 열중성자속 : 5 x 1014n/㎠․sec)을 이

용하여 의료용과 산업용 동위원소를 본격 생산하고 있으며, 핵연료의 성능시

험, 원자로의 재료개발과 함께 중성자를 이용한 첨단소재 개발, 방사화분석 

등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뇌종양 치료장치, 냉중성자원 장치 등도 설

계중으로 하나로의 이용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용원자로 관련 기술(연구로용 핵연료 포함), 하나로 

이용연구, 냉중성자원 이용, 중성자 빔 이용 연구 등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하나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사

성동위원소 생산시설(RIPF)을 이용하여 핵의학 및 산업에 모두의 관심거리가 

되는 여러 가지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공정 개발을 위해 방사선 안전과 자

동화에 입각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 RIPF는 4기의 콘크리트 핫셀, 17기의 납 핫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6개는 한국 우수의학품 제조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다. 최근의 방

사성의약품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개발 업적은 간암, 낭성뇌암, 위암 및 난소

암으로부터 복강내 전이암, 무릎 관절염 치료용 홀뮴-166 키토산 착물, 피부

암 치료용 홀뮴-166 팻취, 갑상선 암 치료용 요오드-131 캡슐, 근접 방사선 

치료 및 비파괴 검사용 이리듐-192 선원 등이다. 앞으로는 관상동맥 질환치

료용 방사성 스텐트 및 발룬, 자궁경부암 치료용 이리듐-192 원격 후 장전 

시스템 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이용 생명과학기술 개발, 싸이클로트론 이

용연구 등을 범주에 포함시켰다.

   아. 원자력 통제기술

   국내 원자력산업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1994년부터 운 하고 

있다.

   원자력통제기술센터는 핵물질의 계량관리, 물리적 방호, 원자력 관련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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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수출입 통제 등 국가 원자력 통제업무와 IAEA의 사찰업무를 지원하는 

주 업무와 원자력 통제와 관련하여 CTBT, FMCT 등 국제조약,  NSG, ZC,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원자력통제 관련된  국제협력 기술 지원도 

수행하여 정부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통제기술센터에서 확보한 능력 및 기술력은 국내 원자력산업의 평화

적 이용에 관한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

탕으로 국내의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남북합의에 의한 상

호사찰이 이행될 때 북한의 핵 의혹문제를 규명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핵물질 계량관리, 핵물질 통제기술, 핵비확산, EURATOM-ROK간 핵물질 안

전보장조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자. 원자력 인력양성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은 원자력산업의 성공적인 주체는 물론, 기타 관련 

산업의 간접성장도 도모하는 관건이다. 우리 나라는 1960년 방사성동위원소 

의학적이용과정의 개설을 시작으로 1998년 현재까지 약 26,000여명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 으며, 원자력 선진국과의 활발한 인력교류를 통해 국가 

원자력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전문가 훈련 및 양성, Cyber 

Training,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차. 기타 원자력 기술협력

   2000년대초 세계 유수의 원자력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

는 우리 나라는 원자력기술의 다양한 이용개발 및 기술선진화를 위하여 국

제기구 및 국가들과의 활발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자력 기술선진

국 진입을 위한 국제협력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IAEA, OECD/NEA, CTBTO 등 원자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미국, 캐나다, 프랑스, 국, 일본, 호주, 독일 등 원자력 선진국과의 폭넓

은 협력관계 수립을 통한 양국간 협력을 상호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

반적인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제3국 원전사업 공동참여 연구, 정부간 협력

약정 등이 원자력 인력양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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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의제 증감 현황 및 주요의제 현황

   가.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회  차   과제수

             주요의제분야

      주요분야  분포 수

    제18차    10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4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1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2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원자력 기술협력     1

    제19차     6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2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원자력 기술협력     1

    제20차    19

◦원자력 안전연구     4
◦원자력 기반연구     1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8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2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원자력 기술협력     1

    제21차    21

◦원자력 안전연구     4
◦원자력 기반연구     2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10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원자력 기술협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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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차   과제수
            주요의제변화

        주요분야   분포 수

    제22차     22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10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1
◦원자력 안전연구     4
◦원자력 기반연구     3
◦원자력 기술협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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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회  차   과제수
           주요의제변화

         주요분야   분포 수

    제2차     10

◦원자력 안전연구     2

◦원자력 기반연구     3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원자력인력양성     2

    제3차     10

◦원자력 안전연구     3

◦원자력 기반연구     3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원자력 통제기술     2
◦원자력인력양성     1

    제4차     13

◦원자력 안전연구     3
◦원자력 기반연구     4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2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원자력 통제기술     1
◦원자력 기술협력     2

    제5차     12

◦원자력 안전연구     4
◦원자력 기반연구     2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3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1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제6차     11

◦원자력 안전연구     1
◦원자력 기반연구     3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2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1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2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원자력 기술협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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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회  차   과제수
           주요의제변화

         주요분야   분포 수

    제10차     23

◦원자력 안전연구    10

◦원자력 기반연구     1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4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2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원자력 인력양성     3
◦원자력 기술협력     1

    제11차     23

◦원자력 안전연구     8

◦원자력 기반연구     2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4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2
◦원자력 통제기술     1
◦원자력 인력양성     3
◦원자력 기술협력     1

    제12차     32

◦원자력 안전연구     9
◦원자력 기반연구     6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7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2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2
◦원자력 통제기술     1
◦원자력 인력양성     1
◦원자력 기술협력     3

    제13차     27

◦원자력 안전연구    12
◦원자력 기반연구     1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6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2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3
◦원자력 인력양성     1
◦원자력 기술협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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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차   과제수
           주요의제변화

         주요분야   분포 수

    제14차     13개

◦원자력 안전연구     5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3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2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원자력 인력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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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  원자력협의회

    회  차   과제수
           주요의제변화

         주요분야   분포 수

    제2차      7

◦원자력 안전연구     2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3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원자력 인력양성     1

    제3차     10

◦원자력 안전연구     3

◦원자력 기반연구     1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3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2
◦원자력 인력양성     1

    제4차      9

◦원자력 안전연구     1
◦원자력 기반연구     1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6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제5차     12

◦원자력 안전연구     1
◦원자력 기반연구     1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6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3
◦원자력 기술협력     1

    제6차     11

◦원자력 안전연구     3
◦원자력 기반연구     1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4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2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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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회  차   과제수
           주요의제변화

         주요분야   분포 수

    제13차     15

◦원자력 안전연구     3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3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4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3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원자력 인력양성     1

    제14차     10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2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4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2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원자력 인력양성     1

    제15차     10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2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4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3
◦원자력 인력양성     1

    제16차      9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3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2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3
◦원자력 인력양성     1

    제17차      4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1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2
◦원자력 인력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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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한․호 원자력협의회

    회  차   과제수
           주요의제변화

         주요분야   분포 수

    제6차      6

◦원자력 기반연구     2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2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원자력 통제기술     1

    제7차      7

◦원자력 안전연구     1

◦원자력 기반연구     2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2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원자력 통제기술     1

    제8차      7

◦원자력 안전연구     1
◦원자력 기반연구     2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2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원자력 통제기술     1

    제9차      8

◦원자력 안전연구     1
◦원자력 기반연구     2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1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2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원자력 통제기술     1

    제10차      5

◦원자력 기반연구     2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1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원자력 통제기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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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한․중 원자력협의회

    회  차   과제수
             주요의제변화

        주요분야   분포 수

    제1회     11

◦원자력 안전연구     5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1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4

◦원자력 기술협력     1

    제2회     17

◦원자력 기반연구     5

◦원자력 안전연구     3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3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2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2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원자력 기술협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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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일 원자력협의회

    회  차   과제수
           주요의제변화

         주요분야   분포 수

    제3차     17

◦원자력 안전연구     6

◦원자력 기반연구     4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1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2
◦원자력 통제기술     1
◦원자력 인력양성     1
◦원자력 기술협력     1

    제4차     12

◦원자력 안전연구     6

◦원자력 기반연구     2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1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2

