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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 제   목

  국가 원자력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Ⅱ . 연 구 개 발 의  목 적  및  중 요 성

 o 국내･외 원자력이용개발 환경변화와 선진국의 움직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분석

 o 국가 원자력이용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 분석

Ⅲ . 연 구 개 발 의  내 용  및  범 위

  o 세계 에너지와 전력 수요 전망 분석과 원자력 이용개발 동향 분석

  o 기후변화협약과 국제 핵비확산체제 동향 분석 

  o 주요 원자력 선진국의 원자력정책 동향 분석    

  o 원자력이용개발 활성화와 원자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분석 등

Ⅳ . 연 구 개 발  결 과  및  건 의

  o 21세기의 세계 에너지와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되며 에너지자

원 확보가 국가정책의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로서는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안보 제고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

하여 원자력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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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미국은 원자력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21세

기의 세계 원자력시장을 주도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GIF, 

INPRO 프로그램이 국제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o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원자

력이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확산저항성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핵확산저항성 원자력기술을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이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 국내 원자력 경쟁력 강화는 원자력산업의 경쟁력과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

과 수출경쟁력이 확보되며 국내 원자력계의 발전에 필수적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원자력외교활동의 강화와 이와 함께 원자력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체제의 정립과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의 정립도 요구

된다

  o 원자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추

진하여 기술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는 지

식기반사회로 시장성이 강하고 정보화가 성숙되어 기술혁신체제의 세계화

와 국제화도 요구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 방사선기술개발을 국

가전략산업기술로 추진하고, 국내에 첨단국제공동(협력)센터의 육성도 필요

하며 국내 산･학･연 연계체제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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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C O M M E N D A T IO N S

    o It is expected that world energy and electric power demand will 

continuously increase in the 21st century. To secure energy 

resources, therefore, is emerging as the major issue of national policy. 

Korea, because of his scarcity of energy resources, should improve 

the national energy security through expansion of nuclear energy 

utilization. This means that policy to strengthen nuclear energy 

competitiveness should have a high priority over other national 

policies. 

    o The USA is implementing the policy of expansion and activation of  

nuclear energy utilization to coping with national energy demand 

growth. To do this, the USA are carrying out the development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Gen IV) with a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AEA also promote an international program to develop 

the future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It is 

expected that Gen IV and INPRO will lead the future nuclear energy 

market. 

    o The Gen IV  will have better economics and safety than existing 

nuclear energy systems and consider the non-proliferation and 

physical protection concepts.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reinforce the 

R&D of proliferation- resistant nuclear technologies.

   o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nuclear energy field 

requires the integration of a policy of nuclear industrial 

competitiveness improvement  with that of nuclear technological 

capability enhancement. This integration will be beneficial and 

essential to explore a foreign nuclear market and global 

competitiveness in association with domestic industr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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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uclear diplomacy, coupled 

with the establishment of local institutional environment, is required 

to advance in foreign market with the domestic competitiveness 

enhanced.

    o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nuclear field 

directly connects with nuclear technology competitiveness, which 

should be initiated from activation of nuclear R&D and stable fund. 

Especially, the 21st century of knowledge base society requires a  

market-oriented R&D management system and a matured  

information channel for the globalization of domestic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In implementation of national nuclear R&D, it is 

necessary to foster Radiation Technology(RT) as one of the nation's 

main strategic industrial technology, and is essential to establ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 and domestic 

cooperative partnership among industries, academia, and 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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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국내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한전의 발전부문의 구조조정 등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국내 원자력산업 체제의 개편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원자력발전기술의 자립체제와 확보된 산업경쟁력이 산

업구조 개편에 따라  원자력 전문인력과 기술의 분산 등으로 국내 원자력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민영화되거나 추진중인 관련 산업체의 외자유치 또는 외

국자본 참여의 경우 로형전략 및 기자재공급 등 국가 원자력이용개발 방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 자유화로 발전요금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향후 

원자력발전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

내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원자력산업체제의 조정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영향분석과 적

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원자력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은 특히 제4세대 원자로 개발, 방사성 동위 원소 이용 

증진 등으로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미

래 원전시장의 주도를  위한 미래형 원전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들은 전력산업 및 원자력 산업체간 합병 및 전략적 제휴 등으로 원전 및 

핵연료주기 서비스시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원

자력선진국들은 미래 시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등 비발전 분야의 원자력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선진국의 움직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원자력 선진기술 확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수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진기반 강화도 요

구되고 있다.  또한 국내 원자력산업의 발전과 연구개발활동의 성과가 확대됨에 따라 

개도국 등 해외로의 기술수출 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과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개도국에 대한 원자력기술의 수출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적 기반조

성과 추진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 이용개발은 국내.외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관련되고 있으며 특히 핵비

확산의 경우 대외적 제약해소를 위한 국제협력과 원자력외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 강화, 남북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국

내 원자력이용에서의 대외적인 제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국내･외적으로 원자력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 원자력

분야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 및 국가적 지원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원자력이용개발 기반을 확고히 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원자력연

구 개발 기금의 유지, 원자력 고급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등 국가 원자력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반강화와 여건 조성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국가 원자력사업추진과 이용개발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요소로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원자력 정보공개와 국민참여 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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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원자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위하여,

1) 21세기 세계 에너지 및 전력수급 전망과 선진국의 원자력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기후변화협약 및 핵비확산 국제동향을 분석하였다.

2)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국내 원자력이용개발에 영향 분석, 제4세대 원자력시

스템 개발동향, 그리고 국내 원자력이용개발 동향을 분석하였다.

3) 국내 원자력이용개발 활성화와 원자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방사선기술 이용 활성화, 원자력인력 확보, 핵확산 저항성 기술개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원자력 국제협력과 개도국으로의 원자력 수출 추진 및 G-5 진입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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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 내 ･외  원 자 력  동 향  분 석

제  1  절  국 제  원 자 력 동 향  분 석

1. 세계 에너지 수급동향과 전망

1.1 세계 에너지자원 부존 현황

석탄을 제외한 세계 에너지자원의 매장량 분포를 볼 때, 지역적 편중이 크게 나타

나고 있다. 석유자원은 세계 전체의 약 65%가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천연가

스 매장량도 72% 이상이 구소련 및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다.1) 

2001년 말 기준 석유의 총 확인매장량은 약 1,430억 톤이며, 이를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가채년수(R/P ratio)는 40년에 이른다. 천연가스의 총 확인매장량은 155조 입방

미터에 이르며, 2001년말 기준 가채년수는 약 62년으로, 석유보다 자원공급 여력이 

크다. 특히 지난 10년간 탐사로 인한 석유자원의 매장량 증가는 약 5%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동안 천연가스의 경우 약 25%에 이르러 탐사 여부에 따라 자원의 추가적

인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은 풍부한 화석에너지 자원으로 역청탄과 무연탄의 경우 약 5,000억톤 이상 

매장되어 있으며 품질이 떨어지는 갈탄을 포함할 경우 매장량이 거의 1조톤에 이른

다. 이는 향후 216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지역적으로도 고르게 매장되어 있다.

1.2 세계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미국 에너지부에서 수행한 세계 에너지 전망의 기준안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 소비

는 증가세가 지속되며 개도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3,819

억 MBtu에 이른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는 2010년에 4926억 MBtu, 2020년에 6115억 

MBtu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소비증가는 1999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약 

2.3%에 달하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 증가분의 60% 이상이 개도국에 의한 기여로 인한 것이며 이 가운데

서도 여전히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증가가 개도국 총소비 증가분의 65%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1997-8년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21세기 초반까지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에너지 수요가 기존 상승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과 인도는 동 지역 에너지수요 증가에 주도적 역

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2. 6. (http://www.bp.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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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들의 소비증가율이 선진국의 3배 가까이 이르

고 있어 2020년의 개도국 에너지소비량은 선진국의 소비량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90년대에 체제전환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구소련지역의 경제도 향후 예

상보다 빠른 회복이 예상되어 세계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차 에너지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은 ’99년 61억 TC에서 2010년에 79억 

TC, 2020년에 99억 TC로 증가할 전망이다. 1999년-2020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선진국과 동구/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부속서-I국가의 경우 연평균 1.3%인

데 반해 개도국의 경우 3.6%에 달해 개도국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축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증가율로 인해 개도국의 이산화탄소배출은 2015년에는 선진

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며 2020년에는 선진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표 2-1  세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 1015 Btu, %)

   
실   적 전   망 평균증가율

(‘99-2020)1990년 1999년 2005년 2010년 2020년

 선 진 국 182.7 209.7 230.6 246.6 277.8 1.3

 동구/구소련 76.3 50.4 56.8 61.8 73.4 1.8

 개 도 국

  - 아시아

  - 중 동

  - 

아프리카

  - 중남미

51.0

13.1

9.3

13.7

70.9

19.3

11.8

19.8

92.5

22.0

14.0

22.7

113.9

26.3

15.7

28.3

162.2

34.8

20.3

43.1

4.0

2.8

2.6

3.8

   소 계 87.2 121.8 151.2 184.1 260.3 3.7

  합   계 346.2 381.9 438.6 492.6 611.5 2.3

*자료: 미국 에너지부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2

에너지원별 전망을 살펴보면, 석유의 비중은 향후 20년 동안 현재의 40% 수준을 

유지하여 여전히 주종에너지의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다만,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배출규제가 실현되면, 수송에너지의 탈석유화가 불가피해지고 이 경우 석유의 비중

이 낮아질 수 있다. 천연가스는 석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연료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전체에너지중 비중이 23%였던 것이 2020년에는 28%

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석탄의 비중은 ’99년 약 22%에서 2020년에 약 20%로 다소 

낮아질 것이다. 

세계 총 에너지수요 중 원자력의 비중은 ’99년의 6.6%에서 2010년에는 약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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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4.6%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축소되는 반면, 중국, 인도 등 개도국에서의 원자력 발

전은 연평균 4.7%로 증가하고 있다. 

표 2-2 세계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단위 : 백만TC, %))

실   적 전   망 평균증가율

(‘99-2020)1990년 1999년 2005년 2010년 2020년

 선 진 국 2,849 3,129 3,445 3,692 4,169 1.4

 동구/FSU 1,337 810 907 978 1,139 1.6

 개 도 국

  - 아시아

  - 중 동

  - 
아프리카

  - 중남미

1,053

231

179

178

1,361

330

218

249

1,748

372

256

290

2,139

439

287

377

3,017

566

365

595

3.9

2.6

2.5

4.2

   소 계 1,641 2,158 2,667 3,241 4,542 3.6

  합   계 5,827 6,097 7,018 7,910 9,850 2.3

*자료: 미국 에너지부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2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배출규제가 실시되는 경우, 원자력의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동안 원전 도입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던 선진국들이 지구온실

가스 감축을 비롯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원자력을 다시 고려하고 있어 논

의 결과에 따라 원자력의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1.3 세계 전력수급 전망

세계 전력 수요는 1999년-2020년 동안에 연평균 2.7%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된다[표 2-4 참조]. 대부분의 증가는 개도국에서 일어나며 특히 아시아의 개도국에서 

전력수요가 연평균 4.5%의 비율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주로 경제성장으로 인한 냉장고, 에어콘 등의 각종 가전제품의 사용이 증가

에 원인이 있다. 2020년 아시아의 전력수요는 1999년의 2배에 이르게 되고 중국의 

경우 연평균 5.5%로 증가하여 3배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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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에너지원별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

(단위: 1015 Btu, %)

1999년 2005년 2010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석  유 152.2 173.4 195.4 241.8 2.2

천연가스 86.9 105.2 123.4 168.6 3.2

석  탄 84.8 95.6 104.7 122.3 1.8

원자력 25.3 26.9 27.5 28.0 0.5

기  타 33.1 37.6 41.6 50.7 2.1

합  계 381.9 438.6 492.6 611.5 2.3

*자료: 미국 에너지부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2.

표 2-4  세계 전력 수요 전망 

(단위 : 10억 kWh))

실   적 전   망 평균증가율

(‘99-2020) 1990년 1999년 2005년 2010년 2020년

 선 진 국 6,385 7,517 8,20 9,446 11,151 1.9

 동구/구소련 1,906 1,452 1,651 1,807 2,173 1.9

 개 도 국

  - 아시아

․중국

․인도

․한국

․기타

  - 중남미

1,259

551

257

93

357

449

2,319

1,084

424

233

578

684

3,092

1,523

537

309

724

788

3,900

2,031

649

348

872

988

5,858

3,349

923

429

1,157

1,517

4.5

5.5

3.8

3.0

3.4

3.9

   소 계 2,258 3,863 4,912 6,127 9,082 4.2

  합   계 10,549 12,833 15,182 17,380 22,407 2.7

*자료: 미국 에너지부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2

전 세계적으로 지난 50여 년간 발전에 사용되는 일차에너지의 구성은 크게 변화하

였다. 석탄은 여전히 주된 에너지원으로 남아 있으나 석유의 경우 높은 연료가격으

로 인해 1970년대 중반이후 사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19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 

원자력발전이 급격하게 도입되었으며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천연가스발전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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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다.

표 2-5  세계 전력분야의 일차에너지 소비 전망

(단위: 1015 Btu)

1999년 2005년 2010년 2020년

석  유 14.6 15.5 17.1 21.5

천연가스 28.0 35.3 42.4 60.8

석  탄 55.4 61.2 65.0 72.8

원자력 25.3 26.9 27.5 28.0

기  타 29.9 34.1 38.1 46.6

합  계 153.1 173.1 190.2 229.7

*자료: 미국 에너지부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2.

OECD의 기준안 시나리오에 의하면 2020년까지 천연가스발전이 꾸준히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표 2-5 참조]. 석탄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으로 

남을 것이지만 천연가스의 증가에 따라 그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발

전분야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상당수의 선진국 

원전이 수명기간에 이르러 가동이 중지되는 반면, 이를 대체하는 원전의 건설은 많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명기간에 도달한 원전을 수명 연장하

여 가동하려는 최근의 움직임과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전력분야 도입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원자력의 비중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

너지원은 향후 20년간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나 그 비중은 여전히 

현재의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1.4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과 원자력 전망

(1) 우리나라의 에너지부존자원 현황

우리 나라의 부존 에너지자원은 무연탄과 우라늄이 있으나 무연탄의 경우 경제적 

가채량은 8,200만톤 정도로 향후 20년 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라늄의 경우 

약 5만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라늄 함량(품위)이 0.04%인 저품위

광으로 경제적 채광기준인 우라늄 함량(품위) 0.1%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자원인 수력의 경우 경제적으로 개발가능한 총량이 약 

200만kW이지만 이미 134만kW가 개발된 상태이다. 조력의 경우 약 170만kW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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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경제성이 없어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부존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는 기술확보에 의한 

에너지자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표 2-6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현황

구분 (단위) 매장량 경제적 가채량 생산가능 기간

무연탄 (만톤) 13,200 8,200 약 20년

수력 (만kW) 300 200

우라늄(정련) (만톤) 5 -

조력 (만kW) 170 -

한편, 우리나라는 빈약한 부존 에너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 대륙붕 개발 

및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규모면에서 이를 통해 확보

한 에너지자원의 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72년 이래로 101개의 에

너지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약 33억불을 투입하여 약 1억4천만 배럴의 석유를 확보하

였으나 이는 2000년 기준으로 약 70일치의 석유소요량에 해당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대륙붕 개발을 통해 1999년, 동해에서 가스전을 발견하는데 성공하여 2003년부

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가스전 또한 국제기준으로 class C에 해당하

는 소규모로 2000억 입방피트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LNG

로 환산할 경우 약 4백만톤으로 국내 소요량의 4-5개월분에 불과하다. 

(2)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의존도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

다. 무연탄이 주요 에너지원이었던 1970년의 경우 총 에너지중 수입에너지 비중은  

47%로 절반을 넘지 않았으나 이후 석유에 대한 의존이 심해짐에 따라 해외에너지

에 대한 의존도 심화되어갔다. 1991년에는 처음으로 에너지수입의존도가 90%를 넘

었으며 1996년 이후부터는 그 비율이 97%를 상회하는 심각한 해외의존 현상을 보

이고 있다. 

원자력은 비록 연료가 되는 우라늄을 전량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기술집약적

인 에너지원의 특성상 연료비용이 전체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로 

불과해서 준국산에너지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은 약 10% 이상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3)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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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도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다. 

1985년에는 약 4천4백만 탄소톤에 불과하던 배출량이 2000년에는 약 1억4천8백만 

탄소톤을 상회하게 되었는데 이는 불과 15년 사이에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이

러한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되어 2010년에는 약 2억 탄소톤을 상회하고 1인당 

탄소배출량도 4.4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2-7에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실적 

및 전망이 나타나 있다. 

표 2-7.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실적 및 전망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연평균증가율

86-95 96-10

CO2 배출

(백만탄소톤)
44.0 65.2 101.2 148.5 187.4 217.0 8.7 5.2

일인당 CO2 

배출(탄소톤) 1.1 1.5 2.3 3.2 3.9 4.4 7.7 4.5

(4)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현황 및 전망

원자력은 기술집약적인 에너지원으로 개발 여하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

원이 풍부한 나라에게 훌륭한 에너지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가능성에 일찍부터 주목하여 원자력 기술개발에 힘써왔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

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2001년 12월 현재 16기의 원전이 가동중이다. 2001년의 원자

력 설비용량은 13,716 MWe으로 전체 발선설비용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량은 112,133 GWe을 기록해 총 발전량의 약 40%를 담당하였다. 현재 4기(울진 

5,6호기와 영광 5,6호기)의 원전이 건설중이며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추가로 8기의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다.[4] 

표 2-8과 표 2-9에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현황 및 향후 건설계획이 제시

되어 있으며 영광원전 5호기는 5월중에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1.5 에너지 연구개발과 원자력 향후 전망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계의 에너지자원의 가용량의 한계와 고갈 가능성의 제

기는 에너지자원의 개발의 다양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측면에

서 석유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수급에 대한 정책은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산업구조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주어 왔다.  국제적인 에너지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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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투자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이며 이는 원자

력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투자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쟁력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원자력 이용개발투자는  이외에도 사회적 수용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사회와 사회적인 합의 없이는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원자력의 정책과 안전문제에 대한 신뢰성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8.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현황

이름 유형 용량 (MWe)
상업운전 
개시일

2001년 
발전량(GWh)

2001년 
이용률(%)

고리-1

고리-2

고리-3

고리-4

울진-1

울진-2

울진-3

울진-4

월성-1

월성-2

월성-3

월성-4

영광-1

영광-2

영광-3

영광-4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HWR

PHWR

PHWR

PHWR

PWR

PWR

PWR

PWR

587

650

950

950

950

950

1,000

1,000

679

700

700

700

950

950

1,000

1,000

1978/4

1983/7

1985/9

1986/4

1988/9

1989/9

1998/8

1999/12

1983/4

1997/7

1998/7

1999/10

1986/8

1987/6

1995/3

1996/1

4,887

5,092

7,885

7,913

7,279

7,622

8,316

8,159

4,939

5,957

5,272

5,859

8,685

7,478

9,076

7,633

95.0

89.4

94.8

95.1

87.5

91.6

94.9

93.1

83.1

97.2

86.0

94.5

100.0

89.9

100.0

87.1

TOTAL 13,716 112,133 93.2

표 2-9.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발전소 이름 기수 설비용량(Mwe) 완공일

건설중
영광-5, 6

울진-5, 6
기수

1,000 x 2

1,000 x 2

2002. 4, 2002 .12

2004. 6, 2005. 6

건설준비중

신고리-1, 2

       3, 4

신월성-1, 2

4

2

1,000 x 2

1,400 x 2

1,000 x 2

2008. 9, 2009. 9

2010. 9, 2011. 9

2009. 9, 2010. 9

계획중 - 2 1,400 x 2 - 2015

합계 12 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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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협약 관련 동향과 향후 전망

2.1 배경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는 대기중의 온실가스가 축

적되어 지표로부터 외계로의 적외선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의 대기온도가 높아지

는 현상을 의미하며 사막화, 해수면의 상승, 기상이변 등의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가 1750년 이래로 31%나 증가하였으며 20세기에 지구의 기온이 0.6℃ 상승하였

다. 이는 지난 1995년의 IPCC 전망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이다.[1][2] 또한 이 보

고서는 빙산이 줄어들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징후

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원자력은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방식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관련 

협상에서는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로 원자력의 이러한 역할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2.2 기후변화협상의 진행 과정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체결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계

기가 마련되었다. 협약의 궁극적 목적으로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시스템의 위험한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

였다. 회의 참가국 178개국중 154개국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1994년 3월 21일 공

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다. 회의에서 도

서연합국가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규정하도록 주장하였지만 선진국

들의 반대에 부딪쳐 단순한 노력사항으로 규정되었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가군의 분류를 통하여 각각의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 차별

을 두고 있는데 국가군의 분류는 선진국 그룹인 부속서-I(Annex-I)국가군과 개도국 

그룹인 비부속서-I(Non-Annex-I)국가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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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I 국가군들에 대한 의무사항(제4조2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시키도록 하였지만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았다. 목표달성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정책 및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공

동이행(Joint Implementation)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차 당사국총회

에서 이에 대한 방법론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이후 협약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의무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속의정서(Protocol)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세 차례의 

당사국총회와 일곱 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

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마련되었다. 

COP3 참가국들은 부속서-B국가군(부속서-I 국가 40개국 가운데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터키, 벨라루스를 제외한 38개국)의 감축목표를 2008년～2012년(제1

차 공약기간; the first commitment period)에 걸쳐 배출총량이 1990년 대비 -8%에

서 +10%(평균 -5.2%)로 유지되도록 하는 배출량규제안에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감

축목표의 합의와 함께 주목할 것은 선진국의 감축목표달성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

한 제도로써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의 세가지 교토메커니

즘(Kyoto Mechanism)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공동이행 제도는 부속서-I 국가인 A가 부속 I 국가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

실가스 배출감축 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 부속서-B에 속한 국가들이 배출감축목표를 이행할 목적으로 

배출할당량을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I 국가가 비부속서-I 국가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달성하면 이 실적을 

자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

행이나 배출권거래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 공동이행이나 배출권거래가 선진

국간에만 적용되는 방법인데 반해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제

도이며 또한 다른 두 제도가 제1차 공약기간이 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청정

개발체제는 2000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성과를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협상에서는 청정개발체제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에 관한 문제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2) 제6차 당사국총회와 속개회의

전술한 바와 같이 1997년 12월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들은 지구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량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의 원칙과 대강의 방법만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

적인 실행방안에 관한 후속합의가 있어야 했다. 이러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1998



- 13 -

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COP4)에서는 향후 2년 내에 교

토의정서의 세부실행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 Buenos Aires Plan of Action, BAPA).

이를 위해 2000년 9월에 제13차 부속기구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제6차 당사국총회

에 제출할 협상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교토 메커니즘의 세부적 내용들

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며 흡수원의 청정개발체제 포함여부가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

루어졌고 개도국 단독 혹은 개도국간 온실가스 저감사업인 Unilateral CDM, 기술이

전 등의 문제가 당사국간에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청정

개발체제에 원자력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협상초안에는 원자

력을 청정개발체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

"Annex I countries will refrain from developing nuclear projects for CDM"[3]

2000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6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목적은 구체적

인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교토의정서 발효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각 협상그룹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당사국총회에서의 주요 협상 그룹은 선진국그룹인 유럽연합(EU)과 Umbrella 그

룹(일본, 카나다, 호주가 중심이 된 선진국 협상그룹), 개도국그룹인 G77/China그룹

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자국내 감축 및 엄격한 집행체제 산림흡수원의 불

인정을 선호했던 반면 Umbrella그룹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최대한 이용하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과 광범위한 산림흡수원의 인정을 주장하였다. G77/China그룹은 선진

국들의 역사적 책임과 개도국 지원 의무를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개도

국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협상그룹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다. 

당사국총회에서의 합의는 일괄타결(Package Deal)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

록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COP6에

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산림흡수원 인정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 협상을 위해 COP6의 속개 회

의(resumed session of COP6)가 2001년 7월 독일의 본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 3월 미 부시행정부가 교토의정서 거부를 천명하는 등 속개회의 시작 이전

에는 협상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속개회의 기간에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을 

목적으로 개최된 각료급회의에서도 주요 협상그룹들이 사안별로 첨예하게 대립함으

로써 7월22일 자정까지로 예정된 각료급회의가 7월23일 오전까지 연장되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가지는 정치적 부담이 큰 EU가 주요 쟁점에서 

Umbrella Group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극적인 합의(Bonn Agreement를 이루게 

되었으며 동 합의를 계기로 교토의정서가 2002년에 발효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

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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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합의(Bonn Agreement)의 주요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위한 기금(Adaptation Fund) 및 기술이

전 메커니즘으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 설치

-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CDM)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관한 세

부운영 방식 및 절차

- 산림경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한도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하는 의정서

의 의무준수체계

- 원자력의 CDM, JI에서의 활용을 자제함

EU는 회의 타결을 위하여 에너지부문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크게 완화하여 일본, 캐나다 등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을 

배제한 교토의정서 체제의 출범에 성공하였다. 한편 미국의 교토의정서 거부에도 

불구, 교토의정서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은 환경관련 다자협상에서 리더쉽의 

손상을 초래하였다. 속개회의의 최대 승자인 일본은 casting vote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EU측으로부터 커다란 양보를 얻어냈으며 이에 따라 감축의무량의 83% 이상

을 산림부문에서 해결할 수 있어 에너지분야에서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다. 

원자력이 CDM과 JI 대상사업에서 배제된 것이 EU의 유일한 성과라는 지적이 있

을 만큼 EU는 협상의 타결을 위해 원자력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양보

하였다. 일본과 캐나다는 그동안 원자력을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으나 이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여 결국 산

림흡수원을 얻어내고 원자력을 양보하였다. 

2.3 제7차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1) 배경 및 경과

COP6 속개회의에서 정치적인 합의(Bonn Agreement)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바탕

으 로 계속된 후속협상에서 최종합의문 채택에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교토의정서의 

세부 실행방안을 명시한 최종문안의 협상은 제7차 당사국총회(COP7)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COP7은 2001년 10월 29일에서 11월 9일(각료회의 : 11. 7 - 9일)까지 모로

코의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되었다. 

COP7에서는 우선 COP6 속개회의에서 합의된 기술이전, 능력형성, 기금형성 등 

개도국관련 의제를 채택하고 교토메커니즘, 의무준수체제, 온실가스배출통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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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조치, 흡수원(LULUCF)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동회의에

서는 EU, 개도국과 에너지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이 의무준수체제, 온실가스배출통계보고, 교토메커니즘, 흡수원 등을 두고 대립하였

으나 결국 당초 협상시한을 넘긴 연장회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Marrakesh 

Accords)을 도출하였다.[5] 

(2) 주요 협상 결과 및 시사점

COP6에서의 합의가 무산되었던 것은 산림흡수원(LULUCF)문제에서의 의견차이

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한다면 COP6 속개회의에서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했던 것

은 의무준수체제에서의 입장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금번 COP7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의무준수체제에서 EU와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대신 Umbrella Group은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메커

니즘의 활용에서의 제한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U는 통계관련보고,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대하여 개도국과 입장을 같이하

여 EU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반면, 교토메커니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여 금번 회의 협상을 주도하였다. EU는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교토

의정서 발효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다자간 환경회의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Umbrella그룹(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은 2001년 7월

의 COP6 속개회의에 이어, 협상 casting vote의 이점을 활용, EU로부터 양보를 얻

어내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테러사건(2001. 9. 11)이후 교토의정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여 금번회의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부시정부의 입장을 고

려해볼 때 당분간 교토의정서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도국은 COP6 속개회의에

서 기술이전, 재정 등 개도국관련 의제의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금번회의에서는 유

연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동 회의에서의 합의를 계기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비준할 경우 2002년 말까지 의정서가 발효

될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에 관련해서는 추가논의가 없이 CDM과 JI에서 원자력의 활용을 자제하는 

다음과 같은 기존의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Parties included in Annex I are to refrain from using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JI의 경우 emission reduction units)2) generated from nuclear facilities 

2) 교토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은 사업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CERs)는 CDM사업을 통해 발생한 지구온실가스 감축분을 말하며  

Emission Reduction Units(ERUs)은 JI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가리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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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eet their commitments under Article 3.1”

원자력의 사용을 자제한다는 합의안 문구만을 놓고 보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듯 하나 현실적으로는 원자력이 JI 및 CDM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자력 제외 문제가 산림흡수원 인정문제와 연계하여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DM 및 JI의 틀에서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U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제외된 상황에서 쿄토의정서를 발효시키기 위해 Umbrella Group의 감축부

담을 크게 경감하도록 하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원자력 제외문제는 이 과정에서 

EU가 얻어낸 거의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원자력을 선호하는 당

사국이 협약문구의 모호함을 들어 CDM과 JI에서 원자력의 활용을 주장할 경우 

EU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에 대한 최종합의로 선진국들이 1차 공약기간에 개도국에 감

축의무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1차 공약

기간중 감축의무 부담을 지게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U의 

기존 주장대로 2차 공약기간(2013-2017)중 개도국의 감축의무 부담이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은 2차 공약기간중 감축의무

를 부담토록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금번회의의 

대표연설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전지구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EU는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개도국 의무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자제하였으나, 협상이 타결된 향후의 회의(COP8)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의무부담과 관련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의무 부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선발

개도국과의 공동대응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기업의 비용으

로 반영되고 이는 원가경쟁력의 상대적인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의 차별적인 부담은 국가간 경쟁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

이 되며 감축의무를 지는 부속서-I국가의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조

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비록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 상황에서도 특정산업이나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제품의 수출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경쟁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나

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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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유지되는 한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생존의 전제조건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적 온실

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방안의 하나로 원자력의 활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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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선진국의 원자력정책 동향

3.1 미국의 신에너지정책 동향

(1) 국가 신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분야의 영향

미국 부시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사태, 휘발유 가격상승, 에너지업계 압력 등을 계

기로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체니 부통령을 의

장으로 하는 NEPD(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그룹을 구성하였다.3) 

2001년 5월 17일 부시 대통령은 NEPD 그룹의 보고서인 ｢국가에너지정책｣4)을 소개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NEPD 그룹은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

에 대해 총 105개 사항을 권고하였으며,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클린턴 행정부시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에너지원 개발 및 공급 확대 측면을 강조

하였다. 

같은 차원에서 신 ｢국가에너지정책｣은 이제까지는 다르게 원자력의 이용 확대 정

책을 천명하고 있다.5) 이를 위해 NRC의 인허가 절차 신속화, 원자력 손해배상법 

연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촉진 등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고무시킬 조치를 검

토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방사성폐기물 감축을 위한 핵연료 

conditioning,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 기술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하고 있다.이러한 

정책 변화로 향후 미국내의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자력 발전 및 산업 확대와 원자력 

연구개발의 활성화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원자력산업 활성화, 연구개발의 확대, 안

전규제의 개선 등 미국의 원자력경쟁력강화가 전망된다 . 

NEPD 그룹의 원자력 관련 주요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요소로서 원자력 이용의 확대를 지원할 것

을 권고한다.

  - NRC가 신형 원자로 인허가 신청의 평가 및 신속 처리를 준비하는데 있어 

안전과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독려한다.