    제5차     21

◦원자력 안전연구     8
◦원자력 기반연구     5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1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2
◦원자력 통제기술     1
◦원자력 인력양성     1
◦원자력 기술협력     1

    제6차     16

◦원자력 안전연구     5
◦원자력 기반연구     4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1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1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1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원자력 인력양성     1
◦원자력 기술협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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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차   과제수
           주요의제변화

         주요분야   분포 수

    제7차     37

◦원자력 안전연구    15

◦원자력 기반연구     3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6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4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1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1
◦원자력 통제기술     1
◦원자력 인력양성     3
◦원자력 기술협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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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술의제 증감 추이 및 주요의제 분포도

   가.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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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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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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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  원자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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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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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호 원자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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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일 원자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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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분석 결과

  지금까지 8개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중 중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공동조정위원회를 최근 5차례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 및 의제 수 증

감 추이, 주요 의제 분포 현황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한․미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한․미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1977년 7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01년까지 22차례 개최되었다. 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근거는 1976년 8월 

두 나라간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에 관한 공동상설위원회 

설치 각서’이다. ‘한․미원자력협력 공동상설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1977년 

7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이후 1999년 6월 21일 워싱턴에서 제20차 공동위원

회가 열리기까지 두 나라간에 수많은 협력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한․미간

의 원자력협력에서 DOE산하의 알곤국립연구소(ANL)와 연구소와의 협력은 

기억되어야만 하는 일이다. 시카고 교외에 있는 알곤국립연구소와 연구소는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협력을 다져왔다. 협력의 형태는 소액물품 구매대

행, 요원양성훈련, 전문가 지원 등이다. ANL과 연구소는 이른바 자매결연

(Sister Lab Relationship)을 맺어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협

력을 수행하여 왔다.25) 특히 초창기에는 태양열, 조력, 지열 및 풍력 에너지

와 같은 비원자력 기술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 당시 한국태양열연구소

와 미 에너지성 산하의 태양열연구기관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바도 있다. 또

한 한국자원개발연구소와 미국지질조사소 및 광무국간에도 요원훈련 등 협

력 촉진을 위한 자매결연이 체결될 정도로 비원자력 기술분야에 대한 양국

간의 논의도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먼저 과제 수 증감 추이를 보면, 제18차 한․미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 

경우 10개 의제에서 제19차 때에는 10개, 제20차는 19개, 제21차는 21개의제

가, 제22차에는 22개의 기술의제가 협의되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주요 의제별 분포 현황의 경우는 후행핵연료주기 연구분야가 43.6%로 가

장 많았으며, 원자력 안전연구는 15.4%,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분야가 9% 

25) 한국원자력연구소 40년사, 2001.7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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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원자력기반연구,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방

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원자력 기술협력,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순으로 나타

났다. 한편 원자력 통제기술 분야와 원자력 인력양성 분야는 단 1건도 의제

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 분야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러시아는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원자력의 많은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

과의 협력이 증대되었으므로 연구소도 러시아의 여러 기관과 약정을 체결하

고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1991년 3

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01년까지 6차례 개최되었다. 러시아 RDIPE

와는 원자력 기술협력약정(1996-1999)을 맺어 신형원자로 핵증기 공급계통 

검증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고 GPI와는 과학기술협력약정(1991-2000)에 따라 

기초과학분야 협력을 다지고 있다. 러시아 KIAE와 IPPE와는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에 대한 특별약정(1991-2000)을 맺었고 MALA CHITE와는 원자력발

전소기술협력약정(1997-2002)에 의거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PNPI와는 

과학기술협력약정(1997-2002)에 따라 중성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OKBM과는 원자력기술협력약정(1997-2002)에 의거, 신형원자로개발에 관한 

협력을 하고 있다.26)

   먼저 과제 수 증감 추이를 보면, 제2차 한․미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 

경우 10개 의제에서 제3차 때에는 10개, 제4차는 13개, 제5차는 12개 의제가, 

제6차에는 11개의 기술의제가 협의되어 의제 수에서는 꾸준하게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의제별 분포 현황의 경우는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가 29%, 원자력 

안전연구 25%,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가 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후행핵연료 주기연구,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원자력 통제기술, 원자력인력양

성, 원자력 기술협력이 각각 5%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중은 작지만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도 협력의제로 포함되었

다.

26) 한국원자력연구소 40년사, 2001. 7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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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프랑스와는 1970년대의 핵연료개발공단의 불차관사업과 울진 1, 2호기 도

입과 관련하여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27) 한․불 원자력공

동조정위원회는 1982년 2월 파리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01년까지 14차례 

개최되었다.

   먼저 과제 수 증감 추이를 보면, 제10차와 제11차 한․미 원자력공동조정

위원회의 경우 23개 의제, 제12차는 32개, 제13차는 27개 의제가, 제14차에는 

13개의 기술의제가 협의되어 의제 수에서는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중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의제별 분포 현황의 경우는 원자력 안전연구가 37%, 후행핵연료 주

기연구가 20%,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가 9%, 원자력 인력양성 분야 8% 순으

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원

자력 기술협력,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원자력 통제기

술 순으로 나타났다.

  라. 한․  원자력협의회

   1992년 5월 15일 과학기술처와 국 통상산업부간의 공동조정위원회 설

치 및 운 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한․  원자력협의회는 동년 

5월 런던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01년까지 6차례 개최되었다.

   먼저 과제 수 증감 추이를 보면, 제2차 한․  원자력협의회의 경우 7개 

의제에서 제3차 때에는 10개, 제4차는 9개, 제5차는 12개 의제가, 제6차에는 

11개의 기술의제가 협의되어 의제 수에서 볼 때 꾸준하게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의제별 분포 현황을 보면 후행핵연료 주기연구가 46%, 원자력 안전

연구 20%,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 원자력인력양성,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원자력 기

술협력분야 등도 4~2% 정도 차지하 다. 한편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연구용

원자로 이용연구, 원자력 통제기술 분야 등은 전혀 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것

27) 한국원자력연구소 40년사, 2001. 7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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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러났다.

   마.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1975년 5월, 한국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월성 

1호기 도입을 구체화하 다. 두 나라간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2년 9월, 양국은 오타와에서 회합을 갖고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캔두 관련기술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이 

시작되었다.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1983년 4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

된 이래 2001년까지 17차례 개최되었다.28)

   먼저 과제 수 증감 추이를 보면, 제13차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 

경우 15개 의제에서 제14차  11개 의제, 제15차는 10개, 제16차는 9개 의제

가, 제17차에는 4개의 기술의제가 협의되어 최근에 이르러 의제 수에서 볼 

때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중 가장 저조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그 원인은 제 17차의 경우 이유는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와 신형핵연

료 기술개발 분야, 그리고 후행핵연료 주기연구 분야에서의 의제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의제별 분포 현황의 경우는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와 신형핵연

료 기술개발 분야가 각각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행핵연료 주기연

구가 22%, 원자력 인력양성 분야도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 원자력 안전연구가 6%,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분야도 4%로 나타났

다. 그러나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원자력 통제기

술, 원자력 기술협력 분야 등은 전혀 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

다.

   바. 한․호 원자력협의회

   호주와의 협력은 우리 나라 정부와 호주 정부가 1979년 5월 체결한 ‘대한

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 및 핵물질 이전에 관

한 협정’에 기본을 둔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두 나라간에 정책협의회가 열

리고 있으며 1999년에 제 9차 회의를 칸베라에서 가졌다. 이 협의회에 상정

28) 한국원자력연구소 40년사, 2001. 7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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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구소 관련 의제는 원자력 신소재 개발 및 평가,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및 

중성자 빔연구, 환경방사능 감시 기술개발, 지하 매질에 대한 방사성핵종의 

수착현상 규명, 그리고 과기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물질 통제기술개

발 이었다. 한․호 원자력협의회는 1990년 2월 캔버라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01년까지 10차례 개최되었다.29)

   먼저 과제 수 증감 추이를 보면, 제6차 한․미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 

경우 6개 의제에서 제7차 때에는 7개, 제8차는 7개, 제9차는 8개의제가, 제10

차에는 5개의 기술의제가 협의되어 의제 수에서 볼 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의제별 분포 현황의 경우는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가 31%, 연구용원

자로 이용연구 분야가 27%, 원자력 통제기술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분

야가 각각 15%와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원자력 안전연구 9%, 후

행핵연료 주기연구 분야가 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형원자로 기술개

발과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원자력인력양성, 원자력 기술협력 분야는 상정된 

의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 한․일 원자력협의회

 

   1980년대 중반까지 연구소와 일본과의 협력은 IAEA, 또는 Colombo Plan

등을 통한 훈련 및 전문가 자문, 그리고 연구소와 일본 연구기관간의 비공식 

접촉에 의한 협력이 중심이 되었다. 연구소가 일본과 공식적인 협력을 추진

하게 된 계기는 1985년 연구소와 JAERI(일본원자력연구소)간에 체결된 협력

약정이 기본이 되었다. 이 협정은 원자력 안전성, 방사선 방호, 환경감시, 동

위원소 및 방사선응용 연구 등에 대한 협력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원자력협의회는 1990년 11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최근까지 7

차례 개최되었다.30)

   먼저 과제 수 증감 추이를 보면, 제3차 한․일 원자력협의회의 경우 17개 

의제에서 제4차 때에는 12개, 제5차는 21개, 제 6차는 16개 의제가, 제7차에

는 37개의 기술의제가 협의되어 의제 수에서 볼 때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한국원자력연구소 40년사, 2001. 7 한국원자력연구소

30) 한국원자력연구소 40년사, 2001. 7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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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의제별 분포 현황을 보면 원자력 안전연구 38%,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가 17%, 후행핵연료 주기연구 분야가 10%,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분야가 각각 8%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원자

력 인력양성, 원자력 기술협력,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와 통제기술분야 순으

로 밝혀졌다.

6. 주요 국가별 특성화된 전략 발굴

   가. 미국과의 전략

   기술한 바와 같이 한․미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1977년 7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01년까지 22차례 개최되었다. 1977년 7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협력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과제 수 증감 추이

에서도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협력 분야도 비교적 원자력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하 다. 그러나 협력과제의 수만큼이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소강상태에 

있는 과제도 없지 않으며, 앞으로 부시 대통령의 신「국가 에너지정책」,  

I-NERI 프로그램에 대비한 협력과제를 적정한 수준에서 질적․양적으로 재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러시아와의 전략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1991년 3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01년까지 6차례 개최되었으며, 과제 수의 적정성과 협력 분야의 다양성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협력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

아가 XRGL 발전하고 있는 원자력 기반연구 및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에

서의 기술협력이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 프랑스와의 전략

   우리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분야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중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1982년 2월 파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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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개최된 이래 2001년까지 14차례 개최되었다.

   지금까지의 주요 협력 분야를 보면 원자력 안전연구, 후행핵연료 주기연

구,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 등이었으며, 앞으로는 KALIMER 기술 개발, 양성

자가속기 등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등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국과의 전략

   한․  원자력협의회의 경우 의제 수를 보면 꾸준하게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특정 분야에 대한 협력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현상은 국의 경우 주로 BNFL, AEAT 등과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장기관리 정책연구, 방사성폐기물관리협력, 방사성 오염물질 및 시설

의 제염 및 재활용 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백금족 원소의 회수 및 이

용 액체금속로 기술개발에 관한 협력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협력기관간 협력약정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간 원자력협의

회를 통하여 신규의제 발굴 및 계속의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마. 캐나다와의 전략

   과제 수 증감 추이에서 볼 때 우리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분야 양

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중에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카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정책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다 하겠다. 이는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와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분야, 그

리고 후행핵연료 주기연구 분야에서의 의제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앞으로 신

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와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분야, 그리고 후행핵연료 주

기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바. 호주와의 전략

   세계 제1의 우라늄광 보유국으로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29％를 차지하

고 있는 호주와의 협력은 주로 원자력 신소재 개발 및 평가,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및 중성자 빔연구, 환경방사능 감시 기술개발, 지하 매질에 대한 방사

성핵종의 수착현상 규명, 그리고 과기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물질 

통제기술개발 등이다. 이와 관련, 앞으로도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 연구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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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이용연구 분야 등이 주요 협력 의제가 될 것이다.

   사. 일본과의 전략

 

   상업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53기, 연구용 원자로 19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원자력 발전 능력은 물론 원자력 안전성, 방사선 방호, 환경감

시, 동위원소 및 방사선응용 연구 등 원자력기술 전반에 걸쳐 이미 성숙단계

에 도달하 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연구,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  

후행핵연료 주기연구 분야,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 분야 등 전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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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양국간 원자력협력 활성화 방안 

  제1절 원자력협력 현황

   부존자원이 전무한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국가

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2000년대 초 원자력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는 원자력연

구개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원자력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지난 20세기 우리가 이루어 온 원자력 분야에서의 발전은 미국, 캐나다 

등 원자력 선진국과의 효율적이고 활발한 기술협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와 함께 우리는 원자력 개도국인 동남아는 물론 아프리카, 동구권, 남미 등

의 국가들과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원자력기

술 수출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경수로형과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경수로형은 미국과, 중

수로형은 캐나다와의 협력을 통해 도입하 고, 우리는 20세기가 저물기 전 

이미 모든 기술을 자립하 다. 북한 신포지역에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는 그 결정체인 것이다. 특히 우리는 캐나다와의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최근에는 중수로형 개량핵연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개의 국제기구와 15개국 26개 기관과 총 39건

의 원자력 기술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브라질, 체코, 우크

라이나, 모로코 등 4개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협력 대상국을 세계

의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 다. 우리 나라는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 동유럽 지역의 루마니아, 동

남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남미 지역의 칠레 등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추

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국제협력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면이 적지 않다. 사실 국내 원자력 관련기관이라 하면  

정부와 연구소,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산업체, 서울대,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전국 원자력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국의 6개 

대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를 제외한 이들 산․학․연 중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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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구소는 양국간 협력과 관련해서 비교적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외국과의 국제협력 약정 현황은 극히 미약한 것

이며, 따라서 양국간 협력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대학들로 

하여금 협력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

서는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국가간, 기관

간 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대학의 협력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선진

국과 개도국과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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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국간 원자력협력 협정 현황

 체결년도  국 가  협  정  명
상대국 

담당부서
72.11.14 서명

73.3.19 발효
미 국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국무부

(DOS)

76.1.26

서명․발효
캐나다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원자력통제

위원회 

(AECB)

76.12.10

서명․발효
스페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과 응용을 위한 대한민국 원

자력위원회와 스페인 원자력위원회간의 보충 협정

원자위원   

  회(JEN)

79.5.2

서명․발효
호 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있어서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

외무무역부

(DFAT)

81.3.3

서명․발효
벨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외무부

81.4.4

서명․발효
프랑스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에 관한 협정

원자력청

(CEA)

86.4.11

서명․발효
독 일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외무부

90.5.15

서명․발효
일 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력각서
외무부

90.12.14

서명․발효

소 련

(러시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소련(러시아)원자력산업부간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력에 관한 의정서

원자력부

(MINATO

M)

91.11.27

서명․발효
 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정

부와 국 정부간의 협정

통상산업부

(DTI)

94.10.31 서명

95.2.11 발효
중 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국가과학기

술위원회(S

STC)

96.9.9 서명

97.9.19 발효

아르헨 

티나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평화적 이

용에 관한 협력 협정

원자력   

위원회

96.11.20 서명

97.1.7 발효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협력협정

원자력위원

회(VINAT

OM)

98.10.26 서명

99.6.4 발효
터어키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 공화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99.5.26 서명

99.10.8 발효
러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원자력부

99.1015 서명

99.10.15 발효
중 국

대한민국 과학기술부와 중국 원자능기구간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원자능기구

01.3.16 서명

01.5.29 발효
체 크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원자력   

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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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AERI 기술협력약정 체결 현황 31) 