  - 현존 원전의 안전한 출력상승 운전으로 발전량을 증대하려는 발전회사들의 

노력을 NRC가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3) 이 그룹은 7개 부처(국무부, 재무부, 내무부, 농업부, 상무부, 교통부, 에너지부) 장관들을 포함하

여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고, 공급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미래 에너지의 

생산 및 배분을 민간 부문(필요한 경우 주정부 및 지방정부 포함)에서 진흥토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4) NEPDG, National Energy Policy: Reliable, Affordable, and Environmentally Sound Energy for 

America's Future, Report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 2001.

5) 미국 부시 대통령은 발표 성명에서 “청정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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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RC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현존 원전들에 대한 인허가를 재발

급하도록 독려한다.

  - 원자력이 대기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에 대해 DOE 장관과 환경보호청장이 

평가하도록 지시한다.

  - 원자력 발전 확대 가능성에 비추어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킨다.

  - 방사성폐기물 심지층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고(수준)의 과학을 이용한다.

  - 원전해체를 위해 적립한 자금은 원전을 매매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지원한다.

  - Price-Anderson 법을 연장하는 입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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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핵확산저항성을 제고하는 (pyroprocessing과 같은) 핵연료 conditioning 방

법의 연구‧개발‧사용을 허용토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함에 있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분리된 플루토늄의 축적을 억제할 것이다.

③ 미국은 핵연료주기가 선진화되었고 지금까지 긴밀히 협력해 왔던 국가들과 공

동으로,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고, 핵확산저항성이 

제고된 재처리 및 핵연료 treatment 기술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2) 원자력이용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노력

미국 부시행정부의 신에너지정책에서의 원자력이용의 활성화와 경쟁력강화 노력

은 크게 원자력 이용의 확대 지원 및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 정책 재검토로 나

눌 수 있다.  

(가) 원자력 이용의 확대 지원방안

o 신형 원자로 인허가 신청의 평가 및 신속 처리를 준비하는데 있어 안전과 환

경보전을 최우선

o 현존 원전의 출력 상승 및 현존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인허가 재발급독려

o 원자력이 대기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 평가 수행

o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에 필요한 자원 증대

o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장 확보를 위해 최고의 과학 이용

o 원전 매매시 해체적립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위한 입법 지원

o Price-Anderson법 연장 입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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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 정책 재검토

o 선진 핵연료주기 및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 측면에서, 미국은 폐기물을 줄이

고 핵확산저항성을 제고하는 (pyroprocessing과 같은) 핵연료 conditioning 방

법의 연구‧개발‧사용을 허용하도록 정책을 재검토

o 핵확산저항성이 제고된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 기술의 개발을 고려

미국의 신에너지정책에 따라 미국의 원자력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며 기후변화협약

의 따른 온실가스방출감축의무의 선진국의 의무부과가 국제적으로 이행단계에 있으

며 이 과정에서의 미국의 협약에서의 유보적인 입장변화가 있는 경우에 유럽 및 다

은 국가들의 원자력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원

자력이용에 대한 활성화와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핵연료주기정책의 재검

토에서 혼합핵연료의 이용이 경제성과 핵확산저항성측면에서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

우 원자력발전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신에너지정책 관련 의회 동향

부시 행정부의 국가에너지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지원이 있어야 

한다. 2001년 미국 의회(상원, 하원)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상정한 원자력 

발전 확대 및 원자력 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들을 표 2-10과 같다. 

상기 법안들은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에너지정책｣에 있는 원자력 관련 권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공화‧민주 양당의 여러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중에 있거나 하원에서 통과된 상태에 있다.  현

재 미국 의회에 상정중인 법안들의 내용은 원자력 발전 확대, 핵연료주기 분야 연

구개발 활성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원자력 교육 투자 확대 등 실로 다양한 조

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의회에서 추진하고 법안들의 주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조치]

• 2002년 8월 1일 만료되는 Price-Anderson 법 연장 (S.388, S.472, S.597, 

S.1766, H.R.1679, H.R.2983)

• DOE 장관에게 기존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권한 부여 (S.388, S.472, H.R.1679)

• 기존 원전의 출력 상승에 든 투자비를 DOE가 일부 보상 (S.388, S.472, 

H.R.1679))

• 건설중단된 원전의 2005년 가동 가능성 연구 추진 (S.472, H.R.1679)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든 비용을 자본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취급하여 

과세대상에서 공제 (S.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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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시설 해체적립금을 과세대상에서 공제 (H.R.4)

표 2-10.  미국 의회에 상정중인 원자력 관련 법안 

의회

구분

법안 

번호
법안명 제안자

제안일

(2001년)

공동 

제안자
비 고

상원

S.242

DOE University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Act

Bingaman

(민주, New 

Mexico)

2.1
공화 4명 

민주 2명
·심의중

S.388
National Energy 

Security Act

Murkowski

(공화, 

Alaska)

2.26
공화17명 

민주 1명
·심의중

S.472

Nuclear Energy 

Electricity Supply 

Assurance Act

Domenici 

(공화, New 

Mexico)

3.7
공화15명 

민주 3명
·심의중

S.597

Comprehensive and 

Balanced Energy 

Policy Act

Bingaman

(민주, New 

Mexico)

3.22 민주17명 ·심의중

S.1766
Energy Policy Act of 

2002

Daschle

(민주, South 

Dakota)

12.5 민주 6명 ·심의중

하원

H.R. 

1679

Electricity Supply 

Assurance Act

Graham

(South 

Carolina)

5.15 13명 ·심의중

H.R. 

2126

DOE University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Act

Biggert

(Illinois)
6.12 17명 ·심의중

H.R.4

Securing America's 

Future Energy Act of 

2001

Taujin

(Louisiana)
7.27 3명

·하원 통과(8.2)

·상원 계류중

H.R. 

2983

Price-Anderson 

Reauthorization Act of 

2001

Wilson

(New 

Mexico)

10.2 8명

·하원 통과 

(11.27)

·상원 계류중

• 원전 매매시 해체적립금의 이전에 대해서 비과세 (S.388)

•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빠른 감가상각 허용 (S.388)

• DOE가 NRC의 “조기 부지인허가” 절차 실증 (S.472, H.R.1679)

[핵연료주기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의 처리, 재순환 및 처분을 위한 혁신 기술 조사를 

위해 DOE 내에 사용후핵연료연구실(Office of Spent Nuclear Fuel Research) 

설립 (S.388, S.472, H.R.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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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대안으로 전기야금(electrometallurgical) 기술 연구를 

DOE가 수행 (S.472, H.R.1679)

 · 재처리 대안으로 핵비확산성 선진 핵연료 재순환 기술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 (H.R.4)

• 가속기를 이용한 핵변환 실증을 위하여 선진가속기응용 프로그램을 DOE가 

시작, DOE는 2003년 6월말까지 부지 권고 (S.472, H.R.1679)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한 조치]

• DOE가 제4세대 원전에 대한 연구 추진, 개념설계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개념을 2004년 9월까지 선정 (S.472, H.R.1679)

• 새로운 원자로에 대한 설계인증 현안 해결 연구를 위해 2002년 NRC에 

2,500만 달러를 배정 (S.472, H.R.1679)

 · NERI, NEPO 및 Gen-IV 원자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 수행 (H.R.4)

[원자력 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

• 대학의 연구용 원자로 운영 및 개보수 (S.242, H.R.2126, H.R.4)

• 대학 원자력공학과의 교수진 확보, 원자력 선택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타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S.242, H.R.2126, H.R.4)

2001년 8월 2일 미국 하원은 2001년 5월 발표된 ｢국가에너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제출된 법안 H.R.4(미국미래에너지확보법: The Securing of America's Future 

Energy Act of 2001)를 통과시켰다.6) 또한 미국 하원은 미국의 원자력 손해배상제

도의 틀을 마련하고 있는 Price- Anderson 법 갱신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2년 8월

에 만료예정인 이 법은 상원에서 법 갱신이 승인되면 15년간 연장될 예정이다.7)  

전반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원자력에 대한 논의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하

고 있다는 점 자체가 괄목할 만한 진전으로서 미국 내에서의 원자력이용 활성화와 

경쟁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NEI, "House Passes Energy Bill : Measure Aimed at Cleaner, More Dependable Energy," 

Insight, August/September, Nuclear Energy Institute, 2001.

7) 에이브러햄 DOE 장관은 이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요청해 왔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중대사고 발생시의 책임한계에 대한 구조적인 틀 이외에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으로 인한 원자력 보안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ENS NucNet, Nov. 

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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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원자력 분야 향후 전망

(가) 원자력발전 

미국의 ｢신에너지정책｣ 발표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해 왔거나 계획중인 미

국 전력회사들이 큰 힘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이용률 증대로 원전의 경

쟁력이 향상되었고, 인허가, 원자력 손해배상,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원자력 이

용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향후 의회 반응 및 반핵단체들의 활동이 관건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원자력 

이용 확대에 대한 큰 반대는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 미국 전력회사들은 원전 합

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고, 원자력 발전 확대를 대거 추진할 것으

로 전망된다. 

미국내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회사들은 원전 출력상승 및 수명연장을 추진할 것

으로 전망된다. 향후 원전 출력상승을 통해 12,000 MWe의 용량 증대효과가 기대

된다. 실질적으로, 미국 NEI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원전들이 2001년도에 가장 

기록적인 출력상승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가동중인 103기의 원전 중 

20기의 출력상승을 인가 받아 총 1,091 MWe의 발전용량이 상승되었는데 이는 대

형원전 1기 용량에 해당하는 것이다.8) 최종 출력증강 비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체 발전용량 증강은 신규 원전건설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대체적으

로 kW당 10달러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존 원전의 90% 이상이 수명연장(40년→60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3월 Calvert Cliffs 원전이 최초로 NRC로부터 20년의 수명연장 허가를 받

은 이래 2개 원전이 더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12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허

가가 검토 중에 있다. 

인허가의 신속화, 신형 원자로 개발, 원유/가스 가격 상승, 이자율 하락 등으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향상되어 미국 전력회사들의 신규 원전 도입도 예상된다. 

이미 4개 전력회사가 신규 원전건설을 NRC와 협의한 바 있으며, 신규원전 건설 

준비를 위해 NEI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신규원전 Task Force” 가동중이다. 

2001년 5월 발표한 “Vision 2020”에서 2020년까지 50 GWe에 상당하는 새로운 원

전 건설과 출력상승 및 효율화를 통해 10 GWe의 시설용량 증대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신규 원전의 부지는 현존 원전 부지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DOE는 NTDG(Near Term Deployment Group)를 구성 2010년 까지 새로

운 원자로를 미국 내에 건설‧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다. NTDG는 표2.6과 같이 8개의 노형을 검토한 바 있다. 이 결과 NTDG는 

8) ENS NucNet, Jan.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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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보고서9)를 발표하였는데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표 2-11.  미국 NTDG에서 검토한 원자로형

원자로형 공급회사 특   성

ABWR GE
1,350 MWe BWR, NRC로부터 설계인증을 받았고, 

일본에서 건설‧운영되고 있음.

SWR1000
Framatome

ANP

1,013MWe BWR, 유럽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되고 있음.

ESBWR GE 1,380MWe 수동안전성 BWR, 현재 개발중

AP600 Westinghouse
610MWe의 수동안전성 PWR, NRC로부터 설계인증 

받음

AP1000 Westinghouse
1,090 MWe 수동안전성 PWR, AP600을 용량 증대한 

것으로서 아직 설계인증을 받지 않았음.

IRIS Westinghouse
100～300 MWe integral primary system PWR, 현재 

개발중

PBMR ESKOM
110 MWe modular direct cycle helium- cooled pebble 

bed reactor, 현재 남아공 에서 건설계획중

GT-MHR
General

Atomics

288 MWe modular direct cycle helium- cooled reactor, 

현재 러시아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고 있는중

·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2010년까지 신규 원전의 건설‧
운영이 가능함. 그러나 이를 위해 아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 신규 원전의 발주가 2003년까지는 있어야 함.

- 새로운 인허가 절차인 10CFR52의 검증이 있어야 함. (정부 및 민간 재원)

· 검토된 8개의 노형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GE의 ABWR이며,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이 ESKOM의 PBMR, Westinghouse의 AP600과 AP1000임.

- 그러나 ABWR은 경제성 측면에서, PBMR과 AP600 등은 기술적 측면에서 각

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미국에 새로 도입될 원전 노형으로는 GE의 ABWR, 

Westinghouse의 AP600과 AP1000, 남아공화국의 PBMR 등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미국내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회사 및 산업체들은 원전 출력상승, 

수명연장, 신규 원전 도입 등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9) NTDG, A Roadmap to Deploy New Nuclear Power Plants in the United States by 2010, 

DOE, Oc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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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도입에 대비한 원자력 산업체간 국제적 제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데 있어 설계, 기자재 제작, 인허가 등의 분야에서 미

국내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은 향후 10년간 원자력 산업 

기반구조의 재건에 주력할 것으로 평가되며, 그 동안은 외국 업체와의 협력을 통

하여 인력 및 시설 부족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원자력 연구개발 

현재 추진중인 NERI, I-NERI, Gen-IV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 확대 등 DOE에

서 주도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 내에서 그 동안 중단되어 왔던 pyroprocessing에 근거한 고속로 프로그램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권고에서는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그룹이 구성되어 정책 검토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검토와 의회의 예산 배정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당장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5년 이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이 재추진될 경우 관련 전문인력 

및 시설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프로그램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 재처리 및 처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국제적 협력을 통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협력 대상국으로는 핵연료주기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가 

우선 고려될 수 있으며, DUPIC을 개발중인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유지가 가능

케 하여 원자력 산업의 부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원자력 안전규제

현존 원전의 출력 상승 및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대한 인허가 수요가 

증대되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의 구축이 요구될 것이다. 현재 NRC에는 조만간 퇴

직해야 할 인력이 80%에 달하고 있으며, 신규 원전 인허가 경험인력이 전무한 상

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NRC는 국제협력을 통

한 해결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우리나라 원자력이용개발에서의 영향

세계 원자력이용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미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원자력이용개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를 보면 다

음과 같다.

o 미국의 원자력이용 확대 정책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 26 -

o 원전(경수로)의 수명연장에 따라 증기발생기 등 기자재 공급, 정비 용역 등 우

리나라 원자력 산업체의 미국 원전 시장 진출

o 신규 원전 건설시 국내 산업체의 원전 또는 기자재 공급, 설계 참여 

 - 이를 위해서는 미국 원전 시장에 대한 국제 경쟁이 치열할 것이므로 시장 진

출을 위해서는 국내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역량의 확충을 검토 필요 

o 국내 원자력 전문인력의 미국 유출에 대비 등이 필요 

또한  원자력 연구개발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 확대 및 관련 예산 

증대 전망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I-NERI, Gen-IV와 관련된 한‧미간 공동연구의 

강화와 분야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함께  핵연료주기 연구개발에서

도 미국의 핵연료주기 정책변화가 가시화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분야 연

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미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GIF에서도 우리나라의 참여를 적극화하는 경

우 한‧미간 연구개발 협력 증진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도 예산, 인력 문제로 외국

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국제.정치적, 기술적 측면에서  원자력 선진기술 확

보의 전반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전략의 재검토가 요구

되며,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의 집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2 유럽의 원자력 정책 동향

(1) 주요 동향

유럽의 경우 스웨덴을 이어 1990년대 후반 좌익 사회당과 환경녹색당의 연립정부

의 출현으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원자력이용에서의 침체와 축소지향의 정책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전력수급에서의 경제와 산업측면에서의 대안마련

이 어려운 상황이며 국가차원의 부담이 가중되어 원자력이용의 급격한 변화는 예상

되지는 않게 보인다.

반면 핀란드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 추진과 제5 신규원전의 건설 

추진은 유럽에서의 지금까지의 원전반대운동에서의 변화의 조짐으로 평가될 수 있

다. 

영국의 1980년 후반부터의 국가 전체적인 개혁의 추진과 원자력분야의 민영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전력시장 자유화도 동시에 추진되어 왔다. 이와 함께 북해 연안국

들은 북해에서의 대량의  천연가스 생산으로 에너지수급에서의 변화가 천연가스 중

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덴마크와 독일 등에서는 풍력발전 등의 대체에너지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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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에너지정책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력공급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은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

스방출 감축의무의 이행이 정책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원자력의 역할은 다시 강조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독일의 신원자력정책

(가) 독일의 원전 현황

독일의 원자력발전소는 총 19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이들의 용량은 22,365 MWe

에 이르고 노형별로는 6기의 BWR을 포함하여 13기의 PWR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량은 159.60 TWh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총발전 전력량의 31 %에 달한다.  또한 평균가동률이 91%를 달성하고 있는 원자

력발전에 의해 억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약 17,000만톤에 해당한다.

(나)  독일의 탈원자력정책

1998년 9월 총선에서  사민당(SPD)과 녹색당의 연립정권이 출범하면서 선거기

간중 공약사항중 하나였던 탈원자력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연립정권은 탈원전을 

반영한 원자력법 개정법안의 조기 의회제출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전력업계와 

관련 종사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9년 1월 이후 연립정부와 

전력회사 간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다가 2000년 6월 14일 연립정부의 슈레더 수

상, 뮤러 연방경제장관 그리고 트릿틴 연방환경장관과 전력회사 대표들간에 원자

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본격적으로 32년으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2001년초에 방사

성폐기물 수송이 재개되어 연방환경부가 법률에 관한 안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서명이 이루어졌다.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전중인 원자로는 각 원자로의 총운전기간을 32년으로 보고 계산한 잔존발

전량인 2,623TWh까지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다른 원자

력발전소로 잔존발전량의 전용이 가능하다.  (그 결과 구형 발전소를 조속히 

폐지하고 그 잔존발전량을 효율이 높은 원자력발전소로 이전할 수가 있기 때

문에 실제로 탈원자력을 달성하는 시기는 운전개시이후 32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②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는 2005년 7월에 종료한다. 이 시점에서는 영국,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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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재처리공장으로의 연료수송이 인정되어 수송된 양의 재처리는 인정된

다.

③ 사업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5년이내) 발전소 부지내 또는 부

근에 (소위 분산형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가진다. 재처

리 종료 및 분산형 저장시설 설치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수송 필요성이 극

소화되어 각 주의 부담이 공평하게 된다.

④ 신규 원자력발전소는 건설하지 않는다.

⑤ 연방정부는 높은 안전기준의 유지 및 원자력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잔존운전

기간 중의 원자력발전소의 방해없는 운전 및 후행핵연료주기를 보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 대해서 향후 주목해야 할 점들을 보면 이제까지 독일의 

전력회사는 핵물질 수송 등에 여러가지 정치적 방해를 받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운

전가능한 시한 내에서는 안정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특히 

전력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합의는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나 정부로부터 압

력을 받아 서명한 현실적인 타협이며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는 원자력관련 문제를 차후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독일 전력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총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에

서 탈피하여 현실적으로 에너지효율화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로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1998년 6월의 유럽환경장관회의에서는 

독일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21%를 삭감목표와 탈원자력정책을 어떻게 양립시켜 나

갈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사용후핵연료관리에 대해서는 중간저장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지만, 최종

처분문제-특히 2000년 6월에 합의에 따라 탐사가 일시 중단된 고아레벤 방사성폐

기물처분장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독일에서의 탈원자력정책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10),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도 2002년 후반 총선거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 국내 원자력계에의 시사점

독일에서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환경체제 구축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유

럽지역 만이 아니라 세계의 환경 패러다임 변화라 할 수 있다.  전력산업을 둘러

싼 환경측면에서는 자연 환경의 규제가 강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내

10) 현 독일의 게하르트 슈뢰더 연립정부의 최대 야당인 기독사회연맹은 2002년의 총선에서 패하기

는 했으나, 현 정부가 수립한 원자력 폐쇄 정책을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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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는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진전되어 가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력과 

에너지 분야에서 환경친화성 욕구가 지금보다 목적 지향적이고 엄격하게 제도화되

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2. 독일의 원전현황과 잔여발전량

원자력발전소 원자로형
설비용량

(MWe)

상업운전개시

(년. 월)

잔여발전량

(MWh)1)

Bunsbüettel KKB

Gundremingen B

Gundremingen C

Isar KKI 1

Krümmel KKK

Philippsburg 1

Biblis A

Biblis B

Brokdorf

Emsland, KKE

Granfenrheinfeld

Grohnde

Isar KKI 2

Neckar GKN 1

Neckar GKN 2

Obrigheim KWO

Philippsburg 2

Stade KKS

Unterweser KKU

BWR

BWR

BWR

BWR

BWR

B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806

1,344

1,344

  912

1,316

  926

1,225

1,300

1,440

1,440

1,345

1,430

1,475

  840

1,365

  357

1,458

  672

1,410

77.02

84.07

85.01

79.03

84.03

80.30

75.02

77.01

86.12

88.06

82.06

85.02

88.04

76.12

89.04

69.03

85.04

75.05

79.09

 4,767

16,092

16,835

 7,835

15,822

8,714

6,200

8,146

21,788

23,007

15,003

20,090

23,121

 5,735

23,604

   870

19,861

 2,318

11,798

합계 (MWe) 22,365 251,605

1) 2000년 1월 1일 기준

따라서 예상되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우리나라 원자력은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운동의 대응관리 기술과 논리개발 등 역량을 강화

가 요구되고 있다.

(3) 스웨덴의 원자력정책 동향

(가) 원자력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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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1980년대 초반 국민투표를 통해 2010년까지 원자력을 전면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원전폐지로 인한 전력부족을 보충하는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역대정권들은 원자력폐지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7

년 2월에 말뫼 근처에 있는 바르세보크 원전 1호기를 1998년 7월에, 2호기를 2001

년 7월에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호기는 1999년 11월에 폐쇄되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원전축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도 원전이용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원자력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는 바르세보크 2호기의 폐쇄 일정과 원자력의 이용을 점진적으

로 중단시키려는 독일형의 정책추진 문제 등이다. 그러나 2호기 폐쇄는 대체전력

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연기되는 등 혼미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르세보크 원

전의 경우, 명확한 폐쇄날짜는 스웨덴의 가동중인 나머지 10기 원전의 장래에 관

한 논의와는 별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폐쇄는 현재 2003년 말까지로 예

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전력생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정부 능력에 달려 있는 문제로 보인다. 

원자력산업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중기적인 문제는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세를 

계속 유지, 감축 또는 폐지하는 문제이다. 이 세금은 현재 총원자력발전비용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모든 정

부․산업계간의 포괄적인 협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독일식 원전폐지정책의 검

토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스웨덴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의 계속적

인 이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

서는 스웨덴 인구의 약 80%가 원자력발전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스웨덴 원전 현황

스웨덴의 가동중인 원전 11기의 총발전량이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26.4% 증가

한 총 692억kWh로 급격히 증가했다.11) 이에 따라 총발전량 중 원자력발전 점유율

은 2000년도의 39%에서 지난해 44%로 증가했다. 총발전량은 2001년도 1,576억

kWh로 11.1% 증가했다. 

총전력소비량은 지난해 1,502억kWh로 3% 증가했다. 전력수출량은 총 185억kWh

였고 수입량은 111억kWh였는데 이는 2000년도에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48억kWh 

많았던 것에 비해 2001년도에는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약 74억kWh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원자로의 두 가지 형에 대한 평균이용률은 비등수형 원자로(BWR)가 

11) ENS NucNet 2002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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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가압수형 원자로(PWR)가 82.3%였다. 바르세보크 2호기는 평균이용률이 

85.5%(2000년도에는 56.4%)였고 오스카르스함 3호기는 2000년도의 71.4%에 비해 

최고이용률인 89.7%를 달성했다. 

(다) 원전폐쇄 동향

스웨덴 총리는 2000년 9월 19일, 의회 연설을 통해 2001년 7월로 예정된 바르세

보크 원전 2호기(61만5천kW, BWR)의 조기폐쇄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12) "당초 예정대로 2호기를 내년 여름에 폐쇄하기는 어렵다"는 산업․에너지 장

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2호기 폐쇄에 관해 산업․에너지 장관은 이 원전의 

조기폐쇄를 결정한 97년의 주요 3정당간의 정치적 합의에 따르면 "대체전원 확보 

등, 에너지 정책상의 모든 필요요건이 충족됐을 경우에 한해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으로 

좌익당, 중앙당 및 정부 여당인 사회민주당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기 후의 폐쇄일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지만 좌익당과 

중앙당 총재들은 "2002년 가을의 총선 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원전 1호기(61만5천kW, BWR)는 작년 11월, 폐쇄에 따른 온실효과가스 배출

량 증가를 우려하는 소리가 국민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정보다 1

년 반 늦게 폐쇄되었다. 페르손 총리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유럽연합(EU) 의장

국을 맡게 될 스웨덴으로는 환경보전문제가 EU 확대문제와 실업대책 못지 않은 

우선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 초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스웨덴이 이 원전 

1호기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을 덴마크의 석탄화력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져 폐쇄 연기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 원자력발전세

스웨덴의 원자력발전는 스웨덴에서 다년간 부과돼온 것으로, 그 액수도 그 동안 

몇차례 증가되었다. 2, 3년전에는 과세기준을 발전량(kWh)에서 설비용량으로 변경

하는 등 조세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발전량을 기준해 1kWh당 

2.7외레(1/100크로나, 약 0.28 유로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웨덴 정부

는 연간 19억크로나(약 2억유로)의 세수를 올리고 있다. 

스웨덴의 국영 전력회사인 바텐팔사가 자국 특유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개

정을 촉구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부 원전의 조기폐쇄가 불가피하

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13)  스웨덴은 현재 원전의 시설용량에 따른 조세가 

12) 日本原産新聞 2000년 9월 28일
13) ENS NucNet 2001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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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발전비용의 약 15%에 달하고 있으며 자본비를 제외하는 경우 이것이 

21%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가 유럽연합(EU) 내에서

는 유일한 것으로, 규제완화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현재와 같은 국제시장 상황 

하에서 이것이 스웨덴 원자력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 전력업체들이 외국의 라이벌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

도록 원자력발전세를 1kWh당 0.2외레 이하로 내린다면 가까운 장래에 시장가

격을 1kWh당 18외레 정도로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텐팔스사의 자체적인 원가분석에서도 현재 가동중인 원전들이 규제완화된 

시장에서 능히 경쟁할 수 있고 이윤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전의 조기폐쇄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전

력가격을 올리고 대체 발전설비 건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13.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세(예)

                                                (단위 : 외레/kWh)

링할스 포르스마르크

자본비  4   6

운전보수비 6.5   5

연료비  2  2.5

발전세(稅) 2.7  2.7

폐기물처리비, 기타 1.8  2.3

합  계 17 18.5

(4) 핀란드의 원자력정책 동향

(가) 전력수급과 원자력발전  

핀란드는 1997년에 전력시장을 완전 자유화해 현재 전력수요의 1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량의 절반은 러시아, 나머지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로부터 수입

하고 있다.

핀란드는 2001년도에 816억kWh의 전력을 소비했고 러시아로부터의 전력수입량

은 77억kWh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핀란드 로비사 원전 유니트 1기의 연간발전량

에 해당하는 량이며  원자력발전은 2001년에 총 223억kWh의 발전량을 기록했

다.14)  로비사 및 올킬루오토 두 원전은 또 지난해 핀란드의 총 발전량 중 3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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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을 차지했다. 

핀란드의 전력수요로 2015년까지 약 340만kW의 신규발전용량이 필요할 것이라

고 예측하고 있다.  핀란드에너지산업연맹(Finergy)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

럽에서의 전력생산과 소비간의 격차가 앞으로 20년간 꾸준히 벌어져 전력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5) 

(나) 원전건설 건설 계획 

핀란드의 경우 전력수급의 해외 의존이 증가하고 있어 전력수급의 안정과 온실

가스 방출을 증가시키지 않고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자력에 

의존이 불가피하게 보인다.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의 5번째 원전 건설 신청을 2002년 1월 17일 승인하였으

며,  핀란드 의회는 원전건설에 대한 투표결과 107대 92로 1993년에 동 제안을 거

부한 바 있는 핀란드의 5번째 원전건설계획을 2002년 5월 24일 승인하였다.16)  이

러한 결정은 추가적인 원자력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원을 개발할 시간적 여유를 주

며, 교토협약의 첫 이행기간인 2008～2012년과 특히 더 엄격한 배출제한을 요구하

고 있는 차기 이행기간동안 핀란드에서의 국가협약 목표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

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계 관계자들은 정치적 분위기가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바

뀌었고 여론도 확실히 원자력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핀란드 정부는 지난 2000년 12월 21일, 방사성폐기물관리업체인 포시바 社가 신

청한 심지층 사용후연료저장소 개발계획을 승인한다고 발표하였으며17) 핀란드 의

회도 2002년 5월 18일, 국내에서 가동중인 4기의 원전 중 2기가 있는 올킬루오토

에 최종처분장을 건설하려는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전세계에서 원전의 사용후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최종저장소

를 건설하게 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의 이와같은 결정은 사

용후핵연료저장소를 건설하고 있는 스웨덴과 미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에게도 좋은 정책적인 사례로서 기술개발 측면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 ENS NucNet 2002년 1월 4일

15) ENS NucNet 2002년 8월 26일

16) ENS NucNet 2002년 5월 24일

17) ENS NucNet 200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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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은 지하 500m 총길이 15km의 터널을 굴착해 연료를 밀폐한 1,400개의 동

(銅)제 캡슐을 매설하는 것으로 4기의 원전이 40년간 배출하는 2,600톤의 사용후연

료를 처분하려는 계획이다.  

(라) 국내에의 시사점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국가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탈원전 움직임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 개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 실

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자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도 대체에너지 개발 단

계까지는 원자력발전의 폐쇄를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그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현재 가동중인 10기의 원전을 2003년말까지 폐쇄하도록 예정되어 있지

만, 대체 에너지개발 및 대체전력생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향후 30～4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국가 중에서도 핀란드는 최근 원전의 건설을 승인한 유일한 국가로서 현재 

5번째의 원전을 건설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 핀란드는 

전력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 및 전력을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자국의 발전소를 

보유해야 하며, 원자력발전이 유력한 선택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양 국가는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건설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

웨덴은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SKB)가 2002년 3월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장 후

보지로서의 지질적성조사를 수용하기로 정식 결정했으며, 핀란드는 사용후핵연료

의 최종처분장을 건설하기로 결정된 최초의 국가이다.

스웨덴정부는 원전을 폐쇄하려는 정책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조사

에서는 50% 이상이 원전의 이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전의 폐쇄가 

정치적인 이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스웨덴과 같이 원전폐쇄를 정책으로 

하고 있는 국가도 결국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고서는 원자력을 포기한다는 것

이 어렵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핀란드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원전을 

추구하는 국가로서 유럽의 원전폐쇄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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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본 행정체제개혁과 최근 동향

(1) 일본의 행정체제개혁에 따른 원자력행정체제 변화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거품경제의 붕괴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자, 관료중심의 사회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 등으로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부문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21세기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긴박한 과제

로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의 슬림화, 규제완화를 

중심축으로 하는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

부처의 전면적인 개편, 특수법인의 민영화와 통폐합, 행정정보 공개법 제정 등을 주

요골자로 하는 하시모토 내각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행정개혁회의가 1996년 11월에 

발족하였다. 