상대국 기관명 약   정   명 유효기간 주   요   분   야  협 력 현 황

캐나

다
AECL

 기술협력약정 1992∼2002
 원자로, 핵주기, 방사성폐기물, 원자력 안전성 및 환경, 

중수로, 기초과학, 교육 

 부속약정 이행을 위한 

모약정

 부속약정 10 : 50명 
파견 프로그램

1991∼

완료시

 AECL에 의해 진행중 혹은 기 수립된 

연구개발프로그램에의 KAERI인력 참여 가능성 모색 
 8명 파견완료 

 부속약정 11 : 

CANFLEX 
 핵연료다발 개발

1998∼2004
 CANDU 원자로내에 SEU 이용 및 기타 개량핵연료주기 

허용을 위한 CANFLEX 핵연료다발시험개발과 증명

 부속약정 11A :
 CANFLEX-SEU 

수행
1996∼2006

 조사된 핵연료다발의 조사후시험에 의한 
CANFLEX-SEU의 20-100다발의 CANDU 원자로내에 

소규모 시험조사 
 일정에 따른 협력 수행

 부속약정 15 :  1994∼2002

 CANDU내 사용후경수로핵연료의 직접 연계사용의 

기술타당성평가

부속약정 15:CANDU내에 사용후 경수로 핵연료의 직접 연계사용

 일정에 따른 협력 수행

 부속약정 16 : 
연구용원자로정보교
환에 관한 미래 

AECL/KAERI 협력 

1996∼2001
 연구용원자로의 설계, 인․허가, 운전 및 이용에 관한 

기술정보교환 
 기술정보교환으로 협력 
추진

 부속약정 17 :
 중수로핵연료 기술

개발
2000∼2005

 공동연구개발센터(JRDC)를 통한 KAERI-AECL간의 중수

로핵연료 기술개발

 부속약정 18 :
 KAERI-AECL 
전산코드(S/W) 

약정

2000∼2005  AECL 전산코드의 KAERI로 이전 촉진

 K A E R I - A E C L 

CANFLEX 상표권 
 협약

2000∼2005
AECL과 KAERI는 자국내에서 CANFLEX 상표의 소유권을 

가짐 

프랑스

IPSN

 원자력안전성 및 
보호에 관한 
기술협력약정

1995∼자동연
장

 열수력, 냉각재상실사고, 사고시핵연료 거동연구, 
중대사고, 확률론적 안전평가 연구, 환경생태학, 

방사선방호 협력 

 PHEBUS FP      
Program등       

5개분야 협력

 CATHARE 

Software 약정 
1992∼자동연

장
 분석코드 이용  분석코드 이용 

 PHEBUS Fission 

Products  약정 

1991∼최종실

험종료시

 PHEBUS 원자로에 의한 핵연료 손상 및 

핵분열생성물전이에 관한 검증시험 
 FPT1 실험결과 분석 

CEA
 원자력연구 및 
개발에 관한 
일반협력약정

1997∼2002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 연구용 원자로 운전 및 
이용, 경수로 노심내 중대사고 관리, 원자력시설 해체, 
방사 성폐기물관리정책 및 기술, 액체금속로 및 핵융합 

연구개발 

 액체금속로 기술 

협력등 8개분야 협력

  국

AEAT  기본약정 2001∼2004  정보, 기술, 경험 교환  

BNFL  기술협력약정 1996∼2006  개량핵연료주기, 개량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협력 
 방사성폐기물 관련 
협력 수행

호  주 ANSTO  실행약정 1995∼2005

 방사성의약품,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응용, 
방사성폐기물관리, 개량물질 및 기술, 원자력시설의 위험 

및 신뢰도 분석, 핵물질 보장조치, 교육 및 훈련

 원자력신소재 개발평가 
등 3개 분야 협력

우즈벡 INP  기술협력약정 1997∼2002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협력  협력분야 모색중

칠  레 CCHEN  양해각서 1998∼2003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협력
 ‘98 .2월 체결하여 
협력분야 모색

31) 15개 국가, 2개 기구, 26개 기관, 총 39개 협력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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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기관명 약   정   명 유효기간 주   요   분   야  협 력 현 황

러시아 

GPI  과학기술협력약정 1991∼자동연장  기초과학 및 기술 협력  협력분야 모색

KIAE  특별약정 1991∼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적이용 협력  협력분야 모색

IPPE  특별약정 1991∼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적이용 협력  액체금속로개발 협력

MALAC

HITE

 원자력발전소 

기술협력 약정 
1997∼2002

 원자력발전소 MFCNPS-Multipurpose

 Floating 연구
 협력분야 모색

PNPI  과학기술협력약정 1997∼2002  중성자를 이용한 공동실험 수행  협력분야 모색

OKBM
 원자력기술협력

 약정 
1997∼2002  신형 원자로개발 협력  협력분야 모색

독  일

 FZK 

(KfK)

 원자력의평화적 

이용에 관한 

세부약정

1991∼자동연장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저장, 원자력안정 성연구 및 

환경 향 연구 협력 

 고온초전도체 개발등 

4개분야 협력

GRS

 

원자로안전성연구

에 관한   

정보교환 약정

1998∼2003  열수력 모델 개발, 열수력 3D 코드개발 
 원자로안전성 연구 

협력

체  코 CNRI  양해각서 1995∼자동연장

 건전성 및 핵물질 관련 문제, 원자력 안정성연구, 

방사성폐기물관리, 신형 원자로기술, 원자로물리학연구,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응용 협력 

 협력가능분야 모색

폴란드  INP  양해각서 1995∼자동연장  아이디어, 정보, 기술, 인력 교환 

 방사선과 화학 물질의 

상호작 용에 의한 생체 

향연구분야 제안

중  국

INET  양해각서 1994∼자동연장  아이디어, 정보, 기술, 인력 교환  협력가능분야 모색

CNNC  협력약정 1995∼2002  정보 및 인력 교환 

 한․중 원자력 

협력기반조성 

공동연구수행

NPIC  협력약정   1999∼2004  핵연료 관리, 신형로개발

일  본

JAERI  협력약정 2001∼2004
 원자력발전소안정, 방사선방호 및  환경감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응용 연구 협력 등 

 KAERI/JAERI 

협력약정 체결

CRIEPI
 원자로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995∼2005  원자로기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증대 

 제2차 KAERI- CRIEPI 

회의 개최

인  니 BATAN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약정

1995∼자동연장

 원자로 및 원자로 계통, 핵연료주기, 원자력 기획 및 

에너지 경제학, 방사성 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정성, 환경, 

기초 과학, 핵의학, 방사성동위원소, 교육/ 훈련에 관한 

정보교류 및 공동프로그램 수립 

 협력가능분야 모색

필리핀 PNRI  양해각서 1994∼자동연장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정성연구, 원자로빔실험, 

방사성동위원소 응용, 연구용 원자로 설계 협력
 협력가능분야 모색

모로코 CNESTEN  협력약정 2001-2006 원자력의 평황적이용 협력가능분야 모색

국제 

기구

OECD/

NEA

 HALDEN Reactor 

Project 
2000∼2002

 원자력발전소 통제, 프로세서 컴퓨터 응용, 핵연료의 

신뢰도 연구개발 
 정보교류

 MASCA Project 2001∼2002.12
 노심용융물 내부 및 원자로용기와의 열적.화학적 반응에 

대한 전산모델 개발, 핵연료 용융물의 물성치 측정 
 정보교류

ITU/EC  공동연구약정 1998∼2003  핵종변환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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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협정 체결 현황