행정개혁회의에서는 1996년 1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55회의 회의를 토대로 1997

년 12월에 행정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를 하였으며, 1998년 2월에 中

央省廳改革基本法을 국회에 제출하여, 동년 6월에 국회 통과를 하였다. 이 기본법을 

기초로 中央省廳等改革推進본부와 고문회의가 동년 6월에 설치하여, 중앙부처에 대

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추진본부에서 총 7회 회의를 통하

여 1999년 4월에 中央省廳等改革 관계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동년 7월에 국회 통과

를 하였으며, 이 법률과 고문회의에서 총 15회의를 거쳐 동년 11월에 中央省廳改革

等改革關係施行法案을 개정하였다. 

추진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상의 발언권 강화 등 內閣”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의 기획‧입안에서 집행부문을 분리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독립행정법인

을 신설하고, 정부의 슬림화를 위해 기존의 22”省廳 체제를 12”省廳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01년 이후에 재편되는 중앙부처는 內閣”, 防衛廳, 

總務省, 法務省, 外務省, 財務省, 文部科學省, 厚生8動省, 農林水産省, 經濟産業省, 國

土交通省, 環境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에서는 기존의 과학기술회의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종

합적 과학기술 추진을 위해 內閣” 산하의 총합과학기술회의를 두고 있다. 또한 총

리부 산하의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內閣” 산하의 심의기구로 이관하

며 사무국을 科學技術廳의 원자력국과 원자력안전국에서 2001년 이후에는 內閣” 산

하로 이전되어 기존의 체제를 보다 강화한 원자력행정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

다. 

기존의 科學技術廳에서 담당하던 에너지이용과 관련되는 원자력행정 일부를 기존

의 通商産業省과 통합하여 經濟産業省으로 이관하며, 나머지 科學技術廳의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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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존의 文部省과 통합하여 文部科學省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1월 이후 새로이 개편된 원자력과 관련되는 총합과학기술회의, 원자력위원

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文部科學省, 經濟産業省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총합과학기술회의(總合科學技術會議)

총합과학기술회의는 기존의 과학기술회의를 보다 확대‧강화시켜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자문기구

의 하나로서 內閣” 설치법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로 內閣” 산하에 설치되었

다. 이 회의는 기존의 과학기술회의의 기능을 강화시켜 인문‧사회‧자연과학을 종

합적 과학기술 추진을 위해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을 기획‧입안‧종합조정하는 기구

이다. 

소관업무는 내각총리대신 등의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정책,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인재 등의 자원의 배분 방

침, 기타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의 평가에 

대한 조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내각총리

대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의 직접 발언권이 주어짐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및 내각을 보좌하는 

Think Tank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전략을 입안하는 전

략성과,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하여 윤리문제 등도 포함하는 사회와 인간과의 관계

를 중시하는 종합성, 그리고 내각총리대신 등의 자문기구로서 뿐만 아니라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발성을 가진다.

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총합과학기술회의의 결정에 따라 기동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총합과학기술회의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장은 내각총리대신이 

되며, 의원은 14명으로 내각관방장관, 과학기술정책 담당장관(특명담당장관으로 두

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관계 각료 등, 각분야의 전문가(7명 이상으로 하

며 그 중 4명이하를 상근의원으로 둠)으로 되어 있다.

사무국 체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은 內閣” 총괄관(국장급, 과학기술담당)의 총괄

하에서 심의관 3명, 참사관 9명을 포함하여 전체 인원이 5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

다. 사무국에는 행정조직에서 인재를 등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계, 국립대학, 

국립시험연구기관에서도 인재를 등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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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본의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기본법에 따라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

한 국가의 시책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56년 1월에 총리부에 설치되었다.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기획‧심의‧결정하는 권한을 가

지고 있으며,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이용의 장기계획 책정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

무의 종합조정, 관련 행정기관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 산정‧배분계획, 원자력이

용에 관한 시험연구 조성 등을 하고 있다. 기존의 원자력위원회는 총리부의 자문

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사무국은 科學技術廳 원자력국 정책과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01년 1월부터 정부부처개혁에 의해 內閣”로 이전되었으며 원자력위원장

은 기존의 科學技術廳장관에서 학식경험자로 하게 되었다. 또한 사무국은 內閣” 

산하의 총합과학기술회의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원자력위원회 산하에는 원자력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심의를 위해 전

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부회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문부회도 2001년 1월부

터는 현재까지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 핵융합회의, ITER계획 간담회를 제외한 나

머지 11개의 간담회 및 전문부회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78년 원자력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여 원자력의 안전확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이 구원자력위원회의 기능 중 안전규제를 독립하여 담

당하는 기관으로 총리부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사무국은 科學技術廳 원자력안전국

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JCO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국을 科學技術廳의 원자력안전조사실, 원자력안전국의 20명 체제에서 사무국 

기능 강화와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00년 4월에 사무기능을 총리부로 이관하여 원

자력안전실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직원 31명 비상근 전문가 41명으로 총인원을 

92명으로 증원하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중앙정부 개편에 따라 사무국을 원자력

위원회 산하에 두고 사무국장, 직원 59명, 기술참여 41명으로 합계 100명 체제로 

강화하였다. 사무국에는 총무과, 심사지침과, 관리과, 규제조사과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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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내 각 부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위 원 장

위 원 장 대 리
위 원 (3명 )

원 자 로 안 전 전 문 부 회

핵 연 료 안 전 전 문 부 회

긴 급 사 태 응 급 대 책 조 사 위 원

전 문 부 회 등 (필 요 에 따 라 위 원 회 결 정 에 의 해 설 치 )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사 무 국
사 무 국 장

총 무 과

심 사 지 침 과

관 리 환 경 과

규 제 조 사 과

•원 자 력 안 전 종 합 전 문 부 회
•안 전 목 표 전 문 부 회
•방 사 선 장 해 방 지 기 본 전 문 부 회
•원 자 력 안 전 기 본 전 문 부 회
•원 자 력 안 전 연 구 전 문 부 회
•원 자 력 사 고 /고 장 조 사 전 문 부 회
•원 자 력 재 해 대 책 전 문 부 회

내 각 부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위 원 장

위 원 장 대 리
위 원 (3명 )

원 자 로 안 전 전 문 부 회

핵 연 료 안 전 전 문 부 회

긴 급 사 태 응 급 대 책 조 사 위 원

전 문 부 회 등 (필 요 에 따 라 위 원 회 결 정 에 의 해 설 치 )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사 무 국
사 무 국 장

총 무 과

심 사 지 침 과

관 리 환 경 과

규 제 조 사 과

•원 자 력 안 전 종 합 전 문 부 회
•안 전 목 표 전 문 부 회
•방 사 선 장 해 방 지 기 본 전 문 부 회
•원 자 력 안 전 기 본 전 문 부 회
•원 자 력 안 전 연 구 전 문 부 회
•원 자 력 사 고 /고 장 조 사 전 문 부 회
•원 자 력 재 해 대 책 전 문 부 회

2001년 1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전문심사회인 원자로안전전문심의회, 핵

연료안전전문심의회, 긴급사태응급대책조사위원와 필요에 따라 위원회 결정으로 

설치되는 7개의 전문부회에 전체 200명 정도의 전문위원들을 두어 원자력안전에 

대한 조사‧심의를 하고 있다.18)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안전확보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기획‧심의‧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담당하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각총리대신을 통하여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권하는 등 통

상의 심의기관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

文部科學省은 기존의 文部省과 科學技術廳의 과학기술에 관련된 과학기술정책

국, 연구진흥국, 연구개발국 등 3개국을 통합하여 총합과학기술회의에서 책정된 과

학기술의 기본방침을 근거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

며, 학술연구‧과학기술에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 원자력의 기술개발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개편된 일본의 文部科學省의 조직체제는 그림 2-2

18) http://nsc.jst.go.jp/annai/annai2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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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원자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원

자력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학술정책국, 원자력의 연구개발 업

무 및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개발국이 있다.

원자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상기 국들에 대해 구체적 업무에 대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文部科學省의 과학기술‧학술정책국에서는 과학기술‧학술의 기본적인 정책에 대

한 기획‧입안, 추진, 연구계획의 책정과 연구평가의 추진, 연구자‧기술자 양성, 지

역에 대한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의 이해 증진, 국제연구교류 등의 종합적인 정책

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시책을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해 심의기

구로서 과학기술 및 학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과학기술‧학술심

의회를 두고 있다.

일본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에 대해 원자력기본법에 기본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文部科學省 과학기술‧학술정책국에 원자력안전과를 두어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

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조치법" 등을 토대로 원자력의 안전규제를 실시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 

시험연구로 등의 설치‧운전, 핵연료물질 등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 보장조치의 실

시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원자력 방재대책에 관한 사무, 

방사선심의회의 서무에 관한 사무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일본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

학기술기본계획을 책정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

한 사회적‧경제적 수요에 대응한 연구개발 등의 강력한 추진과 기초연구의 적극적

인 진흥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새로운 연구개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의 

추진과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중요 사항으로 한 1994년부터 2000년까

지의 5개년(제1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시책을 책정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차기 5개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책정하기 위해 1999년부터 관련 사

항에 대한 검토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 12월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책정하여 

각료회의의 결정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19). 

이 기본계획에서는 지식의 창조와 활용을 통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국가, 국

제경쟁력을 갖춘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국가, 안신‧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목표로 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제2기)의 기간동안 연구개

발 투자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점적 자원배분의 실시, 세계수준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체제를 위한 기반의 투자 확대를 실시, 과학기술에 대한 성

19) 자문 제25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해”에 대한 답신, 일본과학기술회의, 2000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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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사회에 환원, 일본의 과학기술활동의 국제화 추진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재원 투자의 확대를 위해 정부연구개발 투자 총액을 제1기의 

17조엔에서 제2기에는 24조엔을 증액하였으며, 효과적‧효율적 자원배분을 추진하

기 위해 각종 시책‧제도, 조직‧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중복과 수직적 조직을 배제

하고 연구효과를 명확히 한 목표의 설정, 연구실태의 정보공개, 연구성과를 국민들

에게 설명하는 책임, 연구평가‧정책평가를 철저히 추진하여 연구개발의 질적 향상

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간자금의 도입,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한 재원확보

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진흥국에서는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진흥과 학술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착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그것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체 연구개발

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분야별 수평적인 연구진흥 방안과 학술진흥 방안을 추

진하며, 기초‧기반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일본 전체의 연구 진흥을 추진하도록 한

다.

그림 2-2  일본 문부과학성 조직체제

문부과학대신

부대신(2명)

사무차관

장관 정무관(2명)

문부과학심의관(2명)

문화청장관

장관관방

문화부

문화재부

대신관방

문교시설부

국제총괄관

생애학습정책국

초등중등교육국

고등교육국

사학부

과학기술학술정책국

연구진흥국

연구개발국

스포츠청소년국

인사과, 총무과, 회계과, 정책과, 국제과

시설기획과, 계획과, 기술과

정책과, 학습정보정책과, 조사기획과, 생애학습추진과, 사회교육과, 
남여공동참여학습과

초등중등교육기획과, 재무과, 교육과정과, 아동생도과, 유아교육과, 특
별지원교육과, 국제교육과, 교과서과, 교직원과, 시설조성과, 참사관

고등교육기획과, 대학과, 전문교육과, 의학교육과, 학생과, 유학생과

사학행정과, 사학조성과, 참사관

정책과, 조사조정과, 기반정책과, 원자력안전과, 계획관, 국제교류관

진흥기획과, 연구환경/산업연계과, 정보과, 학술기관과, 학술연구조성
과, 기초기반연구과, 라이프사이언스과, 양자방사선연구과

개발기획과, 지진조사연구과, 해양지구과, 우주정책과, 우주개발이용
과, 원자력과, 핵연료사이클연구개발과

기획/체육과, 생애스포츠과, 경기스포츠과, 학교건강교육과, 청소년과, 
참사관(2명)

정책과, 저작권과, 국제과

예술문화과, 국어과, 종교
업무과

전통문화과, 미술학예과, 
기념물과, 건조물과

文部科學省

문부과학대신

부대신(2명)

사무차관

장관 정무관(2명)

문부과학심의관(2명)

문화청장관

장관관방

문화부

문화재부

대신관방

문교시설부

국제총괄관

생애학습정책국

초등중등교육국

고등교육국

사학부

과학기술학술정책국

연구진흥국

연구개발국

스포츠청소년국

인사과, 총무과, 회계과, 정책과, 국제과

시설기획과, 계획과, 기술과

정책과, 학습정보정책과, 조사기획과, 생애학습추진과, 사회교육과, 
남여공동참여학습과

초등중등교육기획과, 재무과, 교육과정과, 아동생도과, 유아교육과, 특
별지원교육과, 국제교육과, 교과서과, 교직원과, 시설조성과, 참사관

고등교육기획과, 대학과, 전문교육과, 의학교육과, 학생과, 유학생과

사학행정과, 사학조성과, 참사관

정책과, 조사조정과, 기반정책과, 원자력안전과, 계획관, 국제교류관

진흥기획과, 연구환경/산업연계과, 정보과, 학술기관과, 학술연구조성
과, 기초기반연구과, 라이프사이언스과, 양자방사선연구과

개발기획과, 지진조사연구과, 해양지구과, 우주정책과, 우주개발이용
과, 원자력과, 핵연료사이클연구개발과

기획/체육과, 생애스포츠과, 경기스포츠과, 학교건강교육과, 청소년과, 
참사관(2명)

정책과, 저작권과, 국제과

예술문화과, 국어과, 종교
업무과

전통문화과, 미술학예과, 
기념물과, 건조물과

文部科學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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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구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신산업 창출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구환경‧연구개발 기반의 정비, 연구교류와 산‧학‧관의 연계 추진, 연구성과

의 사회환원, 기초연구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초‧기반 연구개발의 중

점 추진을 위해 부처를 초월한 공통성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성을 가진 기초‧
기반 연구개발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고도정보화 사회의 실현, 식생활 향상, 

질병 극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공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과학기

술분야, 생명공학 분야, 물질‧재료분야, 양자‧방사선연구,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국은 우주 연구개발 이용, 해양‧지구‧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방재, 지진‧
화산, 핵융합연구 및 핵연료주기 등 원자력 연구개발 등 국가로서 장기적‧종합적

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을 추진하

고 있다.

특히 文部科學省에서 원자력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원자력국, 핵연료싸이클개발

국에서는 핵연료주기 기술의 연구개발과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

한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 계획 및 고속증식로 연구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국제협력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지역에서의 원

자력이용 추진을 위한 협력을 실시하는 등 주체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산하기관에는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 이화학연구소(RIKEN)을 두며, 핵연료

싸이클개발기구(JNC)에 대해서는 經濟産業省과 공동으로 소관하도록 되어 있다.

(라)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經濟産業省은 기존의 通商産業省과 科學技術廳의 원자력 관련 일부를 통합하여 

에너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입안을 담당하며, 에너지 이용에 관한 

원자력정책 및 기술개발과 핵연료주기‧상용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및 관련 사업‧
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그림 2.3은 일본 經濟産業省의 원자력관련 조직체제를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산하기관인 자원에너지청에서 담당하며 안전규제에 

대해 자원에너지청에 새로이 신설된 특별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에서 원자력안전

에 대한 심사 및 규제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주요 정책으로서는 분야별 수평적 과제로서 에너지안보, 환경보전, 효율화를 추

진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안전확보 관점에서 일본의 에너지수요가 안고 

있는 위험을 평가하여 효율적‧효과적 방안을 검토를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아시

아지역에서의 에너지수요 증가에 따른 중동을 비롯한 에너지공급국, 일본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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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및 해양수송로 등에 대한 정세변화가 일본의 에너지안보에 미칠 영향이 클 것

으로 예상되므로 아시아지역 전체를 감안한 에너지안전보장의 강화를 위한 대응방

안의 검토를 추진하도록 한다.

그림 2-3  일본 경제산업성 원자력관련 조직체제

經濟産業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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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정책과

차장

국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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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부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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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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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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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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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정비과

가스시장정비과

부장

전력기반정비과

원자력정책과

핵연료주기산업과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장

차장 기획조정과

원자력보안관리과

원자력발전안전심사과

원자력발전검사과

신형로등 규제과

핵연료주기규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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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감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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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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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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省에너지대책과

신에너지대책과

부장

자원/연료부

정책과

석유/청연가스과

석유정제비축과

부장

석유유통과

석탄과

석탄광해과

광물자원과

전력/가스
사업부

정책과

전력시장정비과

가스시장정비과

부장

전력기반정비과

원자력정책과

핵연료주기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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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기획조정과

원자력보안관리과

원자력발전안전심사과

원자력발전검사과

신형로등 규제과

핵연료주기규제과

방사성폐기물규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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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방재과

전력안전과

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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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과

석탄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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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감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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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특별기관)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수급의 측면의 다양화를 기초로 환경보전의 기본목표를 실

현하기 위해 시장 메카니즘과 환경보전을 양립시키는 에너지‧환경관련 세제 등의 

경제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국제적 동향, CO2 배출억제 등의 에너지‧환경대책으로서의 효과, 일본의 산업경쟁

력 및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과 그것에 대한 방안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검토를 추

진하도록 한다.

효율화 측면에서는 종합에너지 기업의 출현 등에 따른 석유, 전력, 가스 분야에

서의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의 가격 저하와 일본의 전반적

인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이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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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각 분야별 대책으로서 에너지효율화 대책 확대, 신에너지 

대책 확대,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자력정책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원자력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의 원자력 이용은 에너지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하며 환경보전의 요청에 

기여하기 위해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원자력이용을 추진하는 

것이 일본의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안전확보 측면에서는 2001년 1월에 발족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에 기

존의 通商産業省과 科學技術廳에서 담당하던 안전규제를 일원화하여 조직적으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만전을 기하며 규제의 실효성 향

상, 투명성 확보, 방재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2000년 국회에서 정비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실시주체를 설립 등 

처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한다. 

원자력 이용의 추진을 위해 원자력 입지지역의 진흥시책을 충실히 하며 국민들

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입지를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한다. 원

자력의 기술 측면에서는 안전성 향상과 고도의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도

록 한다.

이상과 같이 經濟産業省은 원자력정책 강화를 위해 1,605억엔을 투입하여  원자

력 방재‧안전대책, 원자력 입지 추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대책의 추진, 원자

력 혁신 실용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2) 특수법인 개혁 배경 및 추진경위

   일본의 특수법인 개혁은 특수법인, 인가법인들이 시대 변천에 따른 역할의 변

화 또는 감소, 민간사업자와 유사한 업무 실시로 인한 국가의 관여 필요성이 약화

되었으며, 경영상에 있어서도 이들 법인들의 경영책임이 불명확하고, 사업운영에 대

해서도 저효율성과 불투명성이 대두되고 조직‧업무가 비대화되고 있으며, 경영의 

자율성이 결여되고 있는 등 경영업무에 대한 문제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행정개혁 추진과 더불어 특수법인등 개혁작업을 위한 기본

골격이 “中央省廳改革基本法”(1997년 12월)에서 국가의 행정조직 등의 감량‧효율화 

등을 위한 기본방향이 제시되었으며, 그 하나로서 독립행정법인제도를 새로이 신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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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독립행정법인의 기본성격 및 운영방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정

부는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 안정 등의 공공상의 견지에서 확실하게 실시해야 할 필

요가 있는 사무 및 사업에 있어서 국가가 스스로 주체로 되어 직접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민간의 주체로 이양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

던지, 혹은 단일 주체로 독점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을 효율적이

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 자발성 및 투명성을 갖춘 법인 제도를 설치

하도록 한다"라고 독립행정법인의 기본성격을 규정하였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의 특수법인과는 달리 독립행정법인이 달성해야 할 업무를 3～5년의 중기기간

으로 설정하여 운영 및 목표설정, 연도계획을 책정하도록 하며, 기업회계를 원칙으

로 하고, 엄정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독립행정법인의 계속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는 등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0년 12월 일본 정부각료회의에서 통과된 “行政改革 大綱”에서는 기존 특

수법인의 사업에 대한 통‧폐합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였다. 

상기의 中央省廳改革基本法 및 行政改革 大綱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세부사항

의 추진을 위해 2000년 12월에 內閣” 산하에 “行政改革推進本部”를 설치하여 행정

개혁 목표의 집중적‧계획적 추진과 정부부처 행정개혁의 종합적‧적극적 추진이 시

작되었다. 2001년 1월에 행정개혁의 중요사항의 기획‧입안‧종합조정을 위한 “行政

改革推進事務局”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특수법인 등에 대한 개혁작업을 통하여, 

2001년 6월에 “特殊法人等 改革基本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서는 특수법인등의 개혁에 관한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을 책정하기 위해 특수법인등 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집중개혁기간(2001년 6월～2006년 3월 31일)을 설정하여 이 기간내에 특수법인등의 

집중적‧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수법인등 합리화계획은 기

존의 특수법인등을 폐지, 정리축소 또는 합리화,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 등으로 폐

지, 민영화, 독립행정법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가)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 계획

특수법인등 개혁 기본법안을 토대로 2001년 8월에 행정개혁추진사무국에서 특수

법인에 대한 사업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며, 동년 9월에 특수법인 조직의 폐지‧민영

화하기 위한 조직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행정개혁추진사무국에서 제안된 사업 및 

조직 수정안에 대해 각 관련 법인에 대한 소관부처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수정작

업을 거쳐 최종적인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 계획이 2001년 12월 18일 제출되었다. 

일본의 특수법인의 효율적인 개혁을 위한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 계획은 당초 

예상으로는 2002년 3월로 결정하기로 되었지만, 현재의 일본의 위기상황을 극복하

기 위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행정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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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현재 특수법인 개혁추진으로 예상하고 있는 정부지출은 2002년도부터 특수법인

에 대한 보조금 약 53,000억엔 중 1조엔 정도를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법인 

개혁안에서는 국가에서 특수법인에 지출하는 출자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원칙적

으로 전액 반납시키는 방침 결정하였다.

일본의 출자금 형태는 민간기업의 자본금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사업종료시

에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현재 각 법인 설치법에는 국가가 출자할 수 있는 것으

로 명시되어 있지만, 재정상 통일된 정의는 없다. 보조금은 매년 필요한 경비를 사

용 용도를 지정하여 지출하지만, 출자금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계속적으로 필요한 

법인의 재산‧자산형성에 기여하는 경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12월 18일에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특수법인등의 개혁에 대

해 특수법인등 개혁추진본부와 행정개혁추진본부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163개 특

수법인등의 정리합리화 계획을 최종 결정하였다.

최종 결정된 정리합리화 계획을 살펴보면, 법인을 폐지하기로 결정된 기관이 17

개, 민영화시키기로 결정된 기관이 45개, 독립행정법인으로 결정된 기관이 38개, 

기타 63개 법인(현행 유지 5개, 재검토 13개, 별도정리 45개)으로 하고, 이 계획에 

대해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폐지로 결정된 17개 법인은 다른 법인

과의 통합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관련 특수법인인 일본원자력연

구소(JAERI)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JNC)도 일단은 두 기관을 폐지한 후 통합하

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2002년까지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대한 법률 및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고, 2003년에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2005년말까지 법제도화 실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집중개혁

기간으로 정해진 2006년까지 집중적이며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나) 독립행정법인 개념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의 국가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 업무 중에는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직 형태의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현재의 행정기관에서 평가에 관한 체제가 없으며, 탄력적인 재무운영이 곤란

하다. 조직‧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자율성에 한계가 있으며, 결과평가를 토대로 한 

인센티브 체제가 없으므로 효율화‧ 질적 향상이 어렵고,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운

영방향 등의 수정을 위한 계기 부여가 없으므로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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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현재의 특수법인은 다양한 형태와 유사업무의 중복 등이 혼재해 있는 상황

이며, 공통된 운영 원칙이 없다. 소관장관에 의한 과다한 사전관여 및 통제로 인해 

자율성을 침해받고, 필요성이 낮은 업무를 확대하고 존재 의미가 희박한 법인이 

존속하고 있으며, 경영의 불투명,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사업운영의 비효율성‧경직

성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림 2-4 일본의 독립행정법인과 특수법인 개혁과의 개념

(1)중기적목표관리와평가
-증기적목표설정/중기사업계획
-목표달성에관한평가

(2) 재무에관한평가가능한
형식도입과운영의강력화

-기업회계원칙운용
-연도초월의내부유보가능화
-재무의이유용강력화

(3) 조직.인사관리자율성.
인센티브부여

-내부조직의유연성, 
인사.정원배분의유연성

-급여등의인센티브제도

(4) 정보공개
-업무계획(중기.연도), 재무제표, 
평가결과, 감독.회계검사등의
결과, 임직원급여관계등의
사업에대해공표

(5) 정기적수정
-중기사업계획의기간종료시
조직.운영등의개선, 사업계속
필요성, 민영화여부등의수정

(1)중기적목표관리와평가
-증기적목표설정/중기사업계획
-목표달성에관한평가

(2) 재무에관한평가가능한
형식도입과운영의강력화

-기업회계원칙운용
-연도초월의내부유보가능화
-재무의이유용강력화

(3) 조직.인사관리자율성.
인센티브부여

-내부조직의유연성, 
인사.정원배분의유연성

-급여등의인센티브제도

(4) 정보공개
-업무계획(중기.연도), 재무제표, 
평가결과, 감독.회계검사등의
결과, 임직원급여관계등의
사업에대해공표

(5) 정기적수정
-중기사업계획의기간종료시
조직.운영등의개선, 사업계속
필요성, 민영화여부등의수정

현재국가행정기관이담당하고있는
서비스업무중, 효율적효과적실시
에한계가있어새로운조직형태가
필요

•평가에관한체제부재
-명확한목표설정, 결과평가
체제가없음

-예산배분(사전통제)을중시,
투자대효과에대한사후평가
체제불충분

•탄력적인재무운영이곤란
-재무운영의탄력성한계

중기적관점에서의효과적
자원배분결여, 미집행잔액을
회수하므로예산소비형태의

비효율화초래

•조직, 인사관리자율성한계
-조직,정원,인사의법률에
의한획일적통제
기동성, 탄력성한계

•효율화, 질적향상에대한
인센티브부재
-명확한목표설정,결과평가를
기초한보상조치체제부재로
자발적효율화, 질적향상곤란

•조직, 운영수정의제도화부재
-조직, 업무의필요성, 
운영방향수정의계기부여
부재로현상태유지경향많음

•평가에관한체제부재
-명확한목표설정, 결과평가
체제가없음

-예산배분(사전통제)을중시,
투자대효과에대한사후평가
체제불충분

•탄력적인재무운영이곤란
-재무운영의탄력성한계

중기적관점에서의효과적
자원배분결여, 미집행잔액을
회수하므로예산소비형태의

비효율화초래

•조직, 인사관리자율성한계
-조직,정원,인사의법률에
의한획일적통제
기동성, 탄력성한계

•효율화, 질적향상에대한
인센티브부재
-명확한목표설정,결과평가를
기초한보상조치체제부재로
자발적효율화, 질적향상곤란

•조직, 운영수정의제도화부재
-조직, 업무의필요성, 
운영방향수정의계기부여
부재로현상태유지경향많음

•현재의특수법인은다양한
형태혼재.

행정대행적성격
민간적성격
조합적성격등

•형태가다양하며공통된
운영원칙이없음

•공통기준이없이개별적
법률에의해설립된다양한
사업혼재

•주무장관에의한심한
사전관여.통제

•필요성낮은업무의확장.
존재의미가희박한
법인존속

•경영내용불투명

•책임체제불명확

•사업운영비효율적.경직적

•공통기준이없이개별적
법률에의해설립된다양한
사업혼재

•주무장관에의한심한
사전관여.통제

•필요성낮은업무의확장.
존재의미가희박한
법인존속

•경영내용불투명

•책임체제불명확

•사업운영비효율적.경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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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기적목표관리와평가
-증기적목표설정/중기사업계획
-목표달성에관한평가

(2) 재무에관한평가가능한
형식도입과운영의강력화

-기업회계원칙운용
-연도초월의내부유보가능화
-재무의이유용강력화

(3) 조직.인사관리자율성.
인센티브부여

-내부조직의유연성, 
인사.정원배분의유연성

-급여등의인센티브제도

(4) 정보공개
-업무계획(중기.연도), 재무제표, 
평가결과, 감독.회계검사등의
결과, 임직원급여관계등의
사업에대해공표

(5) 정기적수정
-중기사업계획의기간종료시
조직.운영등의개선, 사업계속
필요성, 민영화여부등의수정

(1)중기적목표관리와평가
-증기적목표설정/중기사업계획
-목표달성에관한평가

(2) 재무에관한평가가능한
형식도입과운영의강력화

-기업회계원칙운용
-연도초월의내부유보가능화
-재무의이유용강력화

(3) 조직.인사관리자율성.
인센티브부여

-내부조직의유연성, 
인사.정원배분의유연성

-급여등의인센티브제도

(4) 정보공개
-업무계획(중기.연도), 재무제표, 
평가결과, 감독.회계검사등의
결과, 임직원급여관계등의
사업에대해공표

(5) 정기적수정
-중기사업계획의기간종료시
조직.운영등의개선, 사업계속
필요성, 민영화여부등의수정

현재국가행정기관이담당하고있는
서비스업무중, 효율적효과적실시
에한계가있어새로운조직형태가
필요

•평가에관한체제부재
-명확한목표설정, 결과평가
체제가없음

-예산배분(사전통제)을중시,
투자대효과에대한사후평가
체제불충분

•탄력적인재무운영이곤란
-재무운영의탄력성한계

중기적관점에서의효과적
자원배분결여, 미집행잔액을
회수하므로예산소비형태의

비효율화초래

•조직, 인사관리자율성한계
-조직,정원,인사의법률에
의한획일적통제
기동성, 탄력성한계

•효율화, 질적향상에대한
인센티브부재
-명확한목표설정,결과평가를
기초한보상조치체제부재로
자발적효율화, 질적향상곤란

•조직, 운영수정의제도화부재
-조직, 업무의필요성, 
운영방향수정의계기부여
부재로현상태유지경향많음

•평가에관한체제부재
-명확한목표설정, 결과평가
체제가없음

-예산배분(사전통제)을중시,
투자대효과에대한사후평가
체제불충분

•탄력적인재무운영이곤란
-재무운영의탄력성한계

중기적관점에서의효과적
자원배분결여, 미집행잔액을
회수하므로예산소비형태의

비효율화초래

•조직, 인사관리자율성한계
-조직,정원,인사의법률에
의한획일적통제
기동성, 탄력성한계

•효율화, 질적향상에대한
인센티브부재
-명확한목표설정,결과평가를
기초한보상조치체제부재로
자발적효율화, 질적향상곤란

•조직, 운영수정의제도화부재
-조직, 업무의필요성, 
운영방향수정의계기부여
부재로현상태유지경향많음

•현재의특수법인은다양한
형태혼재.

행정대행적성격
민간적성격
조합적성격등

•형태가다양하며공통된
운영원칙이없음

•공통기준이없이개별적
법률에의해설립된다양한
사업혼재

•주무장관에의한심한
사전관여.통제

•필요성낮은업무의확장.
존재의미가희박한
법인존속

•경영내용불투명

•책임체제불명확

•사업운영비효율적.경직적

•공통기준이없이개별적
법률에의해설립된다양한
사업혼재

•주무장관에의한심한
사전관여.통제

•필요성낮은업무의확장.
존재의미가희박한
법인존속

•경영내용불투명

•책임체제불명확

•사업운영비효율적.경직적

폐 지폐 지

민영화.민간법인화민영화.민간법인화

특별법인으로서존속특별법인으로서존속

독립행정법인

행정기관행정기관

수
정

수
정

일
원
화
된

신
제
도
로

흡
수

일
원
화
된

신
제
도
로

흡
수

특수법인특수법인

특수법인문제점특수법인문제점

법
인
자
격
부
여

자
율
적
조
직
으
로
서

제
도
화

법
인
자
격
부
여

자
율
적
조
직
으
로
서

제
도
화

조직.운영의공통원칙제도화

해
소
해
소

이러한 행정기관과 특수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행정기관

에 대해서는 법인자격을 부여하여 자율적 조직으로서의 제도화하고,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일원화된 새로운 제도로 흡수‧수정하여 기존의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우

선 통‧폐합하거나 민영화‧민간법인화하거나 독립행정법인으로 하는 방안이 특수법

인 등의 개혁이다. 

독립행정법인은 조직‧운영의 공통 원칙을 제도화하여, 중기적 목표관리와 평가, 

재무에 관한 평가 가능한 형식 도입과 운영의 강력화, 조직‧인사관리 자율성‧인센

티브 부여, 외부 정보공개, 정기적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 47 -

독립행정법인은 효율성 향상, 서비스의 질적 향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 성격은 공공성, 공익성이 높은 업무이며, 특별한 권리‧의무가 필요하지만 행

정조직 기관내에서는 효율성, 서비스 질 향상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

며, 법률에 의해 정해진 업무(광의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중기적 목표관리와 

기업회계 도입에 의해 투입자원에 대한 성과 확대를 지향하고 효율화, 서비스 질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인의 운영은 소관장관에게는 소관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의 중기기간동

안의 업무목표를 부여하고, 각 독립행정법인의 장은 업무운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

지도록 한다. 또한 법인의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 위

원회를 설치하여 중기사업계획 심사, 업적평가, 운영비 심사 등에 대한 공정한 평

가를 실시하며, 회계감사원‧감사법인에 의한 감사체제를 강화하여 운영에 대한 감

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한다. 

독립행정법인의 가장 큰 특징인 재무운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업회계를 채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인 실시하는 법정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년 운영비를 

지불하고 중기계획에서 결정한 투자계획(고정투자경비)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비와

는 별도로 구분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준다. 또한 결산처리에 있어서도 법인

은 매 사업연도마다 예산, 제무제표 등을 소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잉여금은 적립을 인정하고 법인 내부의 노력으로 달성된 적립 잉여금은 중기계획

에서 규정한 사용용도 범위내에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중기계획 완료시에는 

적립된 잉여금에 대해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관장관이 그것을 국가 반

납할 것인지 계속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서 일정경비의 개선효과가 있는 경우에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 및 임직원의 보너스 재원을 증액할 수 있다. 그러나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하며, 이사장 및 임직원들의 보너스 재원을 삭감

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독립행정법인은 기존의 특수법인보다는 기본 목적인 투명성 향상을 위해  외부

에 대한 정보공개를 우선시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개요, 중기‧연도 사업계획, 재

무제표, 회계감사 결과, 운영위원회 평가결과 및 의견,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기계획의 기간이 종료될 시에는 사

업 필요성, 조직의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수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

다. 이것은 관련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여 기

존의 특수법인의 폐해인 조직‧업무의 비대화,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시대변천에 대

한 능동적 대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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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관련 연구기관의 통‧폐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정부기관에서 소관하던 국립 시험연구기관은 97

기관이 있었으나, 그 중 68기관이 2001년 4월 1일부터 32기관의 독립행정법인으로 

발족하였다. 그 중 문부과학성이 소관하는 독립행정기관 중 원자력과 관련된 기관

은 독립행정법인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 독립행정법인 물질‧재료연구기구가 있다. 

이들 법인들은 소관장관이 정한 중기목표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소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상기 법인과는 별도로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이화

학연구소는 행정개혁추진사무국에서 2001년 8월, 9월에 별도로 사업 및 조직 수정

안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12월에 최종안이 결정되었다. 

표 2-14는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 결정된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사

이클개발기구의 통합안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유사업무를 통합한다는 기

본원칙에 따라 JAERI와 JNC를 폐지한 후에 새로이 통합하여 새로운 원자력연구

개발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2004년까지 법안

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화학연구소는 통･폐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명칭만 독

립행정법인 이화학연구소로 개칭하여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JAERI, JNC의 양 기관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 일본 원자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2002년 3월에 기본방안을 제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

인 통합방향 설정을 위한 작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다. 

원자력위원회에서 제시된 통합된 새로운 기구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일본의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연구개

발이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이용 방향을 

결정한 원자력장기계획(현행 계획 2000년 11월 24일 원자력위원회 결정. 동 28일 

각료회의 보고)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양 법인이 통합후

에도 계속하여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에 있어서 일본 유일의 중심적 원자력연구개

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본인식으로 하고 있다. 

통합후에 설립되는 새로운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원자력과학기술의 발전과 일

본의 에너지안보 확보라는 정책상의 관점에서 우선 안전확보를 대전제로 하여 전

체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가 필요하며, “기초‧기반적 연구개발”과 

“프로젝트형 연구개발”의 연구개발 성격 차이에 따른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법인을 단순히 양 기관이 병존하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활성

화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발휘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 49 -

표 2-14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의 통합(안)

일본원자력연구소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주요

임무

【원자력연구개발 (원자력에너지연구, 

방사선이용연구 등) 업무】

【고속증식로개발, 핵연료물질 

재처리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기술개발 등】

유사

업무

통합

○전체 에너지정책 중, JNC의 연구개발,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의 

에너지개발연구,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 

등의 에너지개발연구의 위상을 명확히 

한 후에 유사사업에 대해 통합.

○핵융합연구는 핵융합과학연구소, 

가속기이용연구는 

고에너지가속연구기구(KEK), 

이화학연구소(RIKEN)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학술연구와 국가 

주요임무의 연구라는 접근방식 차이에 

따라 여러기관이 분리하여 실시하는 

업무는 효율적‧효과적이 아니므로 

사업을 통합.

○전체 에너지정책 중, JNC의 연구개발,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의 

에너지개발연구,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

O) 등의 에너지개발연구의 위상을 

명확히 한 후에 유사사업에 대해 통합.

업무 

및 

인원

예산

삭감

○국가가 각 연구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경제파급효과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어 비용 대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가격이 낮은 

신규프로젝트는 착수하지 않음. 

○몬쥬가 운전을 중지한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개발 성과 및 필요 비용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시하며, 

재개될 때까지는 예산‧인원을 삭감.

○경수로 사용후우라늄연료 재처리는 

신규계약을 하지 않음.

○이미 정리하기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일정에 따른 업무의 

폐지 및 인원‧예산을 삭감.

정 보

공개

○이제까지 국가경비로 달성된 구성과를 

계량적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

○국민들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인접한 여러곳의 전시관을 정리하고, 

별도의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

○사업 실시상황, 예산 집행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

○이제까지 국가경비로 달성된 

연구성과를 계량적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

연 구

개 발

비용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일반회계에서의 출자금으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며, 비용대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자원의 중점배분을 

실시한 후에 보조금 등으로 변경.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일반회계 및 전원특별회계의 출자금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며, 비용대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자원의 중점배분을 한 후에 

보조금 등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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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자력연구소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정보

공개  

 및 

외부

평가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에 있어서 

외부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진척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한 자원배분 실시에 의해 업무를 

중점화.

○고속증식로개발까지에 필요한 경비, 기대 

성과, 개발까지의 일정, 

신에너지개발‧핵융합개발과의 우선 순

위, 예상되는 위험 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시하며, 매년 엄격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방안 검토를 

포함한 진행관리 철저.

○핵연료물질 재처리기술개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기술개발은 기술적 과제를 

명확히 한 후에 과제해결을 위한 

비용‧일정 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시, 매년 엄격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진행관리 철저.

시험

시설 

및 

자회

사

【자회사 등】

○관련법인에 과대한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경쟁적인 계약을 확대하여 

위탁비를 억제.

【양자공학시험시설(大洗공학센터)】

○기초연구를 하는 시설인 

양자공학시험시설은 다른 기관으로 이

관.

【자회사 등】

○관련법인에 과대한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경쟁적인 계약을 

확대하여 위탁비를 억제.

최종

안

JAERI와 JNC를 폐지한 후에 새로이 통합하여 새로운 원자력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2004년까지 법안을 제출함

또한 연구개발 성질의 다양성을 고려한 엄정한 연구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제도

를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연구개발에 있어서 투명성 향상을 위해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입지지역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제까

지 실시된 정보공개와 외부평가를 더욱 충실히 하며 입지지역에 대한 이해 촉진활

동에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연구개발이용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양 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수행해 온 선진 연구개발의 일부로서의 안전연구와 안전규제‧방재대책을 지원

하는 안전연구 등의 안전확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자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재 육성에 있어서 산학의 

연구‧인재의 교류강화로 신법인에서의 혁신적 연구 과제발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문인재 양성에 있어서 신법인의 시설‧설비 활용을 추진하는 것도 유

익한 것으로 생각된다.

핵연료주기 분야에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은 물론 원자력연구개발 전체에서의 연

‧산학관의 연계강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법인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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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원활한 기술이전과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산업화는 인재 이동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는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향후 검토에서 인재의 

유동성도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원자력연구개발에서 원자력선진국으로서 국제협력, 특히 

장래 에너지수요의 높은 신장률이 전망되고 방사선이용 확대가 예상되는 아시아지

역에 대해 전문인재 육성을 포함한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신법인은 연구원의 

수용, 직원교육, 각종 기술협력 측면에서 통합을 계기로 보다 개방된 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연료주기에 대해 풍부한 연구실적을 가진 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법인이 장래를 위해 원자력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및 폐지조치가 필수적이므로 계속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하

여 그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 기관이 이제까지 추진해 온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에서 향후 통합된 후에 추진해야 될 개별분야의 연구과제로서 제안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핵분열 (핵연료주기 포함)

   핵분열 분야는 이번 통합으로 적극적 효과가 가장 기대되고 있는 분야이며 양 

법인이 이제까지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장래를 위한 혁신적 원자력기술 연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핵연료주기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중요

성을 감안하여 핵연료주기의 완성‧고도화를 위해 고속증식로 및 관련 핵연료주기기

술,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의 고도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기

술의 연구개발에 대해 현행 원자력장기계획의 방향성을 토대로 계속하여 적극적으

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핵융합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 계획의 추진을 감안하여 일본이 해야 할 역할 중

에서의 신법인의 역할을 검토하여 그것에 상응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③ 가속기

   가속기장치 자체는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의 원리‧원칙을 해명하기 위한 수단이

며 폭 넓은 연구분야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이다. 신법인은 방사선연구의 축적 등 

원자력의 중심적 연구개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가속기개발을 실시하

고 있는 기관들간의 역할 분담을 감안하면서 일본 전체로서의 가속기개발의 통합화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④ 방사선이용

   방사선이용 분야에서도 장래에 걸쳐 일본의 산업창출의 중심축의 하나로서 산

업계와의 연계가 기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용 보급을 추진하는 데 신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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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의 재정적자와 비효율적인 정부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의 슬림화, 규제완화를 중심축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개혁에 따라 2001년 이후의 신정부는 22”省廳

체제에서 12”省廳으로 슬림화하였고, 내각부 및 수상의 기능을 강화하여 강력한 

정부주도의 체제를 구축하여 능동적이며 기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행정 체제도 기존의 과학기술청에서 구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한 文部科學省에서 학술연구와 관련된 원자력의 기술개발을 담당하며, 현재의 

구통상산업성과 과학기술청의 원자력 일부를 통합한 經濟産業省에서 에너지이용으

로서의 원자력관련 정책 및 원자력 연구개발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과학

기술청 산하의 기관 중 일본원자력연구소와 이화학연구소는 文部科學省에서 담당하

고, 핵연료싸이클개발기구는 文部科學省과 經濟産業省의 공동소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행정개혁 하에서의 행정체제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산하 특수법인 

등에 대한 관련업무의 중복투자를 없애고, 기관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법인의 성격을 지닌 원자력관련 

연구기관인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

다.

지금까지 이들 양 기관은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에 있어서 중심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개혁에 따라 일본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관련 기초‧기반분야 

연구개발로 문부과학성에서 담당하고,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는 핵연료주기 완성을 

위한 연구개발로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에서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법인 정리합리화 계획에서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원자력분야에서도 

일본원자력연구소의 기초‧기반적 연구개발과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의 프로젝트형 

연구개발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선진성‧일체성‧통합성을 

겸비한 기관으로 될 수 있는지 등 새로운 법인의 형태에 따라 향후 일본의 원자력

연구개발이용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에서는 원자

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들 양 기관을 통합한 새로운 법인이 일본 유일의 원자력개

발이용의 중심적 연구기관으로 되기 위한 작업이 추진중에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통합된 새로운 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원자력연구개발은 민간으

로의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핵분열(핵연료주기 포함), 핵융합, 가속기, 방사선이용의 

4분야로 크게 분류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양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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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수행한 핵분열을 이용한 연구개발 부문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분야로서 이제까지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장

래를 위한 혁신적 원자력기술 연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핵연료주기분야에 대해서는 JNC에서 추진하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JAERI에 수행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행 원자력장기계획을  토대로 

핵연료주기의 완성‧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JAERI를 중심을 수행된 핵융합, 가속기,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개발은 ITER 

계획의 향후 추진방향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가속기장치 개발의 중심 역할

을 담당하고, 장래의 산업창출의 중심축의 하나로서 산업계와의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용 보급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번 통합으로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은 새로운 법인을 중심으로 적극

적･능동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됨으로써 일본의 원자력정책

을 추진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4. 핵비확산 국제동향

국제핵비확산체제는 크게 핵무기비확산조약(NPT: Treaty on Non-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과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로 구성된다. 전자는 핵무기보유국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인 

반면 후자는 핵무기의 성능 향상을 방지하고, 핵무기 실험을 금지함으로써 핵무기보

유 의혹국들의 핵무기 보유에 관한 확신을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조약들은 

조약의 이행을 검증할 목적으로 국제적인 검증 제도의 구축을 포함하고있다. 

(1)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NPT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개발한 5개국(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외의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핵전쟁의 가능

성을 줄여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하고, 핵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태동되어 1970년 3월 발효되었다.

NPT는 조약의 이행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IAEA 안전조치 및 원자력 수출

통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핵보유국의 핵군축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NPT는 발효 이후 세계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3월 가입하였으며, 2001년 5월말 현재 5개 핵보유국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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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87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등 세계적인 체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1998년 핵

실험을 실시한 인도, 파키스탄 및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스라엘 

등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NPT 당사국들은 조약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왔으

며, 1995년에 개최된 NPT 평가회의 및 연장에서 동 조약의 효력을 무기한으로 연

장하였다. 2000년 개최된 제6차 평가회의에서는 조약의 무기한 연장후 처음으로 5

년만에 NPT 각 조항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최종문서를 당

사국간 합의에 의해 채택하였다. 상기 최종선언문 중에서 향후 추진할 핵군축의 주

요 내용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발효, 향후 5년내 핵무기용핵물질생

산금지조약(FMCT)의 체결, 핵무기보유국들의 핵무기 능력 투명성 증진, 안보정책 

추진과정에서 핵무기 의존도 감소, 군사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잉여의 핵물질에 대

한 IAEA안전조치 적용, 핵군축을 보증하기 위한 검증기술의 개발  등이다.

(2) 전면 핵실험 금지조약(CTBT)

전면핵실험금지조약은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뿐만 아니라 지하를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핵실험도 금지시키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아직 발효되

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핵무기 감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진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핵폭발을 종료시킴으로써 핵무기의 개발과 질적 향상을 제한하고 새로운 유형의 핵

무기 개발의 중단을 위해 국제적 감시체제를 운영(지진파, 공중음파, 수중음파 및 

방사능핵종 감시시설)중에 있다. 

CTBT의 이행을 검증하는 검증기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하고 있는 

CTBTO(CTBT Organization)가 맡고 있으며, 각 감시시설들은 전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CTBT는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시설 보유중인 44개국의 비준시 발효될 예정

으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69개국이 비준하였으나 핵비확산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로 분류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은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단기간 내에 

발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6년 9월 서명하였으며, 1999년 9월 비준하고 CTBTO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한 관련 회의 및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한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국

내에 감시시설을 유치하는 등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관한 우리나라의 신뢰증진에 노

력하고 있다.   

(3) IAEA 안전조치 체제

IAEA 안전조치는 해당 국가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평화 목적에 국한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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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확신시키는 동시에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적기에 탐지함으로

써 그러한 전용을 억제하는 핵비확산체제의 중요한 구체적 수단으로 국제원자력기

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그 임무를 맡고있다. 

IAEA는 계량, 격납 및 감시, 사찰 등 활동을 통하여 당사국의 핵비확산 의무를 

검증하고 있다. 당초 IAEA 안전조치의 목적은 IAEA 안전조치협정 당사국이 신고

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라크, 북한 등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IAEA는 회

원국들의 요구에 따라 1993년부터  '93+2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7년 

IAEA 이사회에서  ‘강화된 안전조치체제’(SSS: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SSS에 의하여 기존의 안전조치 활

동에 더해 추가 정보 제공, 추가 장소 접근, 환경 샘플링 등의 활동이 수행될 예정

이며, 당사국이 모든 원자력 활동을 신고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동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00년 12월에 원자력법

을 개정하여 추가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였으며, 추가의정서의 국내비준을 추진중

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가의정서에 비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국제적 신뢰 및 투명성이 증대되어 원자력 이용개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

원자력수출통제는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가긴 국가가 핵개발에 필요한 물질, 장비, 

부품, 기술 등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핵비확산수단이다. 수출통제는 원자력

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과 젱거위원회(Z.C.: Zangger 

Committee)와 같이 다자간 공통의 지침을 채택‧운영하고 있는 다자적 제도와 각 

국가의 수출통제법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원자력 수출통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NSG 수출통제 지침은 원자력 전용 

품목이 대상인 Part 1과 이중사용품목이 대상인 Part 2로 나누어져 있다. NSG Part 

1 통제 품목은 원자력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장비,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

게 핵물질, 원자로 및 부속장비, 원자로용 비핵물질, 재처리시설, 핵연료 가공시설, 

농축시설, 중수 및 관련 생산시설, 우라늄 변환시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시에는 ①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수령국 정부의 보증, 

② 수령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 ③ 물리적 방호조치 

적용, ④ 핵무기 사용 가능 물질, 민감시설 및 기술 등의 재이전에 대한 제한 등을 

수출의 조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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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통제 품목은 원자력 관련 이중사용품목으로 산업용 장비, 물질, 중수

생산공장 관련 장비, 내폭시스템 개발 장비, 폭발물 및 관련 장비, 원자력 시험장비 

및 부분품, 기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사용품목의 수출시에는 최종 사용자

가 최종 사용목적 및 장소를 진술하고 이들 품목이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주

기 활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재이전시 공급국의 사전동의 등을 조건으

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 공급국그룹(NSG)은 현재 39개국이고, 젱거위원회(Z.C)는 35개국이 가입하

여 활동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에 두 체제에 가입하여 활동중이다. 

NSG는 총회 및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회의를 1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 참가하여 원자력 수출통제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

시에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제의한바 있다. 또한 국제적 수출통제 지침과 통제품

목의 개정을 적시에 국내의 법에 반영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원자력 수출통제에 관

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

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원자력 수출통제 전문가를 발굴하여 양성할 예정이다.    

(5)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협약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등의 핵물질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핵물질 

보관시설에서 또는 핵물질 수송중에 도난이나 테러집단에 의한 탈취의 가능성이 있

어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핵물질의 사용, 저장 및 수송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물리적 방호 규정(철조망 

설치 및 수송시 경찰의 경호)을 제정하고 이를 이행 중에 있다. 

특히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IAEA 등 국제

적으로 핵테러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일환으로 핵물질 

물리적 방호협약에 대한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협약은 1987년 2월 8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동 협약

을 1987년 2월 발효시켰다. 2000년 12월말 현재 핵물질방호협약의 당사국은 68개국

과 Euratom이다. 우리나라는 협약의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

무 작업단에 참여하여 방호체제가 합리적으로 구축되도록 하는 한편, 협약의 개정

이 국내의 다른 원자력 관련 통제규정과 일관성을 유지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6)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에서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에서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서는 핵비확산체제에 가입하여(표 2-15 참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함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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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러한 체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검증제도를 수용해야 하며. 관련 검증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핵사찰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

성 그리고 외교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원자력 이용개발 증진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 신뢰성 확보가 필수

적이며 국제 핵비확산체제에의 적극 참여 및 국내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 제고는 필

수적이다. 특히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 경우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서는 NPT, CTBT, FMCT, 

NSG, 핵물질방호협약 등 국제 핵비확산체제에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국가 핵비확산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IAEA와 안전조치 공동 이행과 

관련 국산장비 개발 및 이용 확대하고  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 및 통합안

전조치 적용 대비, 국가계량관리검사 평가체제 구축 및 검사결과의 독립성을 확보 

등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국내 원자력수출 통제제도 정비와 관련 원자력 수출통제 

전문가 양성․활용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표 2-15.  국제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

구분 NPT IAEA IAEA

안전조치

IAEA

추가의정서

NSG 쟁거

위원회

핵물질

방호

CTBT

가입

(시기)

가입

('75.4)

가입

('57.8)

가입

‘75.11

-

서명:‘99.6

 가입

('95.10)

가입

('95.10)

가입

'82.4)

가입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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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 4 세 대  원 자 력 시 스 템  개 발  

국 제  동 향  분 석

21세기에 들어 세계 원자력계는 원자력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혁신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發展이라는 대명제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대명제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서 환경보존을 중요한 결정인자로 등장시키

었고, 이에 따라 에너지 기술시장에서는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적인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

고, 이것이 21세기 원자력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은 원자로와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으로 기존 원자력시스템에 비하여 타 발전

시스템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와 함께 안전성과 핵확산저항성 등 기존 원전을 혁

신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원자력시스템으로 볼 수있다.

원자력상용발전이 시작한 이후 도입된 원자력시스템을 제1세대(Gen I)부터 제3세

대(Gen III)로 구분하고, 향후 2030년 이후를 책임질 원자력시스템을 제4세대(Gen 

IV)로 정의하고 있다(그림 2-5).  

그림 2-5. 원자력시스템의 변천

Gen I은 1950년대에 도입된 초창기 원자력시스템들로서 영국의 Magnox형 원전과 

미국의 Shippingport 원전이 대표적인 예이다. Gen II는 원자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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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에 건설․운전된 발전소들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운전

되고있는 대부분의 원전들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리, 영광, 울진 및 월

성에 건설된 초기 원전들이 제2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다. Gen III는 

1980년대 이후 표준화되고 개량화되어 1990년대 중반에 도입이 시작된 원전들이 이

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의 한국표준형원전인 KSNP, 미국의 AP600, 

ABWR 등을 들 수 있고, 최근 미국이 2010년까지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원자

력시스템들이 Gen III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좀더 개선된 제3세대+(Gen III+)라는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는 우리나라의 APR-1400이 해당된다. 

Gen IV는 2030년 이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자력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기대하

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發展에 기여하기 위한 지속성의 확보, 

안전성의 획기적 개선, 경제성의 확보라는 특성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Gen IV 개발의 기술적 목표로서 설정되었고, 표 2-16과 같이 세부 8가지 목

표가 제시되었다.

표 2-16. Gen IV 개발 목표

○ 목표 1: 인류의 지속 發展에 기여하는 지속성의 확보(Sustainability) 

• 목표 1-1: 연료자원 활용성을 증대시켜 에너지공급의 지속성 확보

• 목표 1-2: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로 환경부담 경감

• 목표 1-3: 핵확산 저항성의 증대

○ 목표 2: 궁극적 안전성 (Safety and Reliability) 확보

• 목표 2-1: 일반대중이 공감하는 수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목표 2-2: 노심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가능성의 획기적 감소

• 목표 2-3: 비상대응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는 안전시스템의 구축

○ 목표 3: 높은 경제성 (Economics)

• 목표 3-1: 타 발전원에 비해 全壽命 운전비용의 경쟁우위 확보

• 목표 3-2: 초기 자본투자 감소로 재정적 위험부담의 경감

첫 번째 목표인 지속성 확보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의 공급을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하여 (1) 연료자원의 활용성을 증대시켜 에너지공

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2)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감소시켜 환경부담을 경

감시키고, (3) 핵확산저항성을 증대시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인류에 이바지하도

록 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인 궁극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 일반 대중이 공

감하는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2) 원자로 노심 용융 등 중대사고의 발

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하며, (3) 비상대응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는 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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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목표는 높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1) 타발전원에 비해 전운전수명 기간동안의 운전비용이 경쟁 우위를 가지도

록 하고, (2) 초기 자본투자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원전 건설에 따른 재정적 위험 

부담을 크게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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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F 동향

미국 에너지부(DOE)는 미국내에서 추진중인 Gen-IV 계획을 국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00년 1월 세계적으로 원자력 활동이 활발한 8개국(한국, 일본, 프

랑스, 영국, 남아공,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대해 Gen IV 공동개발을 위한 회

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다자간 협력 형태로써 Gen IV 개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Gen IV 협력 개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국제협력을 통한 Gen IV 개발 추진을 위하여 GIF

가 상기한 9개국이 참여하여 결성되었고, 정책그룹과 전문가그룹을 두어 회의를 개

최하여 오고 있다. 

(1)  Gen IV 전문가그룹 회의(2002. 4, 미국 워싱턴)

이 회의에서는 참석한 9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로서, Gen IV 개발 관련 

관심분야에 대해 국별로 발표하고, 다자간 협력에 의한 Gen IV 개발추진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Gen IV 개발에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70개 연구분야에 

대해 각국의 관심정도가 조사되었고, 이것은 후에 양국간 협력연구 형태인 I-NERI 

(International NERI) 협력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었다. 

(2) Gen IV Workshop (2000년 5월, 미국 워싱턴)

2000년 5월에는 미국의 주관으로 세계 여러나라의 원자력과학기술자들이 모여 

Gen IV 개발을 위한 Workshop을 개최하였고, Gen IV 설계특성을 안전성, 경제성, 

폐기물 및 핵비확산성의 4개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노심 용융 확률이 10-6보다 적을 것을 요구하고 원전경계 밖

에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방사선의 누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 등이 필요하고, 경제

성 측면에서는 발전소 건설 리드타임이 36개월보다 적을 것 등 자본투자비와 운전

유지비가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

다. 폐기물 측면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모든 폐기물의 처리방

안이 수립되어야 있어야 하며, 이는 정책적으로나 국민수용성 측면에서 수용가능한 

방법이라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제시되었다. 핵비확산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핵확산 

가능성이 훨씬 적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Workshop에서의 논의결과는 그 

이후 Gen IV 개발 목표 논의에 있어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3) 서울 GIF 정책/전문가그룹 회의 (2000년 8월, 한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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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IF 회의에서는 GIF라는 명칭이 정식 사용됨과 더불어, GIF 헌장 채택을 

위한 초안 검토가 있었고, 정책그룹과 전문가그룹 연석회의로 개최되어 Gen IV 

TRM 추진방안이 본격 논의되었다. 

(4) 파리 GIF 정책/전문가그룹 회의 (2001년 3월, 프랑스 파리)

 파리 GIF 회의에서는 GIF 헌장, Gen IV TRM 목표 및 국제기구의 GIF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GIF 헌장은 GIF의 정신을 담고, GIF 운영 방향 

등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GIF가 공식적인 국제회의체로서 성립시키기 위해 본 헌장

에 참여국들이 서명하기로 하였다. 

Gen IV TRM 목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Gen IV의 기술목표(Technology 

Goal)로서 채택된 3개 목표 분야와 8개의 목표로서 설정하였고, TRM 작성은 수냉

각형 원자로, 가스냉각형 원자로, 액체금속 냉각형 원자로 및 분류되지 않은 기타 

로형의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GIF 회원국으로부터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공동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한편, IAEA와 OECD/NEA 등 국제기구의 참

여 요구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회원국으로 하기보다는 참관기구로서 하기로 합의하

고, GIF 헌장에 영구 참관기구로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5) GIF 공식 출범

2001년 7월, 파리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GIF 헌장에 대한 9개 회원국들이 서

명을 완료함에 따라 GIF가 공식적인 국제회의체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6) 마이애미 GIF 정책그룹 회의(2001년 10월, 미국 마이애미)

GIF가 공식적인 국제회의체로 출범한 이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인 마이애미 GIF 

회의에서는 Gen IV TRM 추진상황 점검, GIF의 세부운영방안 및 신규 회원국 가

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Gen IV TRM 논의에서는 Gen IV 개념 선정에서 기

준 등에 대한 가중치 부여 방법에 대해 GIF에서의 논의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Gen IV 개념 최종 선정 전에 관련 논의를 위한 GIF 회의

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GIF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GIF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무국(Secretariat)을 

두기로 하고, 2002년 말까지는 미국이 Gen IV TRM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에서 사무국을 맡기로 하는 등 GIF 운영지침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

라 GIF 운영은 GIF 회의 개최국과 사무국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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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7) 런던 GIF 정책/전문가그룹 회의(2002년 2월, 영국 런던) 

 마이애미 GIF 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2002년 2월 개최된 런던 GIF 회의에

서는 Gen IV 개념 선정 방법과 선정기준에 대한 가중치 부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TWG 전문가들이 Gen IV 후보개념에 대해 기술적으로 예비평가한 결과, 가스냉

각형 원자로 그룹과 액체금속 냉각형 원자로 그룹에 속한 후보개념들이 상위랭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가스냉각형 원자로 그룹의 경우 안전성과 경제성 기준에서 높

은 점수를 받고, 액체금속 냉각형 원자로 그룹의 경우는 지속성(sustainability) 기준

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였다. 이러한 기술적 평가방법에 의한 점수가 이번 회

의에서 논의하고자 한 가중치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또한 기준들간의 연계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에 따라 정책적  고

려를 반영하기 위하여 임무(mission)라는 평가 가이드를 고려한 선정방안을 논의하

게 되었다.

임무로서 고려되고 있는 것은 (1) 전력생산, (2) 폐기물 소멸, (3) 핵물질 재생산, 

(4) 수소생산이다. 이 4가지를 좀더 세분화하는 것이 논의되었는데, 전력생산에서는 

대형 시장 및 소형 시장이 같이 고려되도록 하여야 하고, 개도국의 사장요건을 반

영하며, 개별 국가적인 조건보다는 지역적인 조건(regional boundary condition)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핵물질의 재생산은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소멸과 맥을 같

이 하고 있다고 보아 합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수소생산에서는 수소생산에 

더하여 해수담수화와 공정열 생산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논의사항은 I-NTD(International NTD)이다.  