   가.원자력관련 협정 체결현황

협 력 기 관  주 요 협 력 사 항  체결일자

아르헨티나 원자력위원회

(CNEA)
 원자력(중수로) 발전설비 운 `80.  2. 11

대만 전력공사(TPC)  전력사업 전반 `80. 11. 10

캐나다 온타리오하이드로

(O/H)
 전력사업 전반 `81.  3.  9

프랑스전력공사 (EDF)
 에너지 정책, 발전소 설비운 , 전력사업, 신기술 

개발
`84.  7. 31

일본 전원개발(EDPC)
 신 에너지자원 및 기술개발, 원자력기술, 발전소 

운전․보수, 환경보호
`84.  8. 31

이태리 전력공사(ENEL)
 에너지 신 자원 및 전원계통 운 , 송변전 계통, 

송변전 설비운 , 교육훈련
`84. 10. 29

일본 동경전력(TEPCO)  전력사업전반 `88. 11.  9

일본전력중앙연구소

(CRIEPI)
 연구인력 및 기술정보 교환, 공동연구 수행 `89.  3. 14

미국 조지아전력

(GPC)

 경  및 기술현안, 경제성 문제, 지역개발, 전력사

업상의 공동 관심사
`89. 10. 25

미국아리조나전력(APS)
 경  및 기술상의 현안, 경제성과 지역개발 및 기

타 상호 관심사
`92.  1. 22

국 British Energy(BE)  전력사업 전반 정보자료 교환, 인력 교류 `94.  4. 19

중국 핵공업총공사

(CNNC)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전관리 분야, 경 관리 

및 기술관리 분야, 정보 자료 교환 및 인력교류
`94.  5. 25

미국 듀크 전력(DPC)  경 관리 및 기술상의 경험 정보 교환 `95.  5. 31

베트남원자력위원회

(VINATOM)
 경 , 기술관련 경험 및 정보 교환 인력 교류 `95. 11. 22

일본 관서전력(KEPCO)  원자력분야 정보교환 `96.  3. 27

인도네시아원자력청

(BATAN)
 원자력분야 기술 정보 교환 `96. 11. 26

중국 국가전력공사(SP)  전력산업 전반 `98. 11. 13

남아프리카공화국

(ESKOM)
 경 , 기술 및 관심사항 정보교환 `9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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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원자력발전소간 협력협정 체결 현황

 국 내 발 전 소  외 국 발 전 소  체 결 일 자

고리 제2발전소  일본 Sendai 원전 `92.  7. 10

고리 제1발전소  미국 Kewaunee 원전 `92.  8.  1

울진 제1발전소  프랑스 Gravelines 원전 `93.  5. 13

울진 제1발전소  중국 Guangdong 원전 `93. 12. 21

울진 제1발전소  벨기에 Tihange 원전 `94. 11. 18

월성 제1발전소  캐나다 Gentilly 2호기 `95.  1. 27

월성 제1발전소  캐나다 Pt. Lepreau 원전 `96.  4. 25

울진 제1발전소  독일 Philippsburg 원전 `98.  5. 18

월성원자력본부  중국 Qinshan 원전 제3단계 `99.  4.  3

울진원자력본부  중국 Qinshan 원전 제2단계 `200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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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명        체결현황             체결기관

경희대학교 -체결실적 없음

서울대학교

-한일 거점대학 교류계획 

(Korea-Japan Core 

University Program, K-J 

CUP)

-액체금속원자로 PEACER의 

냉각재 자연순환 특성 연구

-일본 경도대학

-미국 INEEL, ANL, MIT, 일본 JNC 등과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

제주대학교

-연구 협력 및 학생교류 등

-학술 교류등

-Moscow Power Engineering Institute 

and Cheju National University

-M.V.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조선대학교 -체결실적 없음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 

공동연구 증진, 강의 및 세미

나 교환

-School of Nuclear Engineering Purdue 

University

-연구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 

공동연구 증진, 강의 및 세미

나 교환

-Nuclear Engineering Department College 

of Engineering The University of 

Tennessee

-연구로 실험 및 신형 원자력 

시스템 공동연구
-Research Laboratory for Nuclear 

Reactors,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연구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 

공동연구 증진, 강의 및 세미

나 교환

-The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양대학교

-공동 연구 과제 개발, 교차 

학술 발표, 학생 교환 등을 

위한  연구 협력 각서

-일본 동경공업대학 원자로센타/화학공학

과

  4. 전국 대학의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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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협력약정 체결현황

국가간 협력약정

-1956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처음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남미 등 17개국과 원자

력협력협정을 체결

한국원자력연구소 협력약정
-15개 국가, 2개 국제기구, 26개 기관 

등 총 38개 협력약정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약정
-현재 15개 해외 기관 및 10개 해외 원

전과 발전소간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

원자력공학과 개설 대학 협력약정
-경희대(0), 서울대(1), 제주대(2), 조선

대(0), 한국과학기술원(4), 한양대(1)

 제2절 국내 원자력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1. 국내 원자력 주요기관의 협력약정 비교

  2. 국내 주요기관의 원자력 협력약정 실태

  지금까지 국가간,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국내의 원자

력공학과 개설대학의 원자력 협력약정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가간 원자력 

협력약정은 1956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처음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미

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남미 등 17개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경우는 캐나다 AECL과 9개 분야에서 9개의 협력약정

을, 프랑스, 국, 독일, 일본과 각각 2개, 러시아의 경우는 IPPE 등과 7개 협

정을, 중국과는 3개이 협력약정, 그 밖에 호주, 우즈벡, 칠레, 체코,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모로코 등과 각 1건씩 체결하 다. 또한 OECD/NE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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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EC 등 2개의 국제기구와도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는 15개 국가, 2개 국

제기구, 26개 기관 등 총 38개 협력약정 체결한 상태 다. 

  한편 국내 원자력 산업체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주로 원자력 발전

분야와 관련해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와 남미, 유럽, 아시

아,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 걸쳐 현재 15개 해외 기관은 물론 10개 해외 

원자력발전소와도 발전소간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원자력공학과를 개설하고 있

는 국내 주요 대학들의 국제협력 추진 현황이었다. 그나마 서울대학교가 일

본 경도대학 등과 2건, 한국과학기술원이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 등과 4건

에 걸쳐 협정을 체결하 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2건 미만이었으며 1건도 협

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조사에서는 기

관간 협력 현황이 아닌 원자력이라는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자료를 조사했

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참여 부분에서도 서울대에서 2001

년 제22차 한․미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 핵의학분야 협력의제 1건을, 한국

과학기술원이 제12차와 13차 한․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서 원자력요원 

훈련분야에 참여한 것이 전부로, 결론적으로 대학의 경우는 연구소와 산업체

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협력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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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주요 절차

 

   가. 양국 정부간 개최일시 협의 및 확정

-양국 정부의 공동위원회 주관 부서에서는 협의를 통하여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일정 확정

     (과기부 주관 : 미국, 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외교통상부 주관 : 일본, 캐나다, 호주)

    -전회 회의 시 다음 회의에 관한 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관례임

    - 국 및 프랑스 등 인접 국가와의 공동 조정위원회가 한국이 아닌    

해당국 에서 개최될 경우 대부분 시간 및 경비절약을 위하여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것이 이때까지의 관행이었음. 

   나. 양국간 개최일시 확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문을 통하여 동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회의 참가자 추천 의뢰

    -신규의제 제출 요청

    -계속 의제인 경우 추진실적 등을 포함하여 의제 제출 요청

  다. 해당기관 국제협력담당 부서에서는 관련부서에 동 사항 통보 

및 의제제출 요청

    -기관별 회의 참가자 선정 (한국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각 과제 책임자

가 참여하며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우 의제의 중요성 및 의제 수를  고

려하여 기관 대표자 1명 및 기술전문가 2-3 명 총 3-4 명으로      구

성하는 것이 보편적임) 

    -신규의제 및 계속의제 취합 및 정부에 제출

  라. 정부는 회의개최 1-2 개월 전에 사전 준비회의 개최

    -의제 내용 검토 후 상정 의제 확정 (각 과제에 대한 설명 후 필요시    

보완)

    -회의 참가자 확정

    -기타 회의에 관련있는 행정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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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양국정부 공동 조정위원회 주관부서는 각국에서 상정할 의제 

협의 후 확정과 함께 공동조정위원회 세부 일정 확정

    -외국에서 개최될 경우 주재 한국대사관 과학관 활용

  바.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양국간 각 과제 책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록 작성