NTD(Near Term Deployment)는 미국이 미국 내 시장에 2010년까지 단기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미 그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다. 

미국은 자국내 시장이 목적인 NTD를 국제화하는 노력의 하나로서 I-NTD를 제

안하였다. 이의 제안 배경은, 현재 NTD 보고서와 Gen IV 후보개념으로서 동시에 

고려되고 있는 SBWR과 같은 원자로 개념들이 높은 시장성과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Gen IV 개념 선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유럽의 EPR(European 

PWR)과 한국의 APR-1400과 같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개념들이 Gen IV 후

보 개념 및 NTD 후보개념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등이었다. 따라서, 상기 사항

들을 반영하여 국제협력에 의해(또는 국제적으로) 단기적으로 도입가능한 노형을 

검토하기 위해 RIT(Road Map Intergation Team)에서 I-NTD 추진방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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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APR-1400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I-NTD 후보노형으로서 APR-1400이 실질적으

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8)  Gen IV TRM 

Gen IV TRM(Technology Road Map)은 GIF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의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2030년경에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원자력시스템 개념의 선정과 

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항목 및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 GIF 회의(2000년 8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결과, 미국과 GIF

가 협력하여 Gen IV TRM을 추진하기로 하고, GIF 회원국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

받기로 하였다. 이에 2001년 3월 개최된 파리 GIF 회의에서 GIF 참여 9개 회원국

(현재는 스위스가 신규로 가입하여 회원국이 10개국임)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추

천하였고, 미국을 포함 약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TRM 작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Gen IV TRM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 수냉각형 원자력시스템, (2) 가스

냉각형 원자력시스템, (3) 액체금속 냉각형 원자력시스템 및 (4) 기타 분류되지 않

은 원자력시스템(Non-classical system)의 4개 후보개념 그룹으로 구분하여 Gen 

IV 개념 평가, 선정 및 연구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표 2-17). 이는 2001년 

4월 전세계에 Gen IV 원자력시스템 개념을 공모한 결과 표 2-18에 보인 것처럼 

100여 개념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개념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최상의 Gen IV 원자력시스템 개념을 선정하기 

위하여 그림 2-6에서와 같이 개념 그룹별로 작업그룹(TWG; Technical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였고, 또한 개념그룹별 공통 분야를 검토․평가하

기 위하여 Crosscut 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성된 Crosscut 그룹은 핵

연료주기 그룹(FCCG; Fuel Cycle Crosscut Group), 연료 및 재료 그룹(FMCG; 

Fuel and Material Crosscut Group), 안전 그룹(SRCG; Safety and Reliability 

Crosscut Group), 경제성 그룹(ECG; Economics Crosscut Group) 및 에너지생산 

그룹(Energy Production Crosscut Group)의 5개 그룹이다. 이중 핵연료주기 그룹은 

원자력시스템에서 핵연료주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인식에 따라 TRM 

작성 초기부터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2002년 4월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

정으로 되어 있다. 

TWG에서는 평가방법개발그룹(EMG; Evaluation Methodology Group)에서 개발

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각 그룹내의 Gen IV 후보개념 그룹에 대해 기술적으로 

평가하고, RIT(Road Map Integration Group)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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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TWG별 Gen IV 후보개념 그룹 분류

A. 수냉각로 그룹

개념
그룹 개념그룹명 그룹에 속한 원자로 개념 주평가대상 

개념

W1 Integral primary system rx SMART, IRIS, CAREM, PSRD, MRX, Daisy, 
MASLWR

SMART, 
IRIS, 
CAREM

W2 Simplified BWR SBWR SBWR

W3 Next generation CANDU CANDU-NG CANDU-NG

W4 Supercritical LWR (thermal) SCLWR(일본), Thermal supercritical water 
rx(당초 TWG2), CANDU-X

SCLWR, 
TWG2

W5 Supercritical LWR (fast) SCW-fast (미국 제안) SCW-fast

W6 High conversion core BWR 
(BARS&ABWR-II) HCBWR, SSBWR, BARS, RMWR, ISPWR HCBWR

B. 가스 냉각로 그룹

개념
그룹 개념그룹명 그룹에 속한 원자로 개념

주평가대상 
개념

G1 Modular Pebble Bed Reactor - 
open cycle

ACACIA, Simplified Gas-Cooled PBR,  
Re-configurable PBMR, MPBR, APBR

MPBR 

G2
Prismatic Fuel Modular Reactor 
- LEU/thorium open cyclee

GT-MHR, SC-MHTGR, PH-MHR, 
RTW-MHR, SLR-MHR

GT-MHR 

G3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 LEU/thorium open cycle VHTR, A-HTR, PH-MHR, APBR A-HTR

G4 Generic gas-closed cycle G1～G3 개념의 closed cycle 원자로 개념 -

G5
Gas-Cooled Fast Reactor - 
closed cycle

Modular, Fast Gas-Cooled Reactor - Gas 
Trubine Cycle,  Gas-Cooled Oxide Fuel Fast 
Reactor System with dry recycling fuel cycl
e, HEN-MHR, Enhanced GCR

HEN-MHR 

C. 액체금속 냉각로 그룹

개념
그룹 개념그룹명 그룹에 속한 원자로 개념 주평가대상 

개념

L1 Mox fuel, Na cooled fast rx JSFR, M-JSFR, BN-800, RNR-1500, CPFR JSFR

L2 Metal fueled, Na cooled, 
pyroprocess fast rx

S-PRISM, M-JSFR, KALIMER, ULLC with 
recladding, AFR-300, 

S-PRISM, 
KALIMER

L3 Metal fueled, Na cooled, U/Pu/Zr 
once-through system (Japan) 4S 4S

L4 Medium sized Pb or Pb-Bi 
cooled rx, domestic set

Oxide-fueled version of BREST, INEEL/MIT 
Concepts

INEEL/MIT 
Concepts

L5 Medium sized Pb or Pb-Bi 
cooled rx, Russian set C BREST, SVK-75 BREST

L6 Small Pb or Pb-Bi cooled rx 
with cartridge cores ENHS, STAR-LM, STAR-H2 STAR

D. 비분류 원자로(Non-Classical) 그룹

개념
그룹 개념 그룹명 그룹에 속한 원자로 개념 주 평가 

대상 개념

N1 Molten Slat Core Reactor HERACLITUS, MSRE, MSBR,  LM-FR, 
MSR MSBR

N2 Gas Core Reactor GCR/VCR-MHD, GCR-U-C-F, GCR-UF6, 
Plasma Core

GCR/VCR-
MHD

N3 Molten Salt Cooled Advanced 
High Temperature Reactor AHTR AH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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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Gen IV 원자력시스템 개념 제안 현황

구     분 제   안   현   황

원자로형

수 냉각형 : 28개

가스 냉각형 : 17개

액체금속 냉각형 : 32개

기타 시스템 : 17개

---------------------------------

<계> : 94개

국가별

아르헨티나 :  1개

브라질 :  2개

캐나다 :  1개

영국:  4개

프랑스 :  3개

독일 :  1개

이탈리아 :  2개

일본 : 19개

한국 : 10개

러시아 :  3개

미국 : 45개

---------------------------------

<계> : 94개

기관종류별

대학 : 27개

연구기관 : 45개

산업체 : 22개

---------------------------------

<계>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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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NERAC : Nuclear Energy Research Advisory Committee

그림 2-6. Gen IV TRM 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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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Gen IV 개념 개발과는 별도로, 2010년 정도에 미국내에 원

전을 건설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단기적 원전 도입방안 설정을 위해 

NTDG(Near Term Deployment Group)를 미국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

하였으며, 그 결과보고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이다. 

Gen IV 후보개념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현재 예비 평가결과가 나온 상태인데,  

이에 대해 GIF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함에 따라 현재 가중치 변화에 따른 평가결과의 변화를 점검해보고 이 결과를 오는 

4월 12일 GIF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런던 GIF회의

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Gen IV 개념의 최종 선정시 정책적 고려를 위한 임무

(mission)가 새로운 평가 가이드로서 제출된 바 있고, 이를 이용한 평가결과가 마찬

가지로 4월 12일 GIF 전문가그룹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있다. 

이후 2002년 5월 파리에서 GIF 회의를 개최하여 GIF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검토

된 Gen IV 개념 선정결과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그 최종결과를 7월에 개최예정인 리우 GIF 회의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선

정된 개념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이 작성되고 Gen IV TRM 최종보고서가 2002년 9

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가 발간되면 GIF 회원국을 비롯한 Gen IV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 GIF 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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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TD(Near Term Deployment) TRM 

미국은 개발하고 있는 Gen IV는 상용화 목표시기가 2030년임에 따라 현재 직면

한 미국의 전력수요 증가 문제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0년에 미국 내에 Gen III+형 원전 도입을 목표로 검토를 하기 위해 

NTDG(Near-term Deployment Group)을 구성하였다. 

NTDG의 임무는 미국 내에 단기(2010년)에 신규 원전을 건설․운영하는데 있어

서 기술적, 제도적 및 규제상의 과제(gap)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에

너지부(DOE)가 취해야할 행동계획(Action items)을 권고하는 것이다. 

(가) NTD 후보 원전 및 평가기준

신규 원전 후보 도출을 위하여 미국 DOE는 후보 원전 개념들을 제안받았다. 이

에 다음 표 2-19과 같이 8개 후보원전 개념들이 제안되어 도출되었고, 추가의 3개 

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로 평가하지 않았다. 2010년까지 도입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3가지 원전은 다음과 같다. 

표 2-19. NTDG 후보 원전

후보 원자로 공급회사 특   성

ABWR GE
1,350 MWe BWR, 

NRC로부터 설계인증 획득, 일본에서 건설․운영 중

SWR1000
Framatome

ANP

1,013MWe BWR, 

유럽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되고 있음.

ESBWR GE
1,380MWe 수동안전성 BWR, 

현재 개발중

AP600 Westinghouse
610MWe의 수동안전성 PWR, 

NRC로 부터 설계인증 획득

AP1000 Westinghouse
1,090 MWe 수동안전성 PWR, 

AP 600을 용량 증대한 것, 아직 설계인증 미획득

IRIS Westinghouse
100～300 MWe 1차계통 통합 PWR, 

현재 개발중

PBMR ESKOM

110 MWe modular direct cycle helium- cooled pebble 

bed reactor, 

현재 남아공에서 건설계획 중

GT-MHR
General

Atomics

288 MWe modular direct cycle helium- cooled reactor, 

현재 러시아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는 중

- EPR (European PWR) : 1,545 또는 1,750MWe급 PWR로서 NTDG에 제안되

지 않음에 따라 평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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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80+ : 1,350MWe급 PWR로서 한국에서 건설되고 있으나, WEC(구 웨

스팅하우스사)사에서 본 원전 개념을 미국 내에 도입할 의향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평가하지 않았음.

- CANDU : 캐나다 고유노형으로서 최근 경수 냉각, 중수 감속 방식의 개발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 특별히 도입하지 말아야 하는 특

별한 이유는 없으나 아직까지 미국내에 도입된 경험이 전혀 없에 따라 평가하

지 않음.

한편, 후보 원전의 2010년까지 미국 내에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6개의 

기준을 표 2-20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2-20. NTDG 후보 원전 평가기준

기  준 주요 내용

1. Regulatory Acceptance
미국 NRC로부터 설계 인증 획득, 또는 실증로에 대한 

건설 허가를 받은 경험

2. Industrial Infrastructure

기기 및 부품 공급업체,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의 유무, 

또는 관련 기기 및 부품 등을 조립․완성시킬 의향을 가진 

업체의 유무

3. Commercialization Plan

2010년까지 상업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 시장 전망, 공급업체 확보 계획, 연료공급 확보 방안, 

산업체 제작 능력 확보 방안 등

4. Cost Sharing Plan

정부와 민간의 비용 분담 계획

- 정부와 민간의 비용 분담 부문에 대한 구분과 투자 

계획

5. Economic 

Competitiveness

확실한 경제성 평가 결과와 실증

- 자본비용 규모, 최초 발전소 건설비용 등

6. Fuel Cycle Industrial 

Structure

핵연료 공급 보장

- 저농축 우라늄 사용, 비순환 주기 산업체의 확보 또는 

확보 계획

표 2-20에 나타난 6개의 평가 기준은 모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규제 수용성

은 후보 원전이 미국 NRC의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가로서, 특히 새로운 규제기준

인 10CFR52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신규 원전 건설 경험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원자력산업 인프라가 무척 취약함에 따

라 신규 원전의 건설을 위해 기자재의 공급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성으로서, 타발전원에 비해 경제성 우위를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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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표 2-21에서와 같이 ABWR과 AP600이 

기준에 대한 충족도가 가장 높고, IRIS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초하

여  그림 2-7과 같이 후보 원전별 2010년까지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전 후보는 ABWR이며, 가장 가능성이 낮은 원전 후보는 

IRIS로 나타났다.

표 2-21. NTDG의 후보 원전 평가결과

    기준

 노형

1.

Regulatory 
Acceptance

2.

Industrial 
Infra

3. 

Commer- 
cialization 
Plan

4.

C o s t 
S h a r i n g 
Plan

5. 

Economic 
Compe t i- 
tiveness

6. 

Fuel Cycle 
Industr ia l 
Structure

ABWR 충족 충족 충족 가능 충족 충족 가능 충족

SWR 1000 충족 가능 충족 자료 미제출 충족 가능 충족 가능 충족 가능

ESBWR 충족 가능 충족 미 충족 충족 충족 가능 충족

AP 600 충족 충족 충족 가능 충족 충족 가능 충족

AP 1000 충족 가능 충족 충족 가능 충족 충족 가능 충족

IRIS 미 충족 충족 가능 미 충족 충족 신뢰성 부족 충족

PBMR 충족 가능 충족 가능 충족 가능 충족 충족 가능 충족 가능

GT-MHR 충족 가능 충족 가능 충족 가능 충족 충족 가능 충족 가능

그림 2-7. NTDG의 후보원전의 2010년까지 도입 가능성 평가결과

 Can Be Deployed by 

2010

[ ABWR ]

Probably Can Be Deployed by 

2010

[AP600, AP1000, PBMR]

Possibly Can Be Deployed by 2010

[SWR1000, ESBWR, GT-MHR]

Cannot Be Deployed by 

2010

 [ IRIS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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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TD 추진 방안

NTDG에서는 2010년까지 시의 적절하게 미국내에 원전을 도입하기 위해서 반드

시 해결되거나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원전 도입

에서 중요한 현안이기는 하나, 2010년까지 도입에 있어서 그 해결에 추가적 노력

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과제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반드시 해결되거나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는 경제성 확보, 경쟁적 전력시

장 하에서의 사업성 확보, 새로운 규제기준인 10CFR52의 효율적 시행, 원자력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국가원자력전략(National Nuclear Energy Strategy) 개발을 제시

하였다. 

즉, 신규 원전은 경쟁적 전력시장(Deregulated Marketplace)에서 경제성 우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특히 자본비가 반드시 타발전원에 비해 적도록 노력해야 

하고, 운전유지비는 현재 운전중인 최고 수준의 발전소와 같거나 적은 수준이 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원전은 대규모 자본 비용이 필요하며, 건설 

및 인허가 등에 장기간의 리드타임이 소요되는 등에 따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성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성 증대를 위하여 경쟁적 전력시장 하

에서 사업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인허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준비된 10CFR52는 신규 원전에 새

롭게 적용된 경험이 없음에 따라, 이 10CFR52가 신규 원전 도입에 있어서 충분히 

비용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실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까지의 실적으로는 설계인증을 받는 데에 약 6～8년이 걸리는 것을 상당히 줄여야

만 경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오랫동안 

미국 내에 신규 원전 건설 경험이 전문한 관계로 원자력산업 인프라(전문인력 부

복, 관련 장비 및 기기 부족, 전문업체 부족 등)가 매우 취약한데 이의 복구 또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 국가에너지정책에 부합되는 새로운 

국가원자력전략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는 민간의 신규 원전 도입 유도를 위한 투

자 유인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의 안전성, 사용후핵연료관리, 국민 수용성 및 핵물질 비확산 등은 

현재 원자력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이번 단기적인 원전 도

입에 있어서 추가적인 노력을 요하지 않는 과제로서 평가되고 있다. 즉, 현재 검토

되고 있는 후보 원전들은 모두 NRC의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용후핵

연료관리 문제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문제가 없고 또한 원전사업자들이 충

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노력이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수용성은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볼 때 신규 원전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60%

가 넘는 등에서 그리고 과거 여론조사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증대되는 추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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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음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물질 비확산은 

현재 제안된 후보 원전 모두는 핵물질 확산 가능성이 거의 없는 노형이라는 점에

서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NTD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NTDG에서는 두가지 

노형을 병행하여 도입하는 dual track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즉, 대형일 경우 경

제성 확보가 용이하고, 경험이 풍부한 경수로와 중소형로로서 자본 투자위험이 적

고, 전력수요 변화에 대응성이 좋은 가스로를 병행하여 도입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한 2010년까지 시의 적절하게 신규 원전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림 2-8과 같이 3단계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제 1단계는 10CFR52의 재정비 및 실증, 제2단계는 설계 완료, 제3단계는 건설 및 

시운전이다. 한편, 소요자금은 제1단계와 제2단계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2007

년까지 약 1억불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제2단계의 설계 완료에서는 정부와 민간

이 공동으로 빈용을 분담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림 2-8. NTD 추진 전략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단계 : 10CFR52 재정비

2단계 : 설계 완료(ABWR, PBMR)

3단계 : 건설  및 시 운전

정부의 재정지원(세제 등)에 대한 확고한 방안 설정

원자력 산업계의 Infra에 대한 평가 완료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시행계획 개발

한편, 2010년까지 신규 원전이 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추진 성

공을 위한 최소 시간 요건으로서 (1) 사업추진결정은 2003년 이전에, (2) 인허가 

완료는 2006년말까지, (3) 건설은 최소 2007년에 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이에, NTDG는 다음 사항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시의 적절한 민간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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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회사는 신규 원전 도입 추진을 2003년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 경쟁적 전력시장(Deregulated Marketplace)하에서 경제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

다.

- 경수로에 비해 가스로는 2010년 도입을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요하는 과제

가 많음에 따라 이의 해결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 민간과 정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NTDG는 미 에너지부 등 정부에서 취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서 다음 4

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첫째,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단계별 추진을 이행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에는 시장의 필요(Market-driven)에 의한 추진이 전제되고, 협력의 

형태는 민간과 정부의 비용 분담(Cost Sharing)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정부

는 민간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세제 혜택, 투

자위험 감소 지원, 장기전력판매계약 지원 등이 있다. 셋째,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NEI가 주도하고 DOE 등 관계기관이 참

여하여 원자력산업 인프라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Action)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에너지정책을 지원할 국가원자력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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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PRO 동향

원자력과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IAEA의 Scientific Forum, 핵연료 및 원자력발전

의 연구개발 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2000년 9월 IAEA 총회에서는 “핵연료주

기, 특히 혁신적이고 핵확산저항성이 큰 원자력 기술에 대한 기술현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모든 관심있는 회원국들이 각자의 노력을 IAEA의 후원 하에서 결집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라고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의거하여 IAEA는 원자력국이 주도하여 혁신적인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국제 프로젝트인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가, 21세기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전하

고, 지속성을 가지며, 경제적이고 핵비확산성을 가진 원자력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

을 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1) 추진 경과

2000년 9월 IAEA 총회의 결의에 따라, 2000년 11월에 혁신원자로작업단 공여국 

회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 고위급 대표와 EC, IAEA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비엔나의 IAEA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혁신원

자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이름을 INPRO로 정하고,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SC; Steering Committee)와 국제조정그룹(ICG; 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2001년 4월에 국제조정그룹(ICG)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시간계획과 추진분

야 및 수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IAEA, OECD/NEA 및 OECD/IEA가 

공동 수행하고 있는 혁신 원자로 개발에 대한 “Three Agency Study"의 결과가 

INPRO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2000년 11월의 혁신원자로작업단 공여국 회의 결과와, 2001년 4월의 제1차 국제

조정그룹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세계 원자력 평가 보고서(The World 

Nuclear Energy Assessment Report)의 작성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을 목적으로 제1

차 운영위원회(SC)가 2001년 5월 개최되어 INPRO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제1차 

운영위원회는 INPRO에 특별공여금을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 캐나다, 중국 등 10개

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개최되었고, IAEA 회원국 중 관심있는 국가들이 참관하였으

며, 미래 원자로 및 핵연료 주기 기술에 대한 사용자 요건, 즉 경제성, 환경,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에 대한 사용자 요건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후반기에는 핵비확산성에 관한 사용자 요건 개발을 위한 워크

샵(2001년 7월, 이탈리아)이 개최되었고, 안전성에 대한 사용자 요건 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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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회의(2001년 8월, 비엔나)가 개최되는 등 사용자 요건 개발 활동이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기술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한 초안 보고서(Zero-Draft 

Report)의 검토 등을 위하여 2001년 12월에 제2차 운영위원회(SC)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1단계 Track I의 최종보고서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

(2) 추진 체제

INPRO는 IAEA의 원자력국(Department of Nuclear Energy)이 주도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국제조정그룹(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

과 IAEA의 행정 및 기술 지원 그룹으로 추진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6개 분

과를 두고 있다(그림 2-9 참조)

운영위원회(SC)는 IAEA 회원국 중 INPRO에 특별공여금을 제공하는 국가의 대

표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IAEA의 INPRO 책임자가 참석하게 되며, 또한 INPRO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참관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INPRO 추

진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결정하고, 기획 및 업무추진방법 등에 대한 조언과 결

과에 대해 검토․평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2001년 9월 현재 INPRO 회원국

은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네덜란드,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터키 및 EC의 1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02년에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으로 있어 

INPRO 정식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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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IAEA의 INPRO 추진조직

INPRO Steering 
Committee

IAEA DDG-NE
Project Manager

Project Coordinator

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

IAEA
Inter-departmental Coordinating Group

Input from Technical Experts in Member States

Resources,
Demand and
Economics

Environment,
Spent Fuel and
Waste

Safety Non-proliferation

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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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정그룹(ICG)은 INPRO 회원국로부터 파견된 전문가(Cost-free Expert)로서 

구성되며, INPRO를 조정하고 수행하는 주체이다. 2001년 9월 현재 INPRO 회원국

에서 15명의 전문가가 파견되어 있으며, 산하에 그림 2-10에서와 같이 경제성, 환

경, 안전 및 핵비확산성의 4개 분과와 이들 4개 분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관련 및 평가기준․방법관련의 2개 분과 등 총 6개 분과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국

제조정그룹은 INPRO의 실질적인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을 마

련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정그룹은 IAEA 회원국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활동 및 업무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수시로 개최되는 기술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받게된다.

(3) 주요 활동 및 전망



- 77 -

2001년 5월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발로 공식 출범한 INPRO는 2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1단계는 원자력시스템 기술에 대한 조사․분석과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요건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2개의 세부단계(Track)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까지 수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제1단계의 제1 세부단계(Track 1)는 원자력시스템 개념과 접근 방안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선정하고 또한 이를 위한 방법론과 지침을 개발하며, 사용자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제1 세부단계 보고서가 작성중에 있으며, 2002년 7월

에 완료될 예정이다. 제 1세부단계 보고서에는 21세기 중반에서의 원자력 전망과 

역할, 사용자 요건 및 개발 기준, 원자력기술의 평가 결과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예

정이다. 한편, 제2 세부단계(track 2)에서는 제1 세부단계에서 설정된 기준과 요건에 

따라 도입 가능한 혁신 원자력시스템 개념들을 평가할 예정이다.

제2단계는 제1단계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INPRO 회원국들의 승인 하에, 국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연구분야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2001년에 확보된 INPRO 추진 자금은 68만불 정도로 모두 러시아가 제공한 것이

며, 2002년도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으로 있고, 제1단계 종료까지의 추정 소요자금은 

약 100만불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INPRO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과 다른 점의 하나는 추진방법의 

차이이다. 즉, INPRO는 원자력기술 보유국과 원자력기술 사용국이 모두 함께 참여

하여 추진됨에 따라 기술수요가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GIF에서는 기술보

유국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기술사용자들이 도입하도록 하는 기술개발이 기술수

요를 선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GIF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GIF와 INPRO 활동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INPRO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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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 내  원 자 력  정 책  동 향  분 석

1.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원자력에의 영향

WTO체제 아래에서의 세계적으로 시장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전력시장의 자유화로 

인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과거에 비해 전력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과 주변의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력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커다란 비용이 투자되는 장치산업이며 198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점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민간의 발전사업 참여가 활발해

졌으며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해 전력이 생산되는 즉시 판매될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됨에 따라 전력산업에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려는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은 거대한 독점 공기업으로서 발전부문과 송정 및 배전부문

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발전부문의 분리와 경쟁체

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 추진 현황

전력산업구조개편은 1994년 7월부터 시작한 한전경영진단을 계기로 1997년 -1998

년 동안에 걸쳐 구조개편의 방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를 토대로 1999년 1월 '구

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관한 법률"이 2000년 12월23일에 발효되었으며 경쟁체제

에 관한 도입을 규정한 “전기사업법”은 2001년 12월 24일에 발효되었다.

구조개편의 1단계는 발전부문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42개의 화력

발전소를 5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며 분할의 원칙은 지배력의 문제, 발전소 수명 

및 비용, 지역적 특성 고려, 수익가치의 균등화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한전에

서 분할된 총 6개의 발전자회사와 전력시장을 운영할 전력 거래소가 설립등기를 완

료함으로써, 한전의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온 국내 전력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발

전부문 경쟁이 개시되었다. 또한, 한전의 발전부문은 그간 한전의 이사회 및 주주총

회를 거쳐 정부의 분할인가를 받아 화력 5개사, 원자력 1개사로 분할되었으며, 전력

거래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거래를 위해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경쟁적 전력거래시장에서 발전자회사들간 경쟁

을 통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매자인 한전(송전․배전/판매 독점

유지)과의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발전부문이 경쟁체제로 변하더라도 소

비자는 현행과 같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게 되며, 추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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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는 2009년 이후부터는 다수의 전력판매회사가 생겨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선

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

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번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을 통한 발전경쟁체제 도입은 제1단

계를 시작으로 하여 배전/판매부문의 분할 등 2, 3단계 구조개편도 추진해 나갈 계

획을 가지고 있다. 각 단계별 특성을 요약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 1 단계(～2002) : 발전부문의 경쟁

 ․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회사간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전력거래

- 제 2 단계(2003～2008) : 도매경쟁

 ․ 한전의 배전부문 및 전력판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 송전망을 개방하여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다.

- 제 3 단계(2009년 이후) : 소매경쟁

 ․ 배전망을 개방하여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경쟁체제

를 실현한다. 

 ․ 송전망은 규모의 경제확보를 위해 한전의 독점체제를 유지시킨다.

(2)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원전경제성에 미치는 효과

전력의 생산과 송․배전이 하나의 전력회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현행의 전력산업 

형태에서는 발전원간의 발전원가 비교만으로 그 경제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발전회사가 6개로 분할되고 이들 회사가 생산한 전력이 거래되는 전력 

거래소가 작동하게 되면 단순한 발전원가만으로 발전원간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

이 의미가 더 이상 없게 된다.

이는 각 발전회사가 생산하는 전력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될 것이므로 발전

원가 뿐만 아니라 가격도 경제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

존의 사업체제로부터 6개의 발전회사를 분할할 경우 기존 공통경비의 배분 및 해외

차관 등으로 인한 기존 부채의 배분 형태도 각 사의 경제성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

이기 때문이다.

민영화된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가격은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이 수

요곡선과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결정된 가격은 급전되는 모든 발

전기에게 대금으로 지불되게 된다. 이 경우 균형 가격은 급전 중에 있는 첨두 부하

용 발전기의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결정되며 따라서 원자력은 한계비용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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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에 비하여 운전시간이 더 길어지므로 유리할 것

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이러한 경쟁체제만으로는 추가발전설비의 투입을 유도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용량보상(capacity payment)이라고 하는 항목

의 요금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 용량보상은 시장의 경쟁원리에 의해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정책당국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용량보상의 결정 형태에 따라 

발전원간의 경제성이 많은 영향을 받게된다.

현재 구상되고 있는 발전경쟁 단계에서는 용량보상을 모든 발전기에게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으므로 급전중에 있는 첨두부하용 발전기의 연료비, 운전유지비 뿐만 

아니라 건설비도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kW당 용량보상의 규모가 모든 발

전기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원자력에게 유리할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자력발전 회사가 해외차관 등으로 인한 막

대한 부채를 배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은 용량보상의 원칙의 변화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높은 자본비용과 전력수요의 불확실성, 불확실

한 폐로․폐기물 처분 비용,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원자력발전 투자의 risk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투자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가스터빈과 같은 소형 전

원이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의 최적 전원구성과 비교하면 가스나 유류를 

사용하는 첨두부하용 발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 연료원은 가격의 변동도 심하고 공급도 안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유사시, 전력공급계통의 공급보장의 신뢰성 저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한 전력 공급보장의 신뢰

도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구개발에 미치는 효과로는 실용성이 있는 단기성 연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새로운 기술개발 등의 장기적인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

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안전성측면에서는 이윤동기와 

상충되므로 안전성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안

전규제 정책의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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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이용개발 관련 동향

(1)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997～2001)에 이어 제1차 계획의 수행 실적을 평가․
분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국내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02

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이후 

2015년까지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과학기술부는 제2차 ꡔ원자

력진흥종합계획ꡕ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서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 관리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국가 정

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의 추진을 

위한 부문별 과제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즉 원자력 정책의 기본목표와 10대 기

본방향을 설정하고 2015년까지의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 계획

에서는 2010년을 전후하여 세계적으로 원자력 G-5진입을 국가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재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계획에서는 국내의 원자력이용개발에서의 원자력의 의의와 역할을 분명

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보인다. 즉 원자력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으로 국가경제 발전, 지구 환경의 보전, 국민 복지의 증진, 과학기술 진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원자력의 역할이 계속 증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997～2001) 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체계의 개선, 원자

력 발전의 증대 및 발전소 부지 확보, 기술개발 능력제고, 수출 산업화 기반의 확충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 이해기반의 

확충, 안전성․경제성의 지속적 향상, 연구개발 파급효과의 제고,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분야의 균형 발전 등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 인간 삶의 존중이라는 기본이념 하에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

으로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경제 성장, 환경 보호, 국민 보건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원자력정책의 5대 기본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5대 기

본목표는 아래와 같다.

o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선진 안전성 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의 위상을 정립

o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력 에너지원’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에 기여

20)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1.7,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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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자로기술과 핵연료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여 원자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

o 의료․농업․공업․환경․기타 산업분야에서의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여 국민 

보건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o 원자력 기초 및 첨단 연구를 활성화하여 창조적 과학기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

을 담당하고, 이를 위한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

이와 함께 5대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원자력 정책의 10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

다.

o 원자력 개발․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 목적으로만 추진한다.

o 민주와 공개의 원칙 하에 국민의 알 권리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존중하면서 국

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 개발․이용을 추진한다.

o 철저한 안전성의 확보가 원자력 개발․이용의 최우선 전제임을 인식하고 안전

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o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노력과 병행하여 원자력 개발․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o 산․학․연 기술협력체계와 효율적인 산업체계를 구축하여 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o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관리시설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o 원자력기술 개발은 실용적 측면과 원천기술 확보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

도록 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o 원자력 이용․개발의 진흥과 안전성 확보, 창조적 연구․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핵심 인력의 양성에 노력한다.

o 원자력 정책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

며, 남북 원자력 협력의 기반을 확충한다.

정책기본목표와 10대 추진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2015년까지의 장기 주요 추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o 신형경수로의 건설로 국내 전력 수요의 45% 담당과 제4세대 원자로 핵심기술 

확보 및 중소형 원자로 사용화를 내용으로 한 원자력 발전 및 원자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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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량형 핵연료 개발․상용화 및 연소도가 높은 신형 핵연료 개발과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핵연료 및 핵연료주기 기술의 자립

o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규모의 증대와 방사선을 이용한 산업․의료․환경 및 기

초과학 분야의 연구와 산업화 추진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분배 등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산업을 국가 중점산업으로 육성하

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증진

o 원전의 건설․운영기술을 고도화와 기술 표준화를 통한 산업체의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원자력산업의 매출 확대와 플랜트 단위의 수출을 주도하여 원자력발

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

o 원자력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시책 및 추진민

간환경감시기구 구성․운영을 통한 국민 이해 기반의 구축

o 안전 규제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합리적 안전규제체계 

및 안전관리, 미래형 원자로 도입 및 폐로 등에 대비한 인허가 절차 및 기술 

요건 확립등의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의 증진

o 방사성폐기물 안전에 대한 국가전략계획 수립 및 제도화 등 종합대책 수립․시
행하고 중․저준위폐기물 발생량의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준위폐기

물 처리․처분 및 폐로 핵심기술 확보등의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안

전 관리

o 원자력 과학기술 능력 확보, 기반 기술 개발 및 타 과학기술분야와의 연계 추

진의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개발 

o 원자력 인력 양성 및 확보

o 원자력 외교 및 국제협력 

이의 추진을 위하여 한 부문별 진흥 계획을 원자력 이용 확대와 산업 발전, 국민

과 함께 하는 원자력 그리고 원자력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의 세 분야에서 수립하

였다.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 2-22과 같고 제1차 진흥계획과 비교하여 표 

2-23에 수록하였으며 관련부처별 업무분장은 그림 2-10에 보였다.

(2)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추진

제230차 원자력위원회(1992.6)에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1992～2001) 

의결하고 정부주도의 기초 및 개발연구 6개분야 20개 대과제와 산업체 주도의 적용 

및 실용화 연구 4개분야 4개 대과제를 확정하였다. 이 후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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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보완대책 및 원자력사업추진체계 조정방안을 의결하고 제

247차원자력 위원회(1997.6)에서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1997～2006)과 원자력연구개

발사업 중장기계획(1997～2006)을 의결하여 비원전 기술분야 투자 확대와 산업체 

주도과제를 통산부(현 산자부)주도의 “원전기술고도화 계획”으로 분리하였다.

중장기 연구개발은 1998년 8월에서 1999년 2월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사

업의 보완기획을 통하여 7개분야 32개 대과제를 5개분야 26개 과제로 조정하고 18

개의 신규과제를 발굴‧기획하였다. 2002년에는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2～

2006)을 반영하여 원자력안전, 방사선 방호 및 영향평가, 방사선의학, RI 생산 및 

방사선 이용, 원전성능개선/현장기술혁신분야를 강화하여 원자로 및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초‧기반분야와 함께 8개분야 42개 대과제, 단위과제 17개로 운영되고 

있다.21)

 

표 2-22. 부문별 진흥 계획

 부  문 내   용

 o 원자력이용 확대와 

   산업 발전

1) 원자력 발전 및 원자로 개발 

2) 핵연료 및 핵연료주기 기술의 자립

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증진

4) 원자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

 o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

5) 국민 이해 기반의 구축 

6) 원자력 안전의 증진 

7) 방사선 방호체계 확립 

8)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o 원자력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9)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개발 및 연구관리

10)원자력 인력 양성 및 확보

11)원자력 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

원자력연구개발은 상용원자력기술의 개량, 미래형 원자로와 핵연료 및 핵연료주

기기술 개발, 원자력 기초.과학 및 기반공학 기술개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력 시설 안전 및 환경안전 평가 및 관리 기술개

발, 원전성능개선 지원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우선적

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와 연구경쟁력확보를 위한 첨단연구시

설의 확충과 선진기술확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도 중요하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 기획과 수행과의 연계와 기획. 수행. 평가간의 연계 등은 

계속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1) 과학기술평가원 원자력연구개발사업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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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의 경우 현재 정부 원자력연구개발예산과 원자력법에 근거한 원자력 연

구개발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는 강

제성을 띄고 있으며 원자로 운영자는 성격상 산업체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발

전부문간 경쟁에서의 경제성에 취약한 경우 기금에 대한 저항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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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원자력 진흥종합계획 추진 내용 비교

분야 제1차 진흥종합계획 ‘97 제2차 진흥종합계획 2001

1. 원자력 발전 
및 원자로 
개발

 표준원전 기술 고도화
 차세대원자로(현 APR1400) 개발
 액체금속로 개발
 중소형원자로 개발

 표준원전 지속적 설계개량
 APR1400 상세설계 및 건설착수
 중소형원자로 기본설계 완료 및 설계검증
 액체금속로
 제4세대 원자로개발

2. 핵연료 및
  핵 연 료 주 기 

기술확립

 핵연료성능개량연구
 경‧중수로 연계핵연료주기(DUPIC)
 미래형 혼합산화핵연료(MOX)
 중소형로 및 연구로용 핵연료
 토륨핵연료주기

 표준원전용 개량형 핵연료 개발‧상용화
 신형핵연료 개발
 국내핵연료 산업 육성
 경‧중수로 연계핵연료기술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개발
 미래 핵연료 관련 핵심 기술
 연구로‧중소형원자로 핵연료

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 
  원소이용증진

 RI 산업육성
 방사선 생명과학 및 핵의학
 RI의 안정적공급
 방사선안전관리체계
 RI관련제도개선 등

 동위원소의 안정적 공급
 의료분야 이용의 획기적 확대
 공업, 농업, 식품, 생명공학 분야 이용확산
 동위원소 유통체계확립과 이용확대

4. 원자력발
  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

 원자력산업체제개선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
 원자력산업해외진출
 원전건설 및 운영기술고도화

 원자력산업의 경쟁력강화
 해외 원전산업 진출
 원전건설 및 운영기술 고도화

5. 국민이해 
  기반의 구축

 원자력시설 수용기반조성
 원자력시설지역 지원
 부지활용극대화

 원자력시설의 국민수용 기반조성
 원자력시설 지역지원

6 . 원 자 력 안 전 
증진

 선진안전규제제도
 안전규제행정
 안전규제국제화
 안전문화확산

 원자력 안전의 국민 신뢰도 증진
 원자력 안전문화의 확산
 원자력 시설 안전성 향상
 안전규제 제도의 개선 및 효과성‧효율성 제고
 안전성 향상 연구
 원자력 안전성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강화

7. 방사선방호
   체계확립

 방사선방호체계개선
 방사능재해대책개선
 안전성향상연구

 방사선방호의 신뢰도 제고
 국가방사선 인프라 개선
 방사선 비상대응체제 보완 및 발전
 방사선 방호기술 개발

8.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
 연료안전관리

 사용후 핵연료관리기술
 중저준위폐기물관리기술
 방사성폐기물폐안전규제
 핵연료주기폐기물 처리‧처분
 제염‧해체기술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안전관리
 중저준위 폐기물처리의 선진화
 「폐기물안전협약」관련 종합대책수립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고준위폐기물 처리처분 기술
 폐로핵심기술

9.원자력기반‧
 첨단기술개발

 연구로 이용기술, 신소재, 계측제어, 
로봇, 레이저, 양자공학, 핵변환 등 기
초‧기반기술,  연구기획관리

 세계 5위권의 원자력과학기술 능력확보
 기반기술개발 및 타연구분야와의 연계추진
 사전조사‧기획‧평가‧관리체제강화

10.원자력인력 
양성. 확보

 국내인력활용

 해외우수인력확보

 전문인력양성

 원자력인력수급계획수립r

 우수전문인력양성

 최상전문인력확보

11.원자력외교 
및국제협력

 원자력협력기능강화

 원자력협력의 내실화

 국제원자력사회에서의 위상제고

 핵비확산체제에의 능동적 참여

 개도국지원

 국제협력 기반확충, 지원체제강화

 국가수출통제제도 정비

 국가계량관리체계확립

 대북경수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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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추진체계

액체금속로
개발

중소형로
개발

제4세대
원자로 개발

KSNP
고도화

APR-1400
설계개발.건설

[원자력발전 및 원자로 개발]

과학기술부 주관 분야 산업자원부 주관 분야

핵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활용기술개발

연구로/중소형로
핵연료 및 미래형

핵연료개발

핵연료 운영.서비스
기술 개발

상용핵연료
개량기술개발

[핵연료 및 핵연료주기 기술의 자립]

[방사선/RI 이용 증진]

농.공.생명공학
.식품 이용
기술개발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
장비 국산화

RI 생산
공급

[원자력발전 산업 육성 및 진흥]

[국민 이해 기반 구축]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의 추진]

안전성 향상 연구,
방사선방호기술

개발 등

안전규제,
국가방사선
비상대책 등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추진

방폐/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기술 개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추진

[원자력 기반.첨단 기술 개발]

[원자력인력양성 및 확보]

[원자력외교 및 국제협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추진 분야원자력진흥종합계획 추진 분야

<원자력연구소의 주 역할 분야>

과기부 주관 분야

과기부/산자부 공동 주관 분야

산자부 주관 분야

원자력연구소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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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운영은 원자력 이용개발 관련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과 특히 산업체의 기술지원, 기금의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분야의 선정에서의 합의

성, 연구수행의 전문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진흥종합계획에서 정책목표로 제시한 세계 원자력 G-5진입을 위해서는 한

정된 연구재원과 인력 및 연구시설 등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 G-5진입을 위한 핵심기술과 전략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집중과 선택 전략으로 추진하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원자력이용개발

의 효과를 국가 차원에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과 기술개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연구개발재원의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며 인력의 확충도 

또한 시급한 과제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인력의 경우 대학의 경우 이공계대학진학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분야가 3-D분야로 인식이 되고 있어 이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산업체의 경우도 인력의 질적제고는 높이 평가되고 있으

나 차세대를 지향한 기술인력의 양성은 미약한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산학연 

연구수행은 앞으로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연구수행의 산학연 협력체제의 강

화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수요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는 현 중장기계획 진흥종합계획에서 강조되고 있으나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과 인력

은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공동연구가 앞으로 그 중요성은 선진

기술의 효율적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기술협력의 강화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하며 국

제공동연구센타의 설치와 인력지원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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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국제협력과 기술수출

3.1 원자력 국제협력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으로서 국제협력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의 이전

과 구가 원자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1세기에 들어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기술의 자립과 선진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자력 사회에서의 국가위상 

제고와 원자력외교의 활발한 추진,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 원자력 

선진기술의 공동 개발 등을 위하여 양국간, 다자간 및 국제기구를 통해 원자력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과 선진기술의 확보 이와 함께 국가 워자력

사업과 활동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1) 양국간 협력 

국제적으로 국가간 원자력 협력은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되는 원자력협력협정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6년 미국과 원

자력협력협정을 처음 체결한 이래, 원자력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1년 

7월말까지 미국, 스페인(보충협정), 캐나다,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협력각

서),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터키, 러시아, 브라질, 체코, 우크라이나 등 17

개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표 2-24 참조) 

특히 2001년도에는 브라질, 체코, 우크라이나  3개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

여 협력 대상국을 세계의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는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 및 모로코, 동유럽 지

역의 루마니아, 동남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남미 지역의 칠레 등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추진 국제 원자력사회의 영향력 확대와 원자력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양국간 협력협정아래 원자력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선진 

원자력 기술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원자력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우

리나라는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 중국, 러시아 등 8개국과 정

기적으로 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간 기술협력은 미국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세계화시대

에서 국제협력의 다변화와 양국간 협력의 특성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양국간 공동

위의 운영에서 대상국의 상황에 따른 협력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 기

술개발과 산업진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 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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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우리나라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현황 

국 가 협 정 명 서명일 발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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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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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에 있어서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
’79.5.2 ’79.5.2 

벨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왕국 정부간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81.3.3 ’81.3.3 

프랑스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81.4.4 ’81.4.4

독 일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86.4.11 ’86.4.11 

일 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각서
’90.5.25 ’90.5.25

영 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91.11.27 ’91.11.27

중 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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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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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01.7.23 '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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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최근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 동향

대상국 차수 개최월
개최 

장소
주요 내용

미국 제22차 ‘01.5 워싱턴

•원자력정책, 기술협력, 안전협력, 안전조치 분야 등 70여 의
제 협의 (미래원자력기술, 핵의학,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등)

•한‧미간 I-NERI(국제 원자력연구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양
해각서 부속서 서명

캐나다 제17차 ‘01.7 서울
•개량형중수로핵연료(CANFLEX), 경‧중수로연계 핵연료주

기기술(DUPIC), 공동연구개발센터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
화

일본 제7차 ‘00.3 서울
•원자력 이용개발,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방호, 안전조치 및 

기타 분야 등에서 총 37개 기술협력의제 협의

프랑스 제14차 ‘01.4 서울
•미래원자력기술 개발, 핵융합기술의 교류협력 추진, 원자력 

안전성향상에 대한 양국 기술개발 동향과 안전성 평가에 
대한 정보교류등 합의

영국 제6차 ‘99.5 런던
•Y2K 문제 공동 대처,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방사성동위원

소 이용 협력 등 추진 합의

호주 제10차 ‘00.10 서울
•원자력신소재 개발 및 평가, 연구용원자로 중성자빔 연구 

등 협력 합의

중국 제1차 ‘00.11 서울
•원자력발전, 원자력연구개발,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관리, 원

자력안전, 방사선방호,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및 방사선기
술 등 5개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합의

러시아 제6차 ‘01.5
모스 

크바

•미래형원자로기술, 방사성폐기물처리기술, 의료/산업용 방사
성 동위원소의 생산‧이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 증진

•원자력 사고시 정보교환 및 기술지원 등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강화 합의 

예를 들어, 2001년 5월 개최된 제22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합의된 

I-NERI(International -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프로그램의 착수는 중

요한 성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원자력 기술 수출 기반을 조성하여 향후 원전, 연구로, 

핵연료 등의 도입이 예상되는 베트남, 우크라이나, 브라질, 이집트, 모로코 등 개도

국과의 협력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의 경우 재원

조달이 어렵고, 원전도입을 위한 하부구조가 취약하므로 과거 우리나라가 개도국으

로서 원자력 기술협력을 해온 체험을 토대로 대상국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전문

인력 확보와 국내 원자력산업체･연구기관･정부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추진체제의 

정비도 중요하다.  최근 개도국과의 협력동향과 협력방향은 표 2-26, 표 2-27에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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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개도국과의 원자력 협력 최근 동향

대상국 주 요 내 용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 및 실무자들이 베트남 방문, 구체적인 협력 추진방안 협의 

(`00.11)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자 세미나」개최 (차관급 3명 

포함 고위인사 6명 참석) ('01.5)

우크라

이나

•우크라이나 안보위원회 부위원장 일행이 방한기간중 원자력연구소 등 방문 및 

한국전력기술(주) 대표단 우크라이나 방문, 한국표준형원전 소개 세미나 개최 

(`00.6)

•한․러(동구) 과학기술인력교류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원자력 전문가 5인 초청 

(`00.11)

브라질
•한‧브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01.01)

•향후 브라질의「20MW급 다목적연구용 원자로」건설사업 참여 추진중

이집트
•이집트 원자력발전청장 일행 방한, 관계기관 및 시설 방문 및 협력 추진 합의 

(`00.7)

모로코
•모로코 원자력연구소장 일행 방한, 관계기관 방문, 한국원자력(연)과 기술협력약

정 체결 (‘01.6)

표 2-27. 주요 개도국과의 협력 방향

국가 이용현황 기술협력방향

중국

‧원전이용확대 적극추진. 현재 2GWe 수준에서 

2020년까지 40～50GWe까지 확대 계획(점유율 

5%내외)

‧원전 및 핵연료주기분야의 상용기술자립정책

을 강력히 추진

 -상용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 목적

‧비교우위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중

점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

사업의 공동협력방향 설정을 위한 

전략수립

‧분업위주의 전략적 접근이 바람직

우크라

이나

‧신생독립국으로서 원자력이용개발, 안전규제

에서 국가체제 및 정책 정립중. 원전기술과 우

라늄자원 보유, 러시아에 기술의존

‧운전중인 원전 14기 (점유율 40%수준), 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원전(노형전략) 및 핵연료주기 자립정책 추진

‧차세대원전수출을 적극 추진

 -원자로형 선정에 협력강화

‧원전, 제염/해체분야 기술협력추진

‧핵연료공장 건설 타당성 공동 추진

베트남

‧연구개발은 기초연구단계, 원전도입은 2015년 

이후로 전망

‧원전도입타당성 연구 및 기획･수립 단계

‧신연구로(하나로급)도입을 검토중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검토 필요

‧원자력 훈련센터 설립과 신 연구로 

타당성연구를 우선 지원

이집트

‧기초연구단계로 20MW연구로를 아르헨티나에

서 도입･운영중

‧원전도입계획은 있지만 추진은 미약

‧해수담수화, 방사선 및 RI 관심이 많음

‧다목적 중소형로 수출을 중점 추진

‧방사선 및 RI분야 기술수출 가능성

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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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자간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 IAEA(국제원자력기구)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는 UN산하 전문기

구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함과 동시에 원자력 기술이 군사

적 목적에 전용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구이다. 이를 위하여 IAEA는 ① 원자력 

기술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기술협력 업무, ② 원자력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업무, ③ 세계의 원자력 시설들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기 위한 원자력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2) 

IAEA는 과거 우리나라가 개도국시절에 원자력이용계획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으

며, 원자력선진국으로서 대 IAEA와 협력 방향과 전략을 추진할 때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IAEA에서 국가위상제고와 기술협력과 원자력외교를 지원하는 전략을 

우선을 두고 상임이사국 진출을 최우선으로 정규직원 및 Cost-Free Expert 진출 

확대, 사무총장 자문기구에의 전문가 참여 확대, IAEA에서의 기술협력전문가 지원 

확대 및 연구장비의 수출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필요하다. 표 2-28은 

IAEA 사무총장 상설자문위원회 현황 및 우리나라 참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IAEA총회는 국제사회에서 원자력협력외교를 광범위하고 전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므로 총회기간 중 IAEA대표부와 진출한 정규직원, 관련부처 및 

국내전문가 등을 통한 외교활동 강화가 더욱 더 요구된다. 특히 총회기간 중 우리

나라가 국내 원자력기술의 홍보활동으로서 기술전시회 개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고 생각된다.

그리고 IAEA를 다양한 전문가회의에 국내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여 선진국중심

의 원자력기술 주도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한편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IAEA주관 훈련과정 및 세미나, 그리고 웍숍을 적극 유치하

여 국내전문가의 활용과 개도국에 대한 국내기술의 홍보를 강화하여 개도국의 원

자력기술수출 지원에의 활용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11월 한․IAEA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IAEA가 주관하는 국제기술회의와 개도국 훈

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IAEA 지역훈련과정 또는 지역간훈련과정을 국내에 적극 유

치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 관련 교육훈련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

원을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교육원, 농업진흥청 

국제협력센터, 원자력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순

22) 한국원자력연구소, IAEA 핸드북,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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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향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AEA의 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인력의 과학자

방문(scientific visit) 및 연수(fellowship)를 유치하고 있다. 2000년에는 총 8개국 

40명을 유치하였다.  그림 2-11은 연도별 우리나라와 IAEA간의 기술협력관련 주

요 실적을 나타낸다.

(나) OECD/NEA 

NEA(Nuclear Energy Agency)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산하의 준독립기구로,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산하에 7개 상설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NEA 회원국은 2001년 5월말 현재 

27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5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23)24) 

우리나라는 NEA 운영위원회와 7개 상설 기술위원회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 등 관련 전문가들을 지정 위촉함으로써 NEA 현안 기

술협력과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NEA 정규직원으로 1명이 진출하고 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정규직원의 진출확대가 요구

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기술보호와 패권주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는 NEA 회원국들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사업 총 14개 중 Halden Reactor Project, 

MASCA Project, ISOE Project, CDP, IRS, ICDE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2-11.  IAEA와의 훈련생, 웍숍, 공동연구 수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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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원자력연구소, OECD/NEA 핸드북, 2000. 12

24) OECD/NEA, NEA annual report 2000, 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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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IAEA 사무총장 상설자문위원회 현황 및 우리나라 참여 현황

사무총장 상설 자문위원회 명
정위원

(교체위원)

1. 원자력에너지 자문위원회 (SAGNE :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
장 인 순

2. 보장조치 자문위원회(SAGSI : 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김 병 구

3. 국제 방사성폐기물관리 자문위원회(WATAC: Int'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
박 현 수

4. 국제 해수담수화 자문위원회 (INDAG : Int'l Nucleer 

Desalination Advisory Group)

김 시 환

(장문희)

5. 국제 핵자료 위원회 (INDC : International Nuclear Data 

Committee)
 장 종 화

6. 국제 핵융합 협의회 (IFRC : International Fusion Research 

Council )

이 경 수

(홍봉근)

7. 국제원자력기술정보 자문위원회( INIS Advisory Committee )
원자력정책과장

(김태환)

8. 사용후 핵연료 자문위원회 (Regular Advisory Group on 

Spent Fuel Management)
박 현 수 

9. Scientific Committee of IAEA/WHO Network of Secondary 

Standard Laboratories(SSDLs)

식품의약청 방

사선표준과장

10. 안전기준 위원회 (CSS : Commission on Safety Standards) 김 세 종

11. 국제 원자력안전 자문위원회 (INSAG : Int'l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은 영 수

12. 원자력안전 기준위원회 (NUSSC : Nuclear Safety Standards 

Committee)

이 종 인

(김만웅)

13. 방사선안전 기준위원회 (RASSC : Radioactive Safety 

Standards Committee)
최 호 신

14. 폐기물안전기준 위원회 (WASSC : Waste Safety Standards 

Committee)
석 태 원 

15. 수송안전기준 위원회 (TRANSSC : Transport Safety 

Standards Committee )
-

16. 기술지원/협력 자문위원회 (SAGTAC : Standing 

Advisory Group on Technical Asistance and 

Co-operation )

-

17. 원자력응용 자문위원회 (SAGNA :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Applic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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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CA(아․태 지역 원자력협력협정) 

RCA(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는 아․태지역의 IAEA 회원국간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으로서 1972년 발효하였다. 회

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지역 17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연간 600만불규모의 RCA사업을 주관하기 

위하여 RCA 지역사무소 유치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1년 3월 제23차 RCA 회

의에서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RAC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에서의 원자력 기술수출과 원자력협력강화를 주도하는 데 우선을 두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2 원자력 기술수출

(1) 개요

세계 원자력시장이 국가, 지역별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이와 함께 

개도국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 및 전력시장 개방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

내 원전사업을 통하여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은 국내 원자력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

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며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경제적 기

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국내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최신의 기술을 반영

한 1,000MW급 가압경수로인 한국표준형원전을 개발하여 독자적인 건설과 운영을 

함으로써 원전기술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월성원전 2․3․4호기 

건설․운영을 통해 700MW급 중수로 원전의 설계, 기자재 제작, 시공, 시운전 및 

운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경수로 원전은 물론 중수로 원전의 해외수출 경쟁력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수출은 1993년이전에는 약90만US$에 불과하였으나  ‘93년 이

후 2000년까지는 134건 2억천만US$로 원자력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수출내용도 사업자문에서 기자재, 소프트웨어, 핵연료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 수출

업체도 22사에 달하고 있으며 대상국도 23국에 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 루마니아 등과  원전수출이 추

진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개도국으로서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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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이외도 연구로

와 핵연료 등도 지속적으로 협력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노력의 여하에 

따라 수출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기술수출은 원전수출의 경우 국내 원전사업체제를 바탕으로 한수원의 주도

하에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중공업(주) 등 국내 관련사와 외국의 원천기술제공사인 

미국 WEC (1000MW급, PWR), 캐나다 AECL(700MW급, CANDU) 등과 공동으로 

세계원전시장 진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과기부와 산자부가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기술수출은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관계가 전제되고 산업

체와 관련연구기관간의 협력도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정보와 정치.경제.산업.외교 등의 종합적인 연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측

면에서 원자력기술수출을 위한 국내 추진체제와 추진전략의 마련 나아가 법적. 제

도적 지원체제도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협력대상국의 대사관과 진출 업체와

의 긴밀한 협력도 필수적이다.

(2) 해외사업 추진현황

(가) 중국 

중국은 2001년 3월 확정된 국가 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을 통해 적정규모

의 원전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을 채택한바 있어 2002년 중 신규원전

의 발주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중국 신규원전사업 참여를 위해 한․중 정부간 정기 협의

체 및 중국 원전정책 결정 관계기관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진출기반 확대에 주력하

는 한편 그 동안의 사업진출 노력을 바탕으로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한 진출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중국 원자력관련 전람회 참가, 중

국 원전기관과의 정기협력회의를 통한 마켓팅 전개, 주요인사 초청 및 방문을 통

한 한국표준형원전의 홍보 및 협력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입찰전략 수립, 기술이전 

및 국산화 추진방안 수립, 국내외 공동참여사간 역할분담 등에 대한 대비와 국가

차원의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중국의 경우 신규원전 진출 및 진산 원전사업에 치

중하고 있다.

(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197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을 받아 원전 도입 검토를 

시작한 이래, 1978년부터 1985년까지 1차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1991년부터 

1996년까지 2차 타당성조사를 통해 2006년도에 Java섬 중부의 무리아 반도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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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가동키로 하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7차 한․인니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LNG/

석탄과 한국표준형원전의 연계무역 추진방안 검토를 양국 정부간 협력차원에서 추

진키로 합의하였으나, 1997년말 동남아 외환위기로 인해 시행치 못하다가 2000년 

제19차 자원협력회의에서 향후 인니의 원전 도입시기 결정시점에 이를 재추진키로 

원칙을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한전은 인도네시아 원자력청과 공동으로 한국표준

형원전 기술성/경제성 타당성검토를 수행하여 1단계 조사보고서를 1998년에 제출

하였으며, 현재는 한국표준원전의 경제성분석 자료 제공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연구소의 경우 현재 개발중인 SMART 원자로를 토대로 IAEA와 

인도네시아 공동으로 자바섬에 SMART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다) 베트남 

베트남은 1992년～1995년 베트남원자력위원회 주관으로 원전도입 기초조사를 수

행하고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2010년경의 전력부족 해소를 위해 원전도입 필요성

을 제기하였으며, 1996년～1999년에는 산업성 주관으로 베트남전력공사와 원자력

위원회 공동으로 1차 조사결과를 기초로 정책결정을 위한 2차 조사를 수행하고, 

2010～2015년경에 약 3,000MW의 원전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수상은 2001년 중순 베트남 투자계획법에 따른 사업 예비타당

성 조사를 착수할 것을 산업성 등 관계기관에 지시함에 따라, 2002년 6월까지 본 

조사를 완료한 후 2002년 말까지 정부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한.베트남 원자력협력기반조성과 협력을 강화애오고 있

으며 그동안 정부대표단 교환방문과 한국표준원전을 모델을 토대로 공동타당성조

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베트남정부의 요청으로 최초호기 예비타당성연구와 정책연

구를 추진중에 있다.

(라) 루마니아 원전사업

루마니아는 1978년 중수로(70만kW급) 원전 5기를 체르나보다 지역에 건설하기 

위하여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등과 분할발주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수하였다.  그러나 1991년 정치불안에 따른 재원조달 곤란 및 원전 경험부족 등

으로 2～5호기는 건설을 중단하였으며 1호기만 AAC(AECL-Ansaldo 컨소시엄)의 

사업관리 기술지원을 받아 1996년말 준공,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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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는 공사중단 당시 종합공정율 약 35% 수준이었던 2호기 공사재개 사업

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AAC와 2001년 5월 사업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현지 

시공업체 인력 약 1,500여명을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중이다. 한전은 1호기 운영 및 

정비분야 기술지원, 2호기 미발주 기자재 공급, 사업관리/시운전 기술자문 및 기술

인력 훈련분야 사업참여방안에 대해 루마니아 산업자원부, 국영원자력공사(SNN)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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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 가  원 자 력 경 쟁 력  강 화   

방 안  분 석

제  1  절   원 자 력  이 용 개 발  활 성 화  방 안

1. 방사선기술 이용 활성화 

(1) 개요 

방사선에 대한 개념은 포괄적으로 빛(光)의 영역에서 좁게는 에너지를 가진 입자 

즉 전자선, 양성자, 중성자, 엑스선 그리고 감마선을 일반적으로 지칭되고 있다. 방사

선에 대한 연구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이 시작되면서 원자력 관련 기초과학의 한 분야

로서 시작되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은 지난 50년 동안 세계적인 연구개발의 성과를 통

하여 질병진단, 암치료 등 의료분야로 시작되어 비파괴검사, 신재료 개발, 정밀계측 

등 신산업기술로서의 이용, 품종개량과 신품종의 개발, 식품 위생처리 등 농업분야에

서 그린 혁명 주도, 그리고 하천수질관리 및 지하수 감시 등 환경 관리 등에서 다양

하게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의 경우 2,000여종이 개발되어 활

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사선 기술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종합기

술로서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 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원자력시장에서 방사선과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및 응용 분

야의 산업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전용 연

구로 건설과  양성자가속기 등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고성능화 그리고 방사선의 이

용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들은 방사선기술을 국

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BT, NT, ET, IT, ST 등 신기술산업과 연계하여 방사선기술

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2)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현황

(가) 세계시장 및 선진국 이용현황

방사선 이용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0년 기준 3,2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으

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방사선이용 관련 

경제적 규모는 1999년 일본의 원자력연구소(JAERI)에서 1997년을 기준으로 산업별

로 이용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25) 이 조사에 의하면 방사선 이용 산업의 전체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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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2조원(1,370억달러), 78조원(590억달러)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1.5%

와 1%를 차지하고 있다(표 3-1 참조)

표 3-1. 미‧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경제규모 비교

구  분 미 국 일 본

전체규모 182조원 (GDP의 1.5%) 78조원 (GDP의 1.0%)

이용분야

공업

의학

농업

87.1조원 (47%)

76.7조원 (41%)

22.1조원 (12%)

61.1조원 (76%)

18.2조원 (22%)

1.3조원 ( 2%)

방사선 이용기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업분야에서 금속, 제지, 플라스틱, 고무

산업에서 면밀도 및 면질량 계측기로 사용되며, 석유 정제소, 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에서 원유 및 원석의 성분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등 다양한 제조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공항, 항만, 철도에서 폭발물 및 마약을 감지하는데 사용되며, 비상구 

표시 형광물질 및 병원, 공항, 박물관, 공연장, 항공기 및 개인 가옥에서 연기감지기

로 사용되는 등 보안 및 재해방지에 활용되고 있다.  추적자 이용기술은 화학공장, 

석유가스공장, 펄프제지공장, 폐기물처리공장에서 물질전달측정에 이용되며, 오염물

질의 거동분석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감마투과검사는 건설, 석유가스, 보일러제조, 

주물, 항공기 및 자동차 산업에서 비파괴검사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의학적 이용은 방사선관련 화상진단, 의료기기, 진단 조영제, 방사성 의약품의 순

이며, 핵의학 이용분야의 경우 1990년 이후 관련시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

게 확대되어 미국의 경우 1997년에 17%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년 동안 

년간 10%내외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개도국의 경우에도 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다.  방사선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각종 난치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며, 방사선 진단은 임상의학의 필수적 요소로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의 경우 

세계시장(전체 약 11억달러)에서 미국이 47%, 아‧태지역이 26%, 유럽 20% 등을 차

지하고 있다.  감도와 해상력이 탁월한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SPECT(단광자

방출단층촬영)를 이용한 핵의학적 진단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감마선, 양자선 등을 이용한 외부방사선 치료는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양성자를 이용한 치료가 시행 중이다.  