    -차기회의 개최일시 합의

  사. 정부는 관련기관에 합의사항 배포

    -각 과제별 합의사항에 따른 추진계획 작성 (필요시)

 제4절 국내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추진 문제점

  지금까지 국가간 원자력 협력약정을 비롯한 국내 주요 산․학․연의 원자

력 협력약정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의 일반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체결된 국가간 원자력협력협정은 17

개국이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5개 국가, 2개 국제기구, 26개 기관 등 총 38

개 협력약정을 체결한 상태 다. 또한 산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수력원

자력주식회사의 경우는 15개 해외 기관 및 10개의 해외 원자력발전소와 발

전소간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원자력공학과 개설대학

의 원자력 협력약정의 현황을 보면 극히 저조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1.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문제점

     가. 빈번한 공동조정위원회의 개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현재 8개의 공동조정위원회를 매년 혹은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물론 이들 공동위가 필요에 의해서 개최되고 있음

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호주와의 원자력협의회의 경우 제

6차에서 10차까지의 결과를 볼 때 상정된 기술의제의 수가 평균 6.6개에 불

과한 실정이다. 한․  원자력협의회는 제2차에서 6차까지의 평균 의제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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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9.8개, 한․카 공동조정위원회는 평균 의제 수가 9.6개로 저조한 편이

다. 특히 호주와의 경우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포함한 연구로용 원자로 기술 

및 기반연구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카 공동조정위원회는 

CANDU형 원자로 및 핵연료 기술이 58%를 차지하고 있어 의제가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나. 의제 발굴 등 회의 준비 미흡

   공동조정위원회의 중심이 기술의제라고 본다면, 의제 발굴 및 작성에 대

한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조정위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생산적인 효과를 얻

기 위해서는 의제 발굴 등을 비롯한 회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예를 볼 때 실질적으로 관련기관이 의제를 발굴하

고,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적어도 공식적으로는- 20일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준비 미흡은 정부의 관리자는 물론, 관련

기관의 의제 책임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협력

의제 불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다. 의제 상정의 일방화

    현재 운 하고 있는 양국간공동조정위원회에 의제를 상정하는 경우, 지금까지

는  우리측의 관심사항을 상대국과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는 결국 본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삭제

되거나 차기 회의 또는 추후에 논의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

한다.

    라. 통합, 조정기구 부재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문제 등 개최에 따른 제반 주요 사항, 의제발굴 및 

작성, 상정된 의제에 대한 심의, 사후 추진실적, 상정 의제에 대한 

상대국과의 사전 검토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지 못한 채 운 됨으로써, 효율적인 회의 결과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마. 사후 추진계획 점검 부재

    위원회 개최 후 제안의제에 대한 follow-up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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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으며, 동일한 의제가 진전 없이 차기 회의에 계속의제로 제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회의 개최 후 이루어지는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서만 제

출한 채 중간 단계에서의 확인 또는 점검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이며, 합의된 

의제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바. 대학의 참여 미비

    서울대에서 2001년 제22차 한․미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 핵의학분야 

협력의제 1건을, 한국과학기술원이 제12차와 13차 한․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

회에서 원자력요원 훈련분야에 참여한 것이 전부로, 결론적으로 대학의 경우

는 연구소와 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협력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의제 이외에는 대학과 같은 협력기

관은 참여가 아주 미미한 상태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대학 차원에서 이루어

진 기관간 협력 실적에 대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사. 소극적 홍보활동

    지금까지 양국간 공동위의 경우, 상대국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의제 및 사

전 정보 수집이 지나치게 소홀했다. 그 이유는 공동위가 지나치게 타성적으

로 진행되었던 탓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를 위한 공식 창구가 없

었기 때문인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국의 주한 대사관의 과학관을 활용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개최에 따른 일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중심일 뿐 의제 중

심의 홍보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2. 국내 대학의 국제협력 문제점

    가. 공동조정위원회 참여 미흡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보면, 제22차 한․미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에 핵의학분야 협력의제 1건을 서울대에서,  제12차와 13차 

한․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서 원자력요원 훈련분야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참여한 것 외에는 대학의 참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체계적 지원 부족



- 238 -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연구소와 산업체와는 달리 대학의 연구

인력 및 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 또한 공동조정위원회를 비

롯해 기타 국제회의 등에서 정부 또는 주최측과 대학과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인력양성, 정

보교류 등에서 의제화 할 수 있는 즉, 대학도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

 

    다. 국제협력에 대한 마인드 부족

    국내 대학들의 외국기관과의 협정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실적이 극

히 저조하다 할 수 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국과학기술원이 4건, 제주대

가 2건, 서울대와 한양대 각각 1건이고 경희대와 조선대는 1건도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물론 대학 차원에서 포괄적인 협력협정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

다고는 하지만, 원자력이라는 특수한 분야로 한정해서 볼 때는 극히 미약한 

실적이며, 이는 관련 종사자 즉, 정부나 대학의 관계자들의 국제협력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으로 들 수 있겠다.   

   3. 연구소의 국제협력 문제점

    가. 의제의 편중화

    원자력 분야를 발전 분야와 비발전 분야로 구분한다면, 지금까지는 발전 

분야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발전 분야에 대한 관심

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발전분야 즉,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연구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

한 추세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비발전 분야

에 대한 국제협력이 발전분야에 비해 지나치고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의제에 대한 조정기구 부재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등 외국과의 국제협력의 주 목적중의 하나

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원자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

내 원자력기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같은 산업체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분야에 주 참여자로 기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의 통합, 조정기구와는 별도로 기관 차원에

서의 의제 및 추진 검토를 위한 조정기구가 없다보니 일괄되고 효율적인 국

제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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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원자력 국제협력을 위한 체계적 추진방안

  제1절 제1차 한․중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우리 나라가 운 하고 있는 양국간공동위원회의 제안 의제는 우리측에서 관심분

야를 선택하여 동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일방적인 의제를 

계속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에 처음 개최된 한․중 원자력공

동위원회는 지금까지의 다른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와는 달리 분야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이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공동관심사항의 협력 및 공동연구과

제 등을 발췌하여 의제로 상정하여 실행하기로 2000. 11. 17∼22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ROK-PRC Joint Committee on Nuclear Energy 

(JCNE)』에서 합의하 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존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의 운 과는 차별성을 띠고 운 되고 있는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추진현황을 

참조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실무위원회의 역할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양국의 각 기관들이 

가지고있는 관심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비의제를 제출하고 이를 양국 실무그

룹 구성원이 만나 실질적인 토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

게 되어 실질적으로 양국이 필요로 하는 의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현실적이

라 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Working Group)는 원자력발전, 원자력연구개발, 핵연료 및 방

사성폐기물,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 방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연

구분야 등 5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발전 그룹은 그룹장을 한국수

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서 맡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한수원, 한국전

력기술(주), 두산중공업, 원자력연구소에서 각각 1인씩 참여하 다. 연구개발 

그룹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그룹장을, 위원으로는 원자력연구소 2인과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각각 1인씩 참여하 다. 핵연료 및 방사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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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그룹에서는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위원장을,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

전기술원,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위원을 맡고 있다.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 방호 그룹에서는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장이 그룹장을, 위원으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3인과 원자력연구소와 한수원에서 1인씩 참여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연구 그룹에서는 원자력병원에서 그룹

장을 맡고, 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방사선협회에서 각각 1인씩, 제주대에

서 2인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실무그룹멤버들이 2001. 10 개최된 제2차 한-중 원

자력공동위원회개최를 위하여 5개 분야 각 그룹 멤버들이 2001.8.23부터 

2001.8.31까지 중국의 각 실무그룹 관련자와 함께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본회

의에 상정될 의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의제를 제출

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과는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청화대학(INET)과 비 원

자력연구기관인 고에너지물리연구소(IHEP)와도 협력을 추진함으로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 다.  

 제2절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개선 방안 

  1. Working Group의 신설

   가. Working Group의 위치

  제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중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에서는 처음으

로 Working Group(실무위원회)을 신설하고, Working Group으로 하여금 공

동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양국의 각 기관들이 가지고있는 관심사항에 대

하여 사전 예비의제를 제출하고 이를 양국 실무그룹 구성원이 만나 실질적

인 토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 다. 사실 우리 

나라가 운 하고 있는 양국간공동위원회의 제안 의제는 우리측에서 관심분야를 선

택하여 동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일방적인 의제를 계속 제

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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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앞으로 양국간 공동위의 경우, 정부 산하에 국제회의 추진위원회

(가칭) 성격의 특별위원회인 Working Group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와 관련기

관의 실무위원회, 상대국의 Working Group 더 나아가 한국 주재 외국대사

관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보다 일관되게 추진하게 함으로써 양국간 공동위

를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하겠다. 

양국간 공동위를 위한 국내 조직표

정  부

Working

Group

각 연구소

실무위원회

각 산업체

실무위원회

각 위탁

실무위원회

분  야

책임자

분  야

책임자

분  야

책임자

  2. Working Group의 구성

   Working Group을 설치하는 주요 이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부에 지

나치게 의존해 왔던 공동위에서 탈피하고 보다 의제 중심의 양국간 협력 관

계를 유도함에 있다. 또한 양국간 협력의 질을 높이고 Working Group에 실

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장관이 임명하는 정부 대표를 중심으로 연

구소의 분야 그룹장, 산업체의 분야 그룹장, 대학과 기타 원자력 전문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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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회 등의 중요 위치에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Working 

Group내의 각 그룹은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원자력발전, 원

자력연구개발,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원자력안전, 방사선 이용연구분야 등 

5개 그룹으로 구성한다. 

  3. Working Group의 역할

   가. 의제 발굴 및 제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동조정위원회의 중심이 기술의제라고 본다면, 그 동

안에는 의제 발굴 및 작성에 대한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져 왔

다. 위에서 이미 한․불 공동조정위원회와 한․미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 

경우를 살펴보았듯이 실질적으로 의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겨우 10일 

정도로 지고 지나치게 촉박하 다. 

따라서 Working Group에서는 양국 정부간에 개최 일정이 합의되기 전 관련 

기관에 잠정의제를 작성토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나. 잠정의제에 대한 사전 합의 도출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측의 관심사항을 상대국과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 결국 본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삭제되거

나 차기 회의 또는 추후에 논의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해 왔

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잠정의제를 가지고 상대국 Working Group과 사전 협

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다. 통합, 조정기구 역할 수행

   지금까지는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문제 등 개최에 따른 제반 주요 사항, 

의제발굴 및 작성, 상정된 의제에 대한 심의, 사후 추진실적, 상정 의제에 대

한 상대국과의 사전 검토 등에 대한 전반적인 통합과 조정 역할은 정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역할은 과도하게 업무를 집중시킴으로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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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통합․조정 역할을 소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따라서 정부 

산하에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이 기구로 하여금 관련기관의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사후 추진계획 지속적 점검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후 제안의제에 대한 follow-up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동일한 의제가 진전 없이 차기 회의에 계속의제

로 제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회의 개최 후 이루어지는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서만 제출한 채 중간 단계에서의 확인 또는 점검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

으로, 앞으로 Working Group에서는 회의 결과서 배포 이후 차기 위원회 개

최시까지 정기적, 지속적으로 추진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의제는 과감히 의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Nuclear Public Information(PI) Committee 운

    가. 의의

   양국간 공동위의 경우, 상대국에 대해 사전에 우리 나라의 의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더 나아가 상대국의 의제에 대한 정보 및 관련기술의 수준 등에 

대한 수집은 회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본회의   

개최 이전에 관계국의 주한 대사관 과학관 등과의 긴 한 협력관계를 유지

함으로써 양국간의 가능한 협력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

고하는 것은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 에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나. 목적

   본 보고서에서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Nuclear PI Committee의 운  목적

은 그동안 비정기적,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를 위

한 홍보활동을 제도화시킴으로써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양국간 공동위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양국간 공동위를 수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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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상대국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아측 기술에 대한 홍보 노력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로 인해 상당 수의 의제

들이 충분히 협의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논의

를 하지 못하고 만족스런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

라서 Nuclear PI Committee를 체계적, 상시적으로 운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상호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를 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 Nuclear PI Committee의 구성

 

  Nuclear PI Committee를 효율적으로 운 하기 위한 관건은 정부의 의지뿐

만 아니라 인적 구성과 Working Group, 산․학․연의 실무위원회와의 관계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우선 Nuclear PI Committee의 구성은 Working Group을 주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하겠다. 이는 

Working Group의 기능에 Nuclear PI Committee의 운 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보다 체계화된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실무위원회를 Nuclear PI Committee에 포

함시킴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운 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 교류 및 홍보 효과

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

  라. Nuclear PI Committee의 기능 

   1) 정기적 홍보활동 강화

      현재 정기적으로 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프랑스, 국 등 8개이다. 우리 나라

는 이들 국가와의 보다 지속적인, 발전적인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추진하

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Nuclear PI Committee로 하여금 이들 국가의 대사관, 특히 과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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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의 정기적인 접촉을 갖게 함으로써 정보 교류 등 홍보 활동을 강화시켜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2) 비정기적 홍보활동 강화

  정기적인 홍보활동이 주로 주한 대사관의 과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비정기적 홍보활동은 대사관 외에 상대국의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활동이 이

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과의 접촉 경로는 주로 상호간의 방문을 통해 이루어져 왔

으며, 이는 관련기관간의 협력이라는 상당히 제한적인 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Nuclear PI Committee를 가동

함으로써 상대국 관련기관의 방문시에는 우리 측의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

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별도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 측이 상대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Nuclear PI Committee에서 

검토를 거친 후 별도의 홍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Ad hoc Committee의 운

  가. 의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의제라 할 수 있다. 정책의제가 다분히 선언적, 정치적인 특징을 띠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공동위는 포괄적인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에서 정책의제는 물론 기술의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회의의 성격상 쉬운 작업

은 아니다. 따라서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를 포괄적․정치적인 성격에서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

 나. 목적

   Ad hoc Committee를 운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양국간 공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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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가 정치적․포괄적인 성격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실질

적으로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다. 즉 우리 나라와 상대국간에 양국간의 협력 가능한 의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발굴하여, 이들 의제들을 Working Group에서 검토를 거친 

후 궁극적으로는 이들 의제들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도

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본회의를 보다 효율적인 생산의 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다. Ad hoc Committee의 효율적 운  방안

  Ad hoc Committee를 효율적으로 운 하기 위한 관건은 무엇보다도 인적 

구성과 Working Group, 산․학․연의 실무위원회와의 관계 정립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제한적이고 관성화된 의제에서 탈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Ad hoc Committee의 구성은 Nuclear PI Committee와 마찬가지로 

Working Group을 주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활용하는 방

안이 적절할 것이며,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는 Working Group

의 기능과 Ad hoc Committee의 기능이 상당부문에서 중복될 수 있는 개연

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d hoc Committee는 Working Group에 

부속되어, Working Group의 의제발굴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산․학․연 등 관련 기관의 실무위원

회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운 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 교류 및 홍

보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Ad hoc Committee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

금까지 주로 다루어졌던 발전분야 의제에서 탈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연구로용원자로 이용 연구,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 등 비발전분야의 의제들도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사선의 농업적, 의료적, 산업적 이용 분

야를 비롯하여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한 산업적 활용, 더 나아가 레이저, 로봇 

등 제반 원자력 기반 연구 등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분야들에

서도 의제를 발굴,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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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효율적인 양국간 공동위 흐름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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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대학 및 산업체의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1. 공동조정위원회 참여 유도

  기술한 바와 같이 대학이 공동위에 참여한 사례로는 제22차 한․미 원자

력공동조정위원회에 핵의학분야 협력의제 1건을 서울대에서, 제12차와 13차 

한․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서 원자력요원 훈련분야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참여한 것 외에는 전무하 다. 그나마 제1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Working Group에서 제주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연구분야 그