농업분야는 돌연변이 육종 및 식품조사에 이용되며, 미국 전체 농작물생산량의 

약 3%가 돌연변이 육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WHO, FAO, IAEA, FDA 등 국

제기구에서 식품조사를 승인하고 있으며, 감마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세균침투 및 부

패 방지, 품질보존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5)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 : 미일비교, 2001.8, 일본 문부과학성 연구진흥국 양자방사선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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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연구용 원자로는 73

대가 운전 중이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싸이클로트론은 59대, PET용 싸이

클로트론은 167대, 기타 동위원소 생산용 가속기 29대가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오

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경우 동위원소 생산전용 원자로를 폐쇄할 예정이

나, 캐나다는 동위원소생산 목적으로 10MW 출력의 원자로 2기가 신규 운전 중에 

있다.26)  세계의 동위원소 생산설비 현황을 표 3-2와 그림 3-1에 보였다.

표 3-2. 세계 동위원소 생산설비 현황

 장치형태 설비수 OECD 국 

 연구로 73 30

연구로 중 고중성자속 원자로 6 3

 가속기 255 219

의학 동위원소 생산용 싸이클로트론 59 47

PET용 싸이클로트론 167 151

일반 가속기 29 21

 중 안정 동위원소 생산설비 11 6

그림 3-1. 세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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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방사선 이용 현황

26) Beneficial Uses and Production of Isotopes, 2000, OECD/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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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사선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년 기준 1,755억원으로, 

원자력공급기관 매출액의 9.1%, GDP의 0.0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방사성동위

원소 생산 및 수입을 통한 매출액이 227억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파괴

검사, 식품조사 등의 서비스업을 통한 매출액이 1,516억원으로 86%를 차지한다.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은 의료계 125기관, 산업체 913기관, 연구 및 교육 410기

관, 기타 244기관 등 총 1,692개 기관이며, 방사선산업 작업종사자는 산업 4,775명, 

비파괴검사 3,225명, 교육 2,946명, 의료 2,273명, 연구 2,154명 등 총 15,927명이

다.27)

미국‧일본과 비교하여 국내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분야의 산업규모는 

GDP대비 0.3%로 미국의 1.5%,  일본의 1.0%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로 방사선 이

용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자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0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는 원자력산업의 80% 정도를 비발전 응

용분야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부분이 정부부분을 앞서고 있다.  2000년 기준으

로 방사선 이용 시장 규모 및 구성을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표 3-3에 나타내었다.

표 3-3.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방사선 이용 비교

        국가

구분
미국('00년) 일본('00년) 한국('00년)

시장규모 1,580억달러 680억달러 1.5억달러

GDP 대비 비율 1.5% 1.0% 0.03%

발전 :  비발전 20 : 80 46 : 54 90 : 10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로는 다목적연구로인 「하나로」가 1995년부터 가동되었

고 동위원소 생산시설이 1997년 완공되었으며, 의료용 싸이클로트론 4대가 가동 중

이다.  「하나로」및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

원소인 요오드(iodine; I)-131, 테크네튬(technetium; Tc)-99m, 홀뮴(holmium; 

Ho)-166, 이리듐(iridium; Ir)-192, 코발트(cobalt; Co)-60, 인(P)-32, 탈륨(thallium; 

Tl)-201, 요오드(I)-123, 불소(F)-18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240 억원 규모의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 시장에서 국내 생산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억원 정도로 금

액 기준 95%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방사성 동위원소 응용기기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7) 제6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 2001.10, 한국원자력산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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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수입 현황

구  분 방사능 (Ci) 금 액(백만원)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방사성동위원소 수입

  - 방사선발생장치 포함

494

848,573

1,024

23,041

112,827

합 계 849,067 113,851

(다) 방사선 이용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방사선의 이용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이용 확대 단계에 있으나 전

체적인 기술수준은 태동기에 있다.  미국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개발

기술의 이전 및 시설운영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며, 일본의 경우 기술성

숙화 단계로 민간과 정부의 비중은 비슷하며, 비발전분야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수년간이 기반조성 및 도약기로 방사선 이용 산업확대 및 응용기

술의 개발과 함께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첫째, 동위원소의 수급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시장 규모의 증가와 함

께 방사성 동위원소 시장의 확대를 전망할 수 있다.  증가되는 산업적 수요의 충족

과 방사선 이용 연구에 사용되는 동위원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동위원소 생산

을 증대시켜 양적으로 동위원소의 자급 비율을 확대해 나가야하며, 또한 의학 및 

산업이용 분야의 특성화 연구를 거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새로운 

동위원소의 개발을 위하여, 핵의학 및 의학방사선 분야의 임상연구와 함께 가속기 

등을 이용한 유망 동위원소의 생산기술의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방사선 기술의 활용분야 측면에서 현재 방사선 이용 기반 기술로 「하나

로」, 양성자발생장치, 레이저발생장치, 전자빔 발생장치 등을 이용한 방사선 생산

기술과 방사성동위원소, 중성자빔, 양성자빔 및 레이저 등의 이용 기술의 개발이 추

진되고 있으며, 방사선 이용 기술은 첨단산업인 IT, BT, NT, ET, ST와 연계되어 

관련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방사선 이용 기

술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수립에 있어서 첨단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개발 기술의 이전‧확대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로 인력의 양성 관점에서 외국의 대학에서는 방사선 응용 산업 및 의학 부문

의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약학연구도 유망한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은 DOE의 주도로 대학 및 연구소의 관련 연구를 위한 지

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학의 교육과정의 수립에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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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용 기술의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방사선 이용기술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에서 정부 및 

공공독립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업성의 

증가로 인해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에 관계된 활동에의 민간기업체의 참여가 증가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및 의학적 부분에서는 국가 정책이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상업적 측면의 활성화와 함께 국내 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의 획득 관

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 원자력산업은 전체 GNP의 2%수준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비의 

원자력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원자력계가 현재와 같은 발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경우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과학기술계에서의 원자력의 입지는 

계속 약화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5개 분야의 신기술분야는 상당부분 

원자력기술과 연계가 되어 있으며 특히 방사선 이용과 응용 등 방사선 기술과 연계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방사선기술을 활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

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BT, NT, ET 등 신기술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수

적으로 보인다. 특히 방사선기술은 비원자력계와의 공생과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

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사선기술의 이용개발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이미 선정된 국가중점 전략기술분야에 방사선기술(RT)이 포함되도록 원

자력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선 발생장치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기술선진

화 그리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방사선기술의 이용과 응용이 관련산업분야에 효과

적으로 파급이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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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인력 확보

(1) 개요

200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이공계 대학에 대한 신입생들의 지망율이 현저히 줄어

들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원자력계를 포함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높아지

고 있다.  국가발전과 경제와 산업의 추진력은 사실 알고 보면 훌륭한 인적자원의 

양성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과거의 우리나라

의 눈부신 경제와 산업의 고도 성장은 물론 원자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도 높은 교

육열과 투자 이에 따른 우수한 기술인력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력산업도 다른 산업과 달리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기술인력의 확보가 산업경쟁력의 성패를 판가름한다. 과거의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

개발은 참으로 다행하게도 우수한 인력을 토대로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40여년 동

안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과 훈련으로 국가 원자력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선진국수준에 진입을 하고 있으며 원자력선진국

들과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과학기술의 인력

의 양성과 과학기술 수준향상에도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그러나 IMF경제 이후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특히 과학기술계의 고용불안과 

사기 저하가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확산되어 향후 이공계 분야의 인력수급에 많

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WTO 체제아래에서 시장개방이 촉진되고 국제적

으로 지역간 국가간 산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수한 인력의 확

보는 원자력계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국내 원자력인력 관련 동향

최근 실시된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서 보면 국내 원자력계 인력은 2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원자력공학과가 설치된 6개대학에서 매년 250명이상이 배출되고 

있다. 학부과정의 경우 배출인력은 ‘96년의 194명에서 2000년에 157명으로 30%가까

이 감소하였으며 최근에 들어 이러한 추세는 심화되고 있다. 

원자력 전공자의 취업자수도 ’96년 130에서 2000년 92명으로 감소하였다.  지난해 

년말 정부가 마련한 원자력 인력양성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도 이러한 상항을 고려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대책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원자력계 스스로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도 원자력 인력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우려하여 원자력에 대한 젊은 과

학기술인의 관심유도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청년원자력회의(IYNC)가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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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2년마다 총회가 개최되어 오고 있다.  최근 IYNC 한국지부에서 산업체와 학

교의 젊은 원자력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응답자의 75%이상

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취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자력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3) 인력수요 전망과 대책 방향

지난해 확정된 제2차 원자력진흥조합계획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원자력 5대 선

진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국가 원자력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6

년 28,000명 원자력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2010년

까지 5만여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재 운전중인 16기 원전 외에  향후 2015년까지 10기원전을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며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는 세계 5대 원자력 주도국으로 진입을 위

하여  부문별로 장기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분야와 함께 방사

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절한 인력수급 대책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원자력활동은 우리나라를 포함 일본과 중국 등 일부국가에서 활

발하여 미국과 유럽 등 원자력전문인력의 부족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인다. 더구나 과거 IMF시기의 고급인력의 유출처럼 미

국에서 원자력이용 활성화가 되는 경우 원자력인력의 미국으로의 유출도 예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산업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 충족과 원자력의 해외

진출과 국제화 등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한 전문인력 등의 양성도 더욱 절실하게 요

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과 함께 원자력분야의 경

우 이미 오래전 부터 3D업종으로 깊이 인식되어 있는 점과 초창기의 자부심이 강

하던 우수인력들의 노령화와 원자력에 대한 인기도의 하락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

다. 이와 하께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T에 우수인력이 집중되는 경우 원

자력분야의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수인력 유치에는 원자력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이 우선적

으로 요구된다.  이와 함께 원자력의 장기비젼을 제시하여 우수인력이 원자력분야

로의 지원을 위한 사회적인 여건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함

께 더 늦기 전에 원자력 인력의 확보와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

하여 추진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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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연구개발 안정적 추진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원자력이용개발 확대가 불가피하며 앞으로도 원자력을 보

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원자력 연구개발은 전문성과 효율성 등으로 주로 정부주도 하에 수행되

고 있지만 연구결과의 최종 수혜자는 원자력발전회사를 중심으로 한 일반 산업체와 

국민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원자력설계기술, 중수로 및 경수로 핵연료

개발 등을 국산화하여 이전함으로써 산업체는 1980년대 외국기술에 의존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운영․정비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연구사업을 통한 대표적인 성과는 원자력발전 설계기술의 국산화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자립 과정은 중수로 핵연료개발 (‘87), 경수로핵연료개발 

(’90), 한국표준형원자로개발 (‘95)과 차세대 원전 설계기술개발 (APR-1400), 중수로

용 개량핵연료 (CANFLEX-NU) 개발 등으로 이어져 원자력발전사업체에 직접 활용

되고 있다. 또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에서도 국내 원자력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술의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기술개발 투자의 결과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국가 수요 목적 하에 수행되고 있는 현행 원자력연구개발사

업은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개발의 성과는 산업체에 활용되어 왔

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원자력은 거대 종합과학으로서 많은 연구 Infrastructure가 요구되며, 순수 원자력

기술 뿐만 아니라, 기계, 재료, 토목 등 각종 기술분야가 망라된 종합적인 연구를 수

행하여야 하므로 특정 기술분야보다 연구영역이 광범위하며 연구개발에도 많은 재원

이 소요된다. 즉 원자력의 특성상 안전성을 전제로 한 실증․실험 등이 요구되므로 

타분야에 비해 Hardware 투자 등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학기술투자 목표인 GNP 대비 

5%라는 guideline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원자력연구개발 투자비는 결코 많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2001년도 원자력 연구

개발 투자 규모는 약 2,290억원으로 이는 GDP(545조원) 대비  0.04  %로서 선진국

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표 3-5 참조). 또한 우리나라의 원자력연구개발 총 

투자비는 표 3. XX에서 보인 것처럼 미국의 1/36, 일본의 1/21에 불과하며, 미국의 

한 국립연구소(예: LANL: 17,756억원, LLNL : 12,014억원, BNL : 4,614억원)의  예

산 규모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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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주요국의 원자력연구개발 예산

구 분 미국 일본 한국

원자력연구개발 예산

(’01년, 억원)

81,555

( 61.5억달러)

48,835

( 4,838  억엔)
2,290

GDP 대비 비율(%) 0.06 0.08 0.04

주 : 환율은 1,361원/US$ 적용 (2001년말 기준환율)

출처 : 2001년도 원자력포켓북(일본원자력산업회)

표 3-6.  주요 선진국의 원자력예산

(억원)

‘97 ‘98 ‘99 ‘00 ‘01

한국 (MOST)* 856 1,204 1,403 1,627 1,842

일본 53,389 49,420 53,600 52,883 48,835

미국 (DOE) - 64,013 62,882 68,276 81,555

프랑스 (CEA) 26,240 24,153 19,820 - -

독일 (BMBF) 19,142 17,737 14,649 - -

영국 (UKAEA) 4,644 6,096 3,926 - -

 * 한국은 원자력연구개발 사업만 포함 (기관고유 사업은 산정되지 않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이용개발은 확실한 에너지 안정수급 대안이 있

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이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연구개발 부문에서도 경

쟁력 확보와 원전기술의 고도화 및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이 불가피하며, 연구재원의 

안정적 확보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자력기금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연구개발재원의 조달에서 정부와 원자력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동노력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2년 개최된 제230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92-’01)을 

추진할 것을 의결되었으며, 당시의 중장기계획은 크게 정부주도 과제 및 산업체주도 

과제로 구분되어 수립되었다. 정부주도 과제와 산업체 주도 과제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정부주도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산업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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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운영과 관련된 단기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한

다는 것이었다. 

이후 1997년부터 2단계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부주도 과제만이 원자력연구개발 중

장기계획으로 남게 되었고 산업체주도 과제는 원전기술 고도화 계획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은 과학기술부주관으로 추진하며 원전

기술고도화계획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서는 산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

설, 운영과 관련된 연구개발도 최근 다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원전

기술 고도화 계획을 망라한 통합된 국가 원자력연구개발 계획이 추진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전기술 고도화계획을 지원하기 위하

여 사용되고 있는 재원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기존의 원

자력연구개발 재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연구개발 재원을 용도에 따라 구분 관리하

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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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확산저항성 원자력기술 개발

(1)  개 요 

우리나라는 원자력이용개발의 시작에서부터 분단국가의 지정학적인 상황으로 국제

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아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가원자력정책의 

투명성과 사업추진과 연구개발에서 여전히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정책의 투명성과 원자력사업 및 활동의 신뢰성제고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앞서 2장 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 들어 국제적으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

템의 개발이 경쟁적으로 국제공동연구로서 추진되고 있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에서 원자력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핵확산저항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핵비

확산체제의 국제적인 강화 움직임을 고려할 때 국내 원자력기술개발에서도 핵확산저

항성 기술개발과 이와 관련된 정책과 전략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즉 원자력이용에 있어서의 현재의 주요 이슈는 경제성, 안전성, 방사성폐기물의 처

분 및 핵확산저항성 등으로 미래 원자력이용의 전개는 기술적 측면의 충족과 함께 

정책적,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새로운 원자력시스템의 도입에 있어서 사회

적 수용도의 증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원자력시스템은 다른 발전원 및 에너지계통

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원자력에 대해 적용되는 핵확산의 위

협으로부터의 안전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28).

반면에 지금까지 핵확산저항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와 

경제성 평가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핵확산저항성의 평가 방법론의 개발은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이를 통한 원자력시스템

의 투명성과 안정성의 확보로 원자력시스템이 핵확산의 위협과 핵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유지되어야만 사회적 수용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미래 원자력의 

순조로운 전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원자력시스템 핵확산저항성의 속성

1999년 11월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에너지연구자문위원회 (NERAC ; Nuclear 

Energy Research Advisory Committee)의 TOPS(Technology Opportunities for 

Increasing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of Global Civilian Nuclear Power System)

28) NUCLEAR POWER IN THE OECD, OECD/IE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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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ask Force는 핵확산 저항성을 판단하고 기술적 기여도가 유용한 분야를 명확화

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측정기준 집합을 결정한 바 있다. 29)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기술의 평가와 비교를 위한 체제(framework)로서 핵확산저항성의 속성(attribute)이 

정의되었으며, 기술 평가체제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o 핵확산의 위협, 핵연료주기관련 활동과 핵확산 사이의 연계성

o 위협에 대한 다양한 방벽(Barrier)의 명확화

o 각각의 시스템과 보조시스템에 대하여 방벽의 유효성을 특성화할 중요 속성에 

대한 개요 

민간 원자력시스템의 일반적인 핵확산위협은 (1) 전용 및 탈취에 대한 핵물질의 

전용; (2) 시설, 장비 및 기술의 오용; 그리고 (3) 원자력 숙련기술 및 전문지식의 전

파의 크게 세가지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핵확산저항성과 관련한 방벽으로는 크게 

핵물질의 품질 또는 조성과 기술적 장애 정도 및 제도적 정비를 들 수 있으며 앞의 

두 항목은 고유(intrinsic) 방벽으로, 세 번째는 외부(extrinsic) 또는 제도 방벽이다. 

고유방벽은 기술에 고유한 것들로 핵연료주기의 요소, 시설 및 장비에 관계되며 외

부방벽은 고유 방벽의 세부적 이행 및 취약점의 보완에 의존한다.

각 방면의 속성의 중요성은 기술의 보유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암

암리에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경우 제도방벽 중 보장조치의 속성들이 중요하다. 진

보된 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기술장벽 중 시설의 비매력성 속성이 중요하며 기

술을 개발중인 국가는 물질방벽의 동위원소 및 화학적 방벽과 기술방벽의 가용질량 

속성이 중요하다. 또한 준국가집단의 경우 기술방벽의 시설비매력성은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그와 함께 물질방벽은 전체와 기술방벽의 가용질량과 시간 속성이 중요하

다.

(3)  미래형 원자력시스템의 기준으로의 핵확산저항성

(가)  IAEA INPRO

2000년 9월 IAEA 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원자력국이 주도하는 혁신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국제 프로젝트인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가 추진되고 있다. IINPRO는 사용자요건을 크

게 4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네 범주에 공통된 cross-cutting 이슈를 포함

하여 총 5개로 하고 있다. 각 항목은 1) 경제성, 2) 환경,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 3) 

안전, 4) 핵확산저항성이며 이에 각 범주 공통(cross-cutting) 이슈가 포함된다.

29) DOE, "Attributes of Proliferation Resistance for Civilian Nuclear Power Systems", Octo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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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원자력시스템이 핵확산저항성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 기술적 특

성으로 핵연료주기기술이 고유의 핵비확산성을 가져야 하며, 2) 원자력시스템이 제

도적으로 정비된 체제하에서 개발, 건설, 운영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3) 지방, 국

가, 지역 및 국제기관에 의한 통제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IAEA는 핵확산저항성을 국제적인 핵비확산성 체제에 도입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에 

근거한 체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IAEA의 권한내에서 핵확산 저항성 및 테러리즘의 

방지에 기여하는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하여 미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반

영하고자 하고 있다. 

INPRO의 경우 핵확산 저항성 원자력시스템의 예로 아래와 같은 개념들이 제안

되었다.

· 물질의 추출이 힘든 연료를 사용하는 시스템 

· Pu나 U-233의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로

·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지 않는 원자력시스템

· Pu-239의 농도가 매우 낮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스템

·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새 핵연료의 공급후 모든 사용후 연료의 제거

· 한 형태의 원자로의 사용후연료를 다른 시스템에 연료로 사용

· 농축 및 재처리의 관리

· 다국간 에너지파크을 통한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외에도 IAEA에 의한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및 네트웍 기능

이 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근거한 접근법으로 핵확산저항성 시스템의 사회적 지지도를 

증진시키며, 수출입, 인가 및 재정제도의 정비를 통한 용이성의 부여, 확실한 연료

의 공급과 폐기물의 처리의 촉진, 사찰의 비용 및 관입의 감소 등이 있다.30) 

전문가 회의는 핵확산저항성 기본원칙으로 (1) 오용을 위한 핵확산의도자의 능력, 

숙련기술의 요구도를 증가시키고, (2) 고유방벽을 통하여 핵불질의 비매력성을 증가

시키며, (3) 보장조치등의 외부(제도) 방벽을 통한 핵확산동기의 감소 및 (4) 탐지소

요기간 단축등을 통한 핵확산기회의 감소를 통한 핵확산의 위험의 감소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핵테러의 의도로 원자력시스템의 오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

스템의 특성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첫째로 고유/공학적 방벽으로 사용물질, 공정, 

취급 측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설계 고려사항, 두 번째로 보장조치와 통제 특

성으로 소유/운전주체, MPC&A 방책, IAEA보장조치 측면에서의 설계, 비용/노력, 

30) Thomas E. Shea, et al. PROLIFERATION RESISTANCE I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CONE 10-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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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서의 고려 마지막으로 그 이상의 제도적 특성으로 국가의 제도 정비와 다국

적 에너지파크 등을 통한 에너지원의 생산을 예로 들고 있다. 현재 INPRO의 핵확

산저항성 사용자요건은 개발 단계이며 2002년 내의 보고서 발간으로 예정되어 있

다.

(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Nuclear System)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회의에서는 Gen IV 개념의 최종선정과 

미래의 원자력시스템의 연구개발 계획을 위한 기술지도(roadmap)가 작성 중이다. 

핵확산저항성은 GEN IV 원자력시스템의 평가에 사용된 시스템의 목표(Goal) 중의 

하나로 목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전성 및 신뢰성(Safety & Reliablity), 

경제성(Economy) 및 핵확산저항성과 물리적 방호(Proliferation Resistance/Physical 

Protection)로 구성되어 있다. 

GEN IV 원자력시스템의 선정평가에 사용된 기준은 제안된 원자로개념의 수명주

기동안 고유방벽 및 외부방벽을 포함하여 상대적인 핵확산저항성을 다루고 있다. 

원자력 주기기술의 지속가능성은 핵연료주기를 망라하고 지질학적 처분한 폐기물까

지 고려하여 모든 전용과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의 미신고 생산에 관계된 국가 

수준의 핵확산에서 높은 저항성을 가지느냐에 의존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은 준국가집단에 의한 탈취나 파괴행위(사보타지)에 관계된 핵테

러에 대한 저항성에도 의존한다. 최종적인 심사는 원자로에 사용되는 물질의 취약

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유특성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실행가능성과 성취에 

대한 평가가 수송과정도 포함한 전반적 에너지시스템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수명

주기동안의 물질통제/개량(MC&A), 물리적 방호 및 국제적 보장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원을 측정하고 최소화함으로써 강한 고유핵확산저항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다.

(4)  미래원자력시스템의 개발과 핵확산저항성  

핵확산저항성 영역에서의 현재까지의 평가는 핵연료 주기의 특정 부분에 국한되어

있거나, 특정 핵연료주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전문적 의견에 기반을 두어 왔

다고 볼 수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TOPS에서 시도한 방벽의 속성에 근거한 평가체제

나 INPRO와 GIF에서 원자력시스템 수명주기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대적인 평가는 

앞으로 미래 원자력시스템개발에서 많은 영향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전의 연구에서 핵연료의 재순환 공정에서 핵무기로 전용 가능

한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이나 동위원소를 따로 분리하는 과정이 없고, 고방사선 

환경의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면 핵확산 고유 저항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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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핵무기로의 전용의 방지와 함께 원자력 시스템을 대상으

로 파괴행위의 결과로 인한 비상시에도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핵방사능 물질

의 시스템의 경계내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

다.  

그리고 원자력시스템의 고유한 핵확산저항성과 함께 유해한 핵물질의 이동경로를 

최대한 줄이고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막는 것 등을 포함한 제도방벽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래 원자력시스템은 핵확산고유저항성과 핵연료주기에서도 고유한 방

벽을 요구하고 있다.  자원이 없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이용은 에너지안보차원에

서 계속되어야 한다면 핵확산저항성 기술개발은 필수적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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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 자 력  G - 5 진 입  전 략  분 석

1. 국가 원자력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경쟁력

(1)  국가의 원자력 기술력의 정의

국가의 원자력분야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 방법은 아직까지 정립이 되어있는 보고

는 없게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면 기술이 가져야 할 의미와 부

수적 의미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으며 주요 구성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ㅇ 기술이 가져야 할 본질적 의미

   - Hardware, Software, Information, Facility, Manpower

   - Institutional System, R & D Programme, Infrastructure, etc.

ㅇ 기술이 가져야 할 부수적 의미

   - 산업적 파급효과: 산업적 활용, 공공적 활용

   - 사회적 관계: 경제적 사회적 발전 기여 또는 수용성, 기술문화

   - 국제 정치·외교적 효과

ㅇ 주요 고려 요소

   - 시장성 및 잠재력: 수요 창출, 수요대체 등

   - 사회적응성: 사회적 적응/저항/친밀성

   - 지속가능성: 

    * 기술의 진화가능성(경제성 향상, 환경친화성, 사회문화성의 향상),

    * 기술의 정치･사회 여건 개선/지속 가능성(정책지속, 정보확대, 문화의 발전)

    * 기술수명 연장(기술투자, 인력개발, 연구시설 확충, 연구개발계획)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력을 정의하는 경우 주요 요소와 비중을 본다면 표 

3-7과 같다.

(2)  국내 원자력기술의 수준 평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차원의 기술수준 평가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가 요구

되며 평가방법의 개발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의 비교 평가처럼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통한 통계적 방법이나 자료를 토대로 한 기준 평가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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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기술력 정의 주요 요소와 비중 평가

기술력 평가 항목 주요 평가요소 비  고

기술의 정립 

ㅇ핵심기술의 확보단계

ㅇ주변기술의 가용단계

ㅇ기술확보체계 연계단계

 연구개발게획, 자원,

 기술계통체계 등

기술의 성숙 

ㅇ기술개발단계

ㅇ핵심기술의 파급단계

ㅇ차세대 기술과의 연계성

 실용화/도입 

 경쟁력/잠재력

기술 활용

ㅇ활용분야의 수요 규모

ㅇ기술 주도 수준

ㅇ기술활용 지속성

 대체 또는 경쟁기술과의 

 경쟁력

기술의 사회성

ㅇ경제성

ㅇ사회적 저항/적합성

ㅇ법적,제도적 지원 여건

 기술의 사회적 친밀도 

 또는 적응도

국내 전문가들의 국가의 원자력기술의 전반적 수준평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원자력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과의 정성적 방법론에 의한 

수준 비교에서는 현재 원자력발전분야는 세계 6-7위 권으로 보고 있으며 원자력연

구개발을 고려한 원자력 기술수준은 10권으로 전반적으로 8 - 9 위권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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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주요 원자력 선진국과의 원자력 수준 비교( 정성적 평가 예)

구분

원자력 규모 사회성측면

발전

규모

RI 생산

능력

원전 설계

제작 능력
수출 
경험

핵연료
주기 
시설

방폐

시설

국제

협력

수준

국민

수용성

미  국 大大 大 大 ○ ○ ○ ○ ▽

프랑스 大 大 大 ○ ○ ○ ○ ◎

일  본 大 大 大 × ○ ○ ○ ○

러시아 大 大 大 ○ ○ ○ △ ○

영  국 中 大 中 × ○ ○ △ △

독  일 大 中 中 × △ ○ ○ ×

캐나다 中 大 小 ○ △ △ △ ▽

한  국 中 小 小 × △ × ▽ ▽

구분

원자력기술 수준

종합
원전

고유

모델 

보유

비

원전용 

원자로 

개발 

능력

Gen 

IV 

개발 

유무 및 

의지

차세

대형 

핵연료 

개발 

능력

소재 

국산

화율

독자적 

안전

능력

방폐

기술

능력

RI 

활용

도

기초 

기반 

기술 

능력

핵융합 

기술

능력

미  국 ○ ○ ○ ○ ○ ○ ○ ○ ○   ○ 1

프랑스 ○ ○ ○ ○ ○ ○ ○ ○ ○ ○ 2

일  본 ○ ○ ○ ○ ○ ○ ○ ○ ○   ○ 3

러시아 ○ ○ ○ ○ ○ △ ○ ○ ○   ○ 4

영  국 ○ ○ △ ○ ○ ○ ○ ○ △   ○ 5

독  일 ○ ○ × × ○ ○ ○ ○ ○ △ 6

캐나다 ○ × △ × × △ × ○ △ △ 7

한  국 ○ △ ○ ○ ▽ △ ▽ △ ▽   ▽ 8

(주) 大 (대규모 보유), 中 (중규모 보유), 小 (소규모 보유), 

    ◎(최상수준), ○(높은수준), △(중간수준), ▽(약간 낮은수준),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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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기술혁신체제의 정립

(1)  원자력기술의 국가혁신체제 정립 필요성

우리 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패러다임은 1990년대 초에 들어 연구와 사업을 분리하

면서 바뀌었다. 즉, 1980년대까지의 원자력 연구개발은 시장주도(Market Pull)형 개

발단계로 원자력 발전기술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기관별로 각자

의 특성에 따라 역할분담을 하여 수행되어 왔으나,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서는 상용 

원자력발전소 관련기술의 자립 완성과 설계기술의 산업체 이관 이후에는 원자력 미

래 혹은 차세대기술이나 요소 개량기술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기술주도

(Technology Push)형 개발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원자력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체제정립의 필

요성이 자연스럽게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확보된 연구개발 인프라를 유지‧활용하기 

위한 정책이외에 새로운 원자력이용개발의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새

로운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혁신과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

한 부문별 또는 기술분야별 혁신체제의 종합적인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 기술개발의 장기 비젼 설정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정 

보완 및 중장기 연구개발 수행계획의 주기적인 검토 보완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2)  원자력 기술혁신에서의 국가 R & D의 역할 

R&D를 보다 넓은 의미에서 ‘기술변화에 있어서 문제해결과정’으로 정의할 때, 개

도국도 R&D를 통한 기술능력 및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마련하

게 된다.  과거 우라나라가 기술자립을 추진한 캔두형 핵연료를 비롯한 원자력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 성과를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술학습의 후기 혁신단계 뿐 

아니라 초기 흡수단계부터 기술학습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선진국의 기술을 선택하고, 이를 도입, 흡수, 적응하는 

문제해결과정에서 국내차원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발생되면서 내재화 될 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기술능력 및 산업경쟁력 발전을 보육 또는 주도하는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과학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기

술능력 개발에 대한 높은 투자 위험 때문에 기업주도의 국내 산업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R&D는 국내 기술능력을 축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기술능력을 발전하기 위한 국가 R&D의 역할은, 장기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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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국가의 산업기술경쟁력을 확보 또는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즉 국제시장에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획득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국가의 기술학습전략에 의해서 국가 R&D 역할이 설정되어야 한다.  즉 국

가 R&D의 역할은 특히 관련 국내 기업 또는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국가 R&D는 국내 기술 및 산업 

경쟁력 획득 및 발전을 위한 국가 고유기술능력 개발에 진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 R&D는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고 국내 기술과 경제활동의 대외의존

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고유기술능력을 확보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되 핵심기술의 자립을 선도하고 나아

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유 기술능력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3)  원자력기술혁신체제의 정립 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원자력기술의 개발은 많은 변활르 예고하고 있

다. 즉, WTO체제아래에서 시장개방은 추진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산업의 경쟁력강화

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된 원자력시스템이 

아니면 발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을 수가 없으며 핵확산저항성을 갖추지 않고는 국

제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원자력기술의 연구개발은 첨단 연구시설과 고급전문인력이 요구됨에 따라 

투자재원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하께 기술정보의 축적과 유통에

서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체제에서는 산학연협력체제가 

인적, 시설, 정보교류 등에서 정립되어야하며 이와 동시에 첨단 연구시설과 최신 기

술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와 기술협력 체제의 정립도 요구되

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원자력산업체의 성공

적인 육성 등으로 기술능력이 제고되었으며 대학의 경우도 축적된 연구경험과 연구

시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체제에 상당부분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

다.

반면에 원자력 중장기사업은 원자로와 핵연료, 기초과학과 기반공학, 방사선 및 방

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 등 크게 분류되고 있으며 분야별  기술혁신 측면에서 특성

에 맞는 기술혁신 체제의 정립도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기관과 관

련 산업체, 국제공동연구(협력)센타가 연계된 기술혁신 클러스터의 개념 도입과 육성

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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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G-5진입 전략

(1)  원자력 G5 진입의 중요성

원자력기술 강국의 실현을 통한 국력 신장

○ 21세기에는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며, 

○ 원자력 개발․이용의 확대가 전세계적으로 요청받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준을 초일류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원자력개발․이용에서의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 우리나라 원자력을 전략 수출산업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 현재의 10대 원자력 강국(G10) 수준에서 5대 강국(G5) 수준으로 

도약시켜야 할 것임

○ 혁신 및 첨단 원자력기술 개발에 세계적 리더십 발휘

○ 원자력기술 강국 달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제고

○ 원자력산업 수출의 증진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 확대

○ 원자력 이용․개발 기반 강화로 국가 에너지안보 능력제고

○ 남·북한 간 원자력협력 및 교류 촉진과 한반도에서의 전력수급 안정 

도모에 기여

○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적 환경규제에 따른 미래 에너지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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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G5의 정의와 요건

G5 정의

원자력 기술수준 및 산업규모의 세계 5대 강국

G5 진입 요건

○ 국가 주종에너지로서 원자력의 역할 확보

○ 원전 설계․제작 능력 확보 및 수출산업화

○ 핵연료주기기술의 자립

○ 독자적인 안전성 입증 능력 확보

○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능력 확보

○ 방사선/RI 분야의 첨단기술 및 생산능력 확보

○ 원자력 첨단 및 기반 기술 개발 능력의 확보

○ 국제원자력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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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

(가) 원자력발전

○ 원전계획의 착실한 추진으로 원전 규모는 세계 7위권임.

○ 2010년까지 원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세계 5위권 진입이 가능

함.

(나) 원전 설계․제작

○ 원전기술자립 정책의 성공으로 원전 설계 및 제작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단계임.

○ 기술경쟁력 확보와 국내 산업체제의 효율화를 통해 원전 수출국으로 부상 

전망.

(다) 원자로 개발

○ 차세대원자로(APR), 중․소형 원자로(SMART), KALIMER 등을 개발하

고 있으며, 세계적인 Gen IV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참여 중임.

(라) 핵연료주기

○ 국내 소요 핵연료는 전량 자체 공급하고 있으며, 설계 및 제조 기술은 경

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핵연료 소재 대부분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우

라늄 농축 및 재처리 분야는 접근이 제한되고 있음.

○ 독자적인 미래형 핵연료와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기술을 개발중임. 

(마) 원자력안전

○ 원전 운영 및 규제 기술은 상당 수준에 와 있으나, 독자적 문제해결 능력

은 미흡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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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이용 확대에 따른 위험도 관리, 안전성 최적화 및 차세대 원자력시

스템의 획기적 안전 개념이 개발 중임.

(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

장하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저감화 및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 중이며, 제염․해체

기술은 개발 초기단계에 있음.

(사) 국제협력

○ 선진국 중심으로 기술협력이 편중되어 있으며,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적․
전략적 협력 외교가 미약한 상황임.

○ 꾸준한 원자력외교를 통하여 IAEA 상임이사국으로 진입단계에 있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으나,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및 기여도가 아직은 미약함.

(아) 원자력정책 및 연구개발

○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원개발 정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

○ 원자력정책 개발, 추진체제 및 법 체제 등은 상당히 발전되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함.

○ 과학기술, 에너지, 통일, 외교, 국방 등과 밀접히 연계된 종합정책으로서의 

위상에 부합되도록 인문․사회 분야와의 연계활동이 요구되고있으나 미약

한 수준임.

○ 연구개발 투자가 상당히 확대되어 왔으나 절대 규모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음.

○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어 상당한 성과를 보

이고 있으나, 기술적 도약을 위한 체계적․전략적 연구개발정책이 미비함.

○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위한 연구시설이 부족함.

○ 원자력 이용․개발에 대한 국민이해 확보가 미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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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 G5 진입 방안

(가) 2010년 G5 진입을 위한 목표

기술적 목표

○ 차세대형 원자로, 중․소형 원자로의 개발로 원자로 분야 세계 5위 

달성

○ 핵연료주기 핵심기술 확보

○ 독자적 원자력 안전성 입증 능력의 확보

○ 원자력 재료 및 부품의 국산화 달성

○ 원자력 기반 기술 및 시설은 세계 10대 원자력선진국 수준으로 도약

○ 방사선/RI 생산․이용은 세계 8대 원자력선진국 수준에 도달

산업적 목표

○ 원전 시설용량 세계 5위 유지

○ 일인당 원전 발전량 세계 3위 달성

○ 세계 5대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 부상

○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기술의 확립 및 종합처분장의 건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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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 원자력 5대 강국 (G5)

○ 2010년 5대 원자력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규모 측면(산업 투자)보다 원

자력 수준 향상(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함

(주) 미국과 상대 비교 (• : 2001년 현재 상황, ○ : 2010년 상황)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일본

독일

한국 (현재)

캐나다

중국

원
자
력
수
준

원자력 규모

한국 (2010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일본

독일

한국 (현재)

캐나다

중국

원
자
력
수
준

원자력 규모

한국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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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 G5 진입 추진 방안

기본 전략

○ 선택과 집중 전략 채택

- 원전 산업 분야 등과 같은 현재의 강점을 최대한 유지․활용

- 가속기, 신소재, RI 생산․이용 등과 같은 현재의 취약부문은 집중 

육성

- 핵융합 등과 같은 장기간 소요, 대형 투자 부문은 기술 추적

-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 개발에 중점

○ 현 원자력발전 우선 정책 견지

○ 외국과의 전략적 제휴 등 경쟁적 협력관계 적극 모색

○ 원자력연구개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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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안

가. 선택과 집중에 바탕한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 미래의 원자력기술 표준을 이끌 미래형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에 최고 우선순위 부여

- Gen IV 원자력시스템, KALIMER 시스템 등

○ 비원전 원자력 개발․이용의 집중 육성

- 첨단방사선센터의 육성을 통한 방사선/RI 이용 기술 및 산업 육성

-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SMART의 조속한 산업화 실현

○ 원자력기술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원자력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개발 추진

- 민․관․학․연 협동으로 벤처 등 중소기업 육성

○ 선진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기술 확보

○ 핵융합 등 장기간 소요, 대형 투자가 요하는 프로젝트는 별도의 정부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

나. 원자력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

○ 국제 첨단공동연구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원자력선진기술 확보의 

조속한 실현

-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등 전략 핵심기술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민감기술 확보에 활용

- 세계를 선도할 국책과제의 발굴과 개방형 국제공동연구화 

• I-NERI를 미국뿐 아니라 타 국가로 확대 개편하여 추진

○ 외국 원자력산업 Major와의 전략적․선택적 제휴를 통한 원전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 모색

- 국내에는 독자적 원자력 공급산업체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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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안

다. 국민이해를 바탕으로 한 원자력발전 정책의 견실한 유지

○ 인문․사회 분야와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국민이해 확보

- 인문․사회계 교수, 언론인을 대상으로 원자력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확대 추진

○ 현행 원전개발 계획의 착실한 유지

○ 독자적 원자력 안전성 입증 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속한 확보 및 건설

라. 원자력 인프라 확충․유지

○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의 집중화 유도

- 원자력연구개발 통합추진체제의 추진으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

  (예) KAERI와 KEPRI의 원자력 부문 등 통합

- 민간과 공공 연구개발 역량의 강력한 연계 구축을 위하여 (가칭) 

“원자력포럼”을 설립 (전력그룹협력회의 개편․활성화)

○ 핵심연구시설 확보․유지

- 양성자 가속기 등 핵심기반연구시설,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위한 

핵심시설 등의 확보․유지를 위한 투자 강화

○ 원자력 산업 및 연구 인력 양성․유지

○ 원자력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유지 및 정부부문 투자의 지속적 확대

마.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

○ 국제사회 위상제고와 핵심기술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원자력외교 강화(IAEA 상임이사국 진출 등), 국제기구 기여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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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 향후 10년은 우리가 세계 원자력 5대 강국(G5)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절

호의 기회임.

○ 2010년 원자력 G5로 진입을 위하여 중․장기적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구됨.

○ 이를 위하여 원자력산업 규모 측면(산업 투자)보다 원자력 기술수준 향

상(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함.

-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바

탕한 구체적․단계적 추진계획(Action Items)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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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및  건 의  사 항

21세기에도 세계 에너지와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되며 에너지자원 확보

를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원

자력을 통한 에너지안보 제고 수급안정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방출감축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이행이 가시적으로 됨에 따

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방출이 없는 에너지 도입증가와 원자력의 역할이 재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에너지개발 투자에서 에너지원간 개발경쟁이 심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의 경제성 및  안전성의 혁신과  방사성폐기물

의 안전관리의 사회적 수용성을 만족하는 법.제도.기술.인간의 문화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 국민이해기반 확보도 요구된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전력공급부족사태이후 에너지안보측면에 중점을 둔 신에너지정책

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신규원전의 건설

과 2030년경 도입을 목표로 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개발을 국제포럼 GIF를 통하여 국제공동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INPRO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1세기 원전시장을 주도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개발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원자력기술능력을 토대로 적

극 참여하여 선진기술의 확보와 향후 선진국과의 원자력기술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를 위한 대비를 필요하다.

일본은 원자력행정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수행체제와 연구방향의 구

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의 경제산업측면에서의 강조와 고속증식로 및 핵연료

주기의 실용화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처분 기술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원전에서의 사고와 안전검사의 은폐 등으로 원자력정책과 안전규제에 대한 신뢰

성이 저하되어 원자력정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

례를 고려하여 정책개발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핵비확산체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핵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개발에서도 핵확산저항성의 개념 도입

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DUPIC 등 핵확산저항성핵연료주기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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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하고 있으나 원자로 및 핵연료개발에서도 핵확산저항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원자력발전에서 국제적인 핵비확산 규제가 강화되

는 추세에서 핵확산저항성기술개발의 세계주도는 국가 원자력경쟁력강화 측면에서 강

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원자력분야의 영향은 전력시장의 자유경쟁으로 나타날 것

으로 전망되며 발전원간 가격경쟁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이 가지고 

있는 기저부하로서 장점과 공급안전성 등 장점이 많으나 석탄과 천연가스 등은 경제

성 향상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분야도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장개방에 대비한 원자력산업체의 민영화 

등 구조조정은 앞으로 국가 원자력정책과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비가 요구된다.

국내 원자력경쟁력 강화는 원자력산업의 경쟁력과 기술의 경쟁력강화를 연계하여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과 수출 경쟁력이 확보되

며 국내 원자력발전에 필수적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기술수출을 위한 국제

기술협력과 원자력외교활동의 강화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원자력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체제의 정립과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의 정립도 요구된다.

방사선기술은 21세기 새로운 시장으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 방사선기술은 기술

의 이용 및 응용분야가 다양하며 기술개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는 아직 개발초기단계로 발전분야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사선기술개발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와 인력양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원자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기

술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

성과 확보, 연구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며, 제한된 국내 가용자원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전략이 요구되며 기존의 경쟁력있는 

분야와의 균형과 조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시장성이 강

하고 정보화가 성숙되어 기술혁신체제의 세계화와 국제화도 요구된다.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추진에서 국내에 첨단국제공동(협력)센터의 설치도 필요하며 국내 산.학.연 연계

체제 강화도 동시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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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신‧구 원자력학회 회장단 원자력정책 간담회 

1. 일시 : 2001.9.11(화), 19:00～21:30

2.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세영루)

3. 참석자

   신재인 : 원자력학회 회장

   강창순 : 전 원자력학회 회장

   이두철 : 원자력학회 부회장

   이은철 : 원자력학회 부회장

   이중재 : 원자력학회 부회장

   김용수 : 한양대 교수

   과기부 : 조청원 원자력국장, 김진경 원자력정책과장, 김창우 원자력안전과

장, 박필한 서기관, 백은학 사무관

   원자력연구소 : 김성년박사, 양맹호박사, 윤성원박사

    (장인순 소장, 김세종원장, 박용택사장, 김창효교수는 불참)

4. 정책연구현황 발표

  ◦ 국가 원자력경쟁력 강화 방안 : 양맹호

  ◦ 원자력 신과학산업 창출 방안 : 김성년

  ◦ 원자력관련 단체의 효율적 육성 방안 : 김명현



- 2 -

5. 주요 토의 내용

□ 국가 원자력경쟁력 강화 방안

 ◦ 원자력산업 국내외 현황

   - 최근 들어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원자로, 핵연료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

화 움직임 활발함  

   - 한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이관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음

    · 국내 원전사업에서 두산은 원전시스템 공학이 미약하기 때문에 한전에 

요청하였으나 관련기술의 이전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임

   - 원전산업체 경쟁력강화 방안 연구가 금년 10월중에 제안될 예정

 ◦ 원자력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역할 

   - 원자력종합연구를 관장하는 과기부와 원전산업체를 관장하는 산자부와의 

원만한 협력과 협조를 통한 원자력산업 육성이 필요

   - 양 정부기관의 적극적 협조로 원전정책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함

 ◦ 원자력경쟁력 강화방안 과제에 대한 제언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이 필요함

   - 원자로형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국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향후 방향 제시

 ◦ 원자력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

   -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포석으로 미래예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 (2005년～2015년)

   - 국내‧외 원자력계의 변화를 예측하여 산업구조와 R&D를 예측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과기부와 산자부의 협력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이루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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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원전표준화의 경우 과기부가 원전표준화 관련 연구개발을 하고 동

자부가 이에 대한 산업체의 활용 유도로 협력업체의 협력 및 동조가 

이루어졌음

 ◦ 원자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나리오 작성

   - 현재 급격한 원자력계의 변화로 경쟁력 예측이 어려움

   - 따라서 노형변화, 산업구조개편, 핵연료개발 형태 등 분야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분야의 공통점을 도출하고 관련 map을 작성하여 과기부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 현재로는 과기부로서는 산업체에 대한 작성이 어려우므로 과기부는 산자

부와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 해외의 원자력정책 및 관련산업 변화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마

련이 필요함

   -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 일본의 재처리사업 관련 동향 분석

    · 재처리공장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불신이 높

음

    · 일본은 재처리사업에서 한국의 협조를 요청

   - 미국의 에너지정책 성명 발표 이후의 원자력관련 움직임에 대한 예측

   - 미국의 원자력정책 변화에 따른 세계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이 필요

   - 미국의 원자로개발에 대한 국내의 대응전략

    · AP600의 건설비가 $1000/kWh 목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의

도를 정확히 파악이 필요함

□ 원자력 신과학산업 창출방안 연구

 ◦ 국내 방사선이용 개발 추진 현황

   - 원자력(연)에서 녹차잎을 이용한 화장품 생산 기술 이전(C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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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기술의 산업화 추진방안

   - 국내의 우수한 신기술개발이 기업으로의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상용화가 

되어 상품으로서 생산이 가능해야 함

   - 원전기술에 있어서도 사회 산업화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원들은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연구결과가 즉시 실생

활에 활용되는 것은 어려움.

   - 또한 방사선에 대한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도

움이 필요함

   - 원자력기술을 원자력 이외의 타분야에 활용하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원활

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도출이 필요 

   - 따라서 원자력(연)은 연구분야에서도 연구를 도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하여 응용연구분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주요 이용분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의 원자력기술 산업화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원자력기술 응용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러시아에서의 섬유가공에서의 전자가속기 활용, 비파괴검사에서의 X-ray 

활용 등 원자력발전 이외 분야의 활용이 진행되고 있음.

□ 원자력기관 단체의 효율적 육성방안 연구

 ◦ 원자력기관 신규단체의 필요성

   - 원자력연구분야

    · 원전고도화계획,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의 중복투자 등의 불균형을 해소

하는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필요

   - 원자력산업

    · 관련 산업체들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여 그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야 함

    · 신규단체의 조직 목적을 우선 설정하여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야 함

   - 원자력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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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의 원자력연구분야와 원자력산업의 신규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

여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요청에 대한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자력기관 단체 육성방안

   - 기존의 원자력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예, 원자력기술협회 

등)

   - 원자력관련 단체를 신규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단체를 활용하고 

원자력총연합회를 설립하여 이를 총괄하고 조정‧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함.

   - 방사선안전 단체 등 원자력기관 단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단체의 기

능보다는 수익성 사업을 수행해야 함(자생적 수익사업 업무가 필요)

 ◦ 원자력회관 건립

   - 원자력회관 건립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어려움

   - 회관 건립에는 성업공사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건설비용을 절감하며, 

회관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자력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함

   - 원자력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원

자력발전뿐만 아니라 신과학으로서의 안전성과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도

록 해야 함

   - 방사선이용기술 활용 등 새로운 사회적 동기를 부여해야 함

   - 원자력관련 학과의 인재들을 연구과제에 외부인력으로서의 활용하여 연

구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함

 ◦ 원자력정책연구의 활성화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정책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함

   - 따라서 원자력정책연구 인력 확보 및 활성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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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원자력 연구개발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정책 연구과제 보고회

1. 일시 : 2001.10.30.(화) 19:00～22:00

2. 장소 : 중식당 양자강

3. 참석자 : 원자력위원회 이용개발 전문위원회 이창건 위원장

           원자력정책 및 연구개발 소위원회 위원

           박용택 KOPEC 사장,  박창규 KAERI 선임단장, 

           김덕지 KNFC 사장, 이종인 KINS 부장, 박헌휘 호서대 교수

           과학기술부 구본재 원자력안전심의관, 

           김진경 원자력정책과장, 박필한 서기관, 김희상 사무관 

           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팀 양맹호/정 익 , 박군철 서울대교수

4. 보고자 및 과제명

  o 양맹호(KAERI): 국가 원자력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o 박군철(서울대):원자력해양분야 응용방안에 관한 연구

5. 보고 및 토의사항

 ￭ 국내외 원자력 경쟁력 강화 관련 동향 (양맹호)

    o 국제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전망 

    o 원자력 경쟁력 강화 국내․외동향 

    o 국내 주요 현안 및 대응방향 등

 ￭ 원자력 해양분야 응용방안에 대한 연구 (박군철)

    o 원자력 유관 해양산업의 현황분석 

    o 해양용 원자로 개발 현황 및 기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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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원자력 해양이용 중점분야 도출  등

￭ 토의사항 1 : 국내외 원자력 경쟁력 강화 관련 동향 (발표순)

1) 박헌휘 (호서대)

   o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분석 분야

     - 원자력행정보다는 원자력정책으로 하고 정부 부처간 조정을 위한

       상위 협의체 구성 필요

     - 사회적 수용성에 국제협력 및 외교를 포함하고 기술경쟁력에 인력 양성

도 포함이 가능며 원자력안전의 강화가 중요

     - 전문인력확보를 위한 원자력전문대학원 운영 검토 필요

     - 원자력 산업체의 업종 다변화로 경쟁력 제고 및 국내 비 원자력계 회사

의 원자력 산업 참여 유도 및 홍보에서도 바람직

2) 이종인 (KINS)

   o 원자력의 사회 수용성

     - 독일의 경우 NGO의 활동 및 대체 에너지 연구의 고용 수요 창출 효과 

   o 원자력 인력 확보 및 기반기술 분야

     - 국내 원자력 교육기관 :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위탁교육으로 활성화

     - 안정적인 연구지원 중요

   o 원자력 수출을 위한 설계코드 및 규제기술의 뒤 바침 필요

3) 박창규 (KAERI)

   o 원자력의 국제적 현황 

     - 9월 11일: 미국에서의 테러로 인한 원자력 여론의 위축 우려있음

     - physical protection 강화로 인한 비용 상승 등

     - South Africa PBMR 설계에서의 안전문제(no containment)  

   o 미국 새 원자력 정책수행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인력분야가 유력    

   o 원자력 수출경쟁력 

     - 국내 원자력 vendor의 부재 : utility 중심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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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vendor의 육성 및 수출 산업의 주도 필요

   o 핵확산저항성 기술개발

     - 현재까지의 후행핵주기정책 : "wait and see"

     - 향후 : 진흥종합계획 내에 후행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 포함

4) 김덕지 (KNFC)

   o 국내․외 핵연료피복소재 산업 현황

     - 경수로 부품의 100% 국산화

     - 외국 대형화된 회사의 독점으로 군소업체의 고사

   o 핵연료 기술 국산화 적극 추진 중요

     - 국산 핵연료가 경쟁력을 가짐

     - KAERI가 개발 중인 재료의 실용화 조속 추진

     - 지르칼로이 합금tube의 국산화 필요 : 2008년 수입가 2배 인상 전망

     - Japan Conversion Company로의 UO2 분말 수출 추진 중

       수송선 및 항로의 확보, 한일 원자력협정등을 통한 수출 지원 필요    

5) 구본재 (과학기술부)

   o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위한 안전관리 능력의 확보 및 홍보 필요

   o 원자력 관련 분야 투자시 다른 분야와 경쟁 불가피

     - 부가가치 및 경제성에 대한 구체적 전망 제시 필요

   o 핵비확산성 : 국제 정세에 부응하는 정책

   o 원자력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교한 전략 마련 필요

     - 수출전략 : 국제협력의 장단점 분석 및 구체화된 계획 필요

6) 박용택 (KOPEC)

   o 정책 수립의 방향의 핵심 : 기술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의 제고

      - 신규노형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o 정책수립의 기본 전략 

      - 국내 vendor의 육성은 software 중심의 설계 기술력 (미WH)과

hardware 중심의 vendor 두 경우의 비교를 통한 정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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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국내기술의 외국 수출 

      -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기술수준의 향상이 선행되어야 함.

   o  미국 신규 원전건설 : 안전성의 선결이 우선

      - vendor와 public의 인식의 차이가 큼.

7) 김진경 (과학기술부)

   o 국가의 원자력 기술경쟁력 : 해외시장의 점유율로 나타남

     - 핵연료 국산화 : 국내 원자력분야의 협력 필요

   o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국내 다양한 여론의 포용 필요

   o 관련기관의 협의에 의한 vendor 설립 가능성

   o 인력의 양성 및 R&D, 안전문화에의 과기부의 역할 중요

     - 원자력중심교육기관 : 다양한 전공분야를 대상으로 한 대학원 운영

     - 국제원자력대학(INU)

8) 박군철 (서울대)

   o 교육의 중요성

      - 교육여건 및 동기부여 등의 조성 필요

      - 미국의 경우 중간적 연구인력 부족

      - 국내의 경우도 수년 후 전문인력의 부족이 예상됨

   o R & D : hardware적 접근 필요

     - 기초기반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 필요

     - 코드 국산화 : 설계코드 및 안전해석코드 병행 추진 필요

￭ 원자력해양분야 응용방안에 대한 연구

1) 박헌휘 (호서대)

   o 수소 대량 생산을 위한 전력 이용 : 섬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o 수소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업계와의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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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창규 (KAERI)

   o 중국과의 원자력협력에 대량 수소생산이 포함됨.

     - 생산동력(KAERI), 생산기술(에너지기술연구원)

   o 경제성

     - 현재로는 전력생산과 수소생산의 2단계로 경제성이 취약

     - 고온가스냉각로에서 고온의 수소생산 가능

     - 홍보 차원에서 심야전력 이용 수소 생산 우선 추진(이창건 위원장)

3) 김덕지 (KNFC)

   o 온배수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일본 : 치어 보육 후 주변에 방출로 지역의 관광객 유치

     - 수산업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이 바람직

4) 박군철

   o 원자력선박을 위한 선결과제

     - 입.출항, 선박의 운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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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분과회의

원자력정책 연구과제 보고회

1. 일시 : 2002. 5.14.(화) 19:00～22:00

2. 장소 : 중식당 양자강

3. 참석자 :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이창건 위원장

         위원  박헌휘(호서대), 이상돈(중앙대), 김경민(한양대),

               김경환(서강대), 이종인(KINS), 홍성운(원자력병원), 

민병주(KAERI)

         과학기술부 윤세준 원자력정책과장, 이문세 서기관, 김주봉 사무관

         원자력연구소 양맹호, 정 익,  한수원(주) 박기철

4. 발표자 및 안건

  o 양맹호(KAERI) : 국‧내외 원자력 최근 동향

  o 박기철(한수원(주)) : APR 1400 개발 현황

5. 보고내용 : 원자력위원회 보고안건 상정 관련

 ￭ 국‧내외 원자력 최근 동향 (양맹호)

    o 세계 원자력동향 

    o 미래 원전 개발 동향 

    o 국내 원자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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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응방향

 ￭ APR 1400 개발 현황 (박기철)

    o 추진배경

    o 추진경과

    o 기술개발 현황

    o 건설사업 현황

￭ 안건 1 : 국‧내외 원자력 최근 원자력동향

○ 토의사항

   - 원자력이용 확대 전망을 표현할 지수 및 근거 필요

   - 비발전 분야를 고려한 원자력 활용방안 수립

     · 방사선이용기술(RT), 해수담수화, 수소생산 부각 

   - G-5 진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 향후 원자력연구개발비의 소요 정도 추정

     · G-5 진입 의의와 경제적, 국제적 효과 

   - 제4세대 원전 추진에 대한 연구방향

   - 국제원자력산업의 추세와 국내산업의 활성화 방안

   - 원자력 인력문제의 부각 필요

     · 미국의 경우 신규건설이 개시될 경우 규제인력조차도 부족함

     · 현재 국내의 고급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상황 발생

     · 국내의 경우 장기비젼 홍보와 우수인력 유도 제도조성 필요

   - 주요국 원자력 동향의 균형적 시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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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의 입장과 전력산업체간의 입장차 존재

     · 경쟁 발전원과의 비교 필요

   - 핵테러 대비 국내동향

   - 정치적 집단 지지의 획득 방안

     · 입법주체의 원자력이해 필요

     · 국민의 수용도의 증진과 함께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원자력지지

   - 원자력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중요

     · 정부차원의 청사진 제시 필요

     · 북한 등 인접국과의 협력(전기수출 등) 및 개발도상국(베트남 등) 수출

￭ 안건 2 : APR 1400 개발 현황

○ APR 1400 개발 개요

   - 연구개발기간 : 1991.10～2001.12 (10년)

   - 소요인력 : 2,300여 M.Y

   - 개발비 : 2,340억원

○ 건설사업명 : 신고리 3,4호기 건설

   - 2001년 1월부터 부지매입(약 105만평) 시작

   - 건설기간 : 3호기 2004.12～2010.9 (70개월) 

               4호기 2004.12～2011.9 (82개월)

      · 안전계통의 강화로 공사기간이 KSNP에 비해 연장됨.

      · 신개념 공법등을 도입함.

      · 건설기간에 건설 후의 신뢰성 운전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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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정공사비 : 5조7천3백억원 (준공년도 경상가 기준)

      · 금융비용 1조1천억원 포함

      · Overnight cost로 약 4조4천억원

○ 기술부문

   - 신개념 안전계통의 검증연구 수행

   - 내진설계기준 강화로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함.

○ 이후 건설 계획

   - 원자력발전을 전원수요의 35%로 고려할 경우 2013, 2015년에 추가건설

   - 한수원(주) 자체모의 결과 2017, 2018년에 추가 건설 필요

○ 수출 계획 및 경제성

   - 현재 KSNP(건설단가 $1,400/kW)도 AP600보다는 경제성에서 유리

   - APR1400은 $1,160/kW로 건설가에서 세계최저 수준임.

   - 석탄표준발전소에 대해 경쟁력을 가짐.

○ 토의사항

   - 기술개발 수준의 구체화 및 건설의 경제적 효과 제시 필요

   - 주요 신형원자로형과의 수준 비교 필요

   - 향후 연구개발 계획 및 국내 개발 타노형 원자로와의 연계 계획 

   - 두산중공업의 현재 기술수준 등도 고려해야 함.

   - 건설 및 수출 계획의 수립시 국내의 여건 뿐아니라 WTO 등 외부를 고려

한 계획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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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1세기 세계 에너지와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되며 에너지자원 확

보가 국가정책의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

서는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안보 제고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

면에서 원자력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세계 원자력시장을 주도할 제4세대 원전개발을 위하여, GIF, INPRO 

프로그램이  국제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확산저항성 개념이 적극 도입되고 있어 앞으로 핵확산저항성 원자력기술을 확

보를 위한 연구 개발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자력경쟁력 강화는 원자력산업의 경쟁력과 기술의 경쟁력강화를 연계하

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원자력기술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해

외진출을 위한 국내체제의 정립과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의 정립이 요구된다

원자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

여 기술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는 지식기반사

회로 시장성이 강하고 정보화가 성숙되어 원자력기술혁신체제의 세계화와 국제화

도 요구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 방사선기술개발을 국가전략산업기

술로 추진하고 첨단국제공동(협력)센터의 설치도 필요하며 국내 산.학.연 연계체제 

강화도 동시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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