룹에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을 주는 것으로 긍정적

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에는 모든 양국간 공동위의 Working Group에서 

대학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

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2. 체계적 지원

  지금까지 대학들의 국제협력 활동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 대학들

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탓도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 활동

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위에 참여한 의제 및 국제협력 약정에 관한 

주요 분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양국간 

공동위에서 합의된 의제의 경우, 후속조치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정부 차원

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창구의 일원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공동조정위원회를 비롯해 기타 국제회의 등에서 

정부 또는 주최측과 산업체, 대학과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 다. 따라서 Working Group과는 별도로 산

업체의 협의기구(Coordinator)를 지정,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

할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 방안이 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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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연구소의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1. 실무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라 함은 지금까지 논의한 Working Group이나 Coordinator와는 

개념적으로 별개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Working Group이 

정부 산하의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Coordinator는 산업계 전체와 대

학 전체의 협의기구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연구소는 산업체나 대학과

는 달리 원자력분야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제 또한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실무위원회는 연구소의 각 분야

의 연구그룹에서 제안되는 의제를 통합․조정하고, 공식적으로는 정부 및 

Working Group, Coordinator와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연구업무 활성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국제협력 활성화의 중심은 연구개발을 수행하

고 있는 연구소일 것이다. 원론적인 지적이지만 결국 연구소의 연구활성화만

이 국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첩경인 것이다. 발전분야 뿐만 아니라 비

발전분야에도 연구 역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의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양국간 공동위를 비롯한 국제협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3. 의제의 다양화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자력 분야를 발전 분야와 비발전 분야로 구분한다면, 

지금까지는 발전 분야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발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

발전분야 즉,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소는 지금까지 

비중을 두었던 발전분야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비발전 분야에 대한 의제 발

굴에도 노력을 기울여, 현재보다는 보다 의제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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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본 연구의 목표는 우리 나라가 원자력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국간 공

동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국제협력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그 결과 도출된 문

제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체계화된 양국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해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 주요 산․학․연이 보다 적극적,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

기 위한 체계화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 고찰하 다. 

첫째, 우리 나라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주요 국

가(8개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개최국가) 및 최근 원자력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의 원자력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와 우리 나라와의 

협력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다. 비록 국제협력에 관한 타 보고서에서도 

자주 언급되었지만 원자력에 대한 우리 나라의 주요 협력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프랑스, 국, 호주 그리고 중국 등 8개국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접어들어서는 이집트와 베트남, 그리고 브라질과 칠레 등이 우리 나

라의 원자력기술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대

한 원자력 개발동향에 대한 고찰은 양국간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원자력 국제협력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둘째, 우리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8개국과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최

근 5차례의 실적을 정리하고, 정리된 결과를 토대로 주요 분야별 기술의제의 

증감 추이와 분포도를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양국간 공동조

정위원회 추진 동향을 분석하 다. 

  사실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의제는 기술협력의제 이외에도 정책의제가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협력의제, 안전조치 협력의제 등

이 추가도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의제는 양국간 공동위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이른바 선언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으며, 그 밖에 원자력 

안전협력의제와 안전조치 협력의제는 미국의 경우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전체적으로 공통분모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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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중심으로, 최근 5차례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 다.

또한 기술의제를 원자력 기반연구, 원자력 안전연구, 신형원자로 기술개

발,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방

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원자력 통제기술, 원자력 인력양성, 기타 원자력 기

술협력 등 10개 분야로 세분화함으로써, 기술의제의 성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 다.

우리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8개국과의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최근 5차

례의 실적을 정리하고, 정리된 결과를 토대로 주요 분야별 기술의제의 증감 

추이와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기술의제 수의 증감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국, 일본 등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캐나다와 호주는 하향되는 추세를 보 으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에는 최근들어 급속히 저하되는 결과를 보 다. 

   주요 의제별 분포도 측면에서는 를 한․미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 경우,  

후행핵연료주기 연구분야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원자력 안전연구는 

15.4%,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분야가 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러 원

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가 29%, 원자력 안전연구 25%,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가 17%로 순으로,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연구가 37%, 후행핵연료 주기연구가 20%,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

가 9%, 원자력 인력양성 분야 8% 순으로 나타났다. 한․  원자력협의회의 

경우에는 후행핵연료 주기연구가 46%, 원자력 안전연구 20%, 신형원자로 기

술개발 분야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와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분야가 각각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행핵연료 주기연구가 22%, 원자력 인력양성 분야도 1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호 원자력협의회는 원자력 기

반연구 분야가 31%,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분야가 27%, 원자력 통제기술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분야가 각각 15%와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마지

막으로 한․일 원자력협의회는 원자력 안전연구 38%, 원자력 기반연구 분야

가 17%, 후행핵연료 주기연구 분야가 10%,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분야와 방

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분야가 각각 8%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국가간,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국대학 등에

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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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우리 나라의 국제협력 추진의 문제점을 도출하 다.

  국가간,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국내의 원자력공학과 

개설대학의 원자력 협력약정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가간 원자력 협력약정

은 1956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처음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미국, 캐나

다, 유럽, 아시아, 남미 등 17개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경우는 15개 국가, 2개 국제기구, 26개 기관 등 

총 38개 협력약정 체결하고 있으며, 국내 원자력 산업체 중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15개 해외 기관은 물론 10개 해외 원자력발전소와도 발전소간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국내의 연구소와 산업체의 경우는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본 조사에 의하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원자력공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국내 주요 대학들의 국제협력 추진 현황이었다. 그나마 서울

대학교가 일본 경도대학 등과 2건, 한국과학기술원이 일본원자력연구소

(JAERI) 등과 4건에 걸쳐 협정을 체결하 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2건 미만이

었으며 1건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 참여 부분에서도 서울대에서 2001년 제22차 한․미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 핵의학분야 협력의제 1건을, 한국과학기술원이 제12

차와 13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서 원자력요원 훈련분야에 참여한 

것이 전부로, 결론적으로 대학의 경우는 연구소와 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협력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양국간 국제협력의 중심

인 공동조정위원회의 추진 방법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 으며, 그 

밖에 국내 주요 원자력관련 산․학․연의 국제협력 현황을 토대로 우리 나

라의 국제협력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 제시하 다.

   우선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문제점으로는 1)빈번한 공동조정위원회의 

개최, 2)의제 발굴 등 회의 준비 미흡, 3)의제 상정의 일방화, 4)통합, 조정기구 

부재, 5)사후 추진계획 점검 부재, 6)대학의 참여 미비, 7)소극적 홍보활동 등

이 지적되었다. 또한 원자력공학과 개설대학의 문제점으로는 1)공동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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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참여 미흡, 2)체계적 지원 부족, 3)국제협력에 대한 마인드 부족 등이 지

적되었으며, 연구소의 국제협력 문제점으로는 1)의제의 편중화, 2)의제에 대

한 조정기구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산하에 정부 및 산․학․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신설하고, 신설된 Working Group에 

1)의제 발굴 및 제출 2)잠정의제에 대한 상대국과의 사전합의 도출 3)사후 

추진계획의 지속적 점검 4)주한 외국대사관의 과학관 등에 대한 사전 홍보활

동 등의 역할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양국간 공동위를 보다 효율적으

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대국에 대해 사전에 우리 나라의 의제를 충분히  설

명하고 더 나아가 상대국의 의제에 대한 정보 및 관련기술의 수준 등에 대

한 수집은 회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으로 Nuclear PI 

Committee의 운 을, 상정될 의제를 보다 다양화 시키면서도 보다 구체적으

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Ad hoc Committee를 구성, 운 하는 방안

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적했듯이 학계 및 산업체의 경우에는 1)

공동조정위원회 참여 유도 2)체계적 지원 3)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연구소의 

경우는 1)실무위원회 구성 2)연구업무 활성화  3)의제의 다양화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활성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원자력의 상업적 분야 

즉, 발전분야 위주에서 비상업적 분야인 비발전 분야에 대한 협력 활성화를 

기하고, 더 나아가 과거의 Turn-key 형식의 협력에서 탈피하고 Partnership 

협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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