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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기술정책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기관고유사업의 일환으로서 수행되었으며, 국내․외 원자력 이용개발 환
경 변화 및 기술발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이용 개발에 있어
서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원자력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 대안

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원자력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과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관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1) 세계 원자력 기술정책 동향 분석, (2) 원자력기술의 지속가

능성 평가를 하 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분석하 다.

(1) 세계 원자력 기술정책 동향 분석에서는

- 원자력 르네상스 도래 환경

- 일본의 원자력기술 정책 동향

- GIF, INPRO 및 INERI를 통한 선진기술 개발 동향

- 유럽의 원자력이용개발 동향

(2) 원자력기술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는 

- 발전원별 환경 향의 외부비용 평가

- 과학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원자력 기술의 발전방향

- 국가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자력 개발 전략

Ⅳ. 주요 연구결과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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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 르네상스 도래 환경 분석

21세기 들어 원자력에너지의 재평가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원자력 부활의 촉진

요인은 다음과 같은 3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신규원전 도입을 하면서 확고한 

국가 장기 도입계획을 갖고 있는 적극적인 경우와, 다음으로 신규원전은 도입하지만 

원대한 도입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원전 활용국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나 기존 활용국 중 원전계획의 재개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활의 저해요인으로는 이란과 북한의 핵주기 시설 자주개

발 주장 문제, 독일과 같이 원자력의 폐쇄 혹은 금지법안 유지국 존재 그리고 아직은 

낮은 사회적 수용성 등을 들며, 이로 인해 세계의 원전 르네상스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징후도 동시에 관측되고 있다.

(2) 일본의 원자력기술정책 분석

일본은 2005년 10월에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원자력의 연

구․‧개발․이용 장기계획인 ‘원자력정책대강(안)’을 책정하 다. 이 계획에서 일본은 고속

증식로를 2050년경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핵연료싸이클개

발기구(JNC)를 통합하여 신설된 일본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 원자력 기초연

구부터 프로젝트형 실용화연구개발까지를 총망라한 일본 내의 유일한 원자력 종합연

구기관이다. 

(3) GIF, INPRO 및 INERI를 통한 선진기술 개발 동향

현재 세계는 원자력의 선진기술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

한 주요국은 Gen IV, I-NERI, INPRO 등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원자력연구개발의 핵비확산성 보장과 선진기술의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하

여 국제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래 혁신형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에의 전략적 참여가 국내의 연구개발 계획 수립에 반 되어야 할 것이다. 

(4) 유럽의 원자력이용개발 동향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환경보호 이슈와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라는 전략으로 기

본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5) 발전원별 환경 향의 외부비용 평가

전력생산 기술은 우리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에너지 생산이라는 막대한 유용성에 

더하여 대기, 수질, 토양 그리고 지구의 기후변화 등 부정적 환경 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환경 향에 있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외부비

용으로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환경 향에 있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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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평가하 다. 이 평가를 위해서 IAEA가 개발한 SimPacts 모형을 이용하 다.  

(6) 과학기술환경변화를 고려한 원자력기술의 발전방향

본 연구는 원자력 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신기술의 등장,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세계화의 진전 등 과학기술의 환경변화를 분석하 고, 신기술 

융합 원자력 첨단기술 개발, 원자력기술 혁신체제 구축, 원자력기술의 신성장동력 창

출 등 원자력기술정책의 개선안을 검토하 다.

(7) 국가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자력 개발 전략

지속가능 에너지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너지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 다. 또한 현재의 국내 상황을 반 하여 국가에너지 정책, 에너지기술 연구개

발, 그리고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해 정책적 관점들을 새롭게 제안하 다. 

상기와 같이,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중장기계획 등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 수

립시 이들 연구결과를 반 하여 원자력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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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Study on the Nuclear Technology Policy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part of KAERI's intrinsic activiti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survey and analyze the change of international policy 

environment in nuclear energy use and R&D, and then to make policy-proposals 

for effective and efficient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by implementing national 

nuclear R&D program while timely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 in 

local and global sense.

Ⅲ. CONTENTS AND THE SCOPE OF THE STUDY

Considering the strategic planning of the national nuclear R&D programs 

responding to changes of international policy-environment surrounding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this study focused on the two subjects: (1) survey and 

analysis of trends of international nuclear technology policies; (2)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of nuclear energy technologies.

To put it in more detail, each subject was further explored as follows;

(1) the survey and analysis of trends of international nuclear technology policies 

included analyses of 

- viability of nuclear renaissance,

- recent nuclear technology policy in Japan,

- collaboration for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in GIF, INPRO and INERI, 

and

- nuclear energy utilization and development in Europe.

(2) the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of nuclear energy technologies included 

evalua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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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nal cost of environmental impact in electric power sector, 

-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direction considering changes of the science 

& technology policy environment, and 

- nuclear energy development strategy for a sustainable national energy 

supply. 

Ⅳ. MAJOR RESULTS AND RECOMMENDATIONS

(1) Viability of Nuclear Renaissance

Coming into 21st century, some revival signs of nuclear energy were detected.  

The signs had two aspects of encouraging and obstacling.  The encouraging 

evidences were classified into 3 types: first, very positive countries having new 

nuclear power plant program and ambitious vision; second, positive countries 

having new nuclear power plant program without publicize long-term vision; and 

third, just expressing countries without any revealed activity. On the other hand, 

the obstacling evidences could be summarized into 3 types: first, low transparent 

countries asserting to set up their nuclear fuel cycle development; second, countries 

keeping on their nuclear banning legal system; and third, still low public 

acceptance in worldwide.

(2) Recent of Nuclear Technology Policy in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respect the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Policy”, which was reported by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on October 

2005. This Framework directed the basic principle of the nuclear energy policy and 

conducted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It included important nuclear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1) to strive 

for commercialization of FBRs about 2050, and (2) to promote the reprocessing of 

spent fuel continuously. 

The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 newly establish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JAERI) and the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JNC) on Oct. 1, 2005. JAEA was the only 

institution dedicating to the whole spectrum of nuclear R&D in Japan. 

(3) Collaboration for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in GIF, INPRO and INERI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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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went on recently, the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cooperated 

in  the international programs of Gen IV, I-NERI and INPRO. In the future, Korea 

need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actively considering the aspects of the 

assurance for non-proliferation of the nuclear R&Ds and the acquisition of the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and the reflection of the strategic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the future innovative nuclear systems in the domestic R&D 

planning is recommended. 

(4) Nuclear Energy Utilization and Development in Europe

Most countries of EU have confirmed to review the strategy for issue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and stable security of energy source. 

(5) External Cost of Environmental Impact in Electric Power Sector

The electricity power generation gave us to its enormous positive impact on 

our life,  and use has resulted in a number of negative impacts on the 

environment, the most notable being ambient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and 

global climatic change. In this study, external cost for the coal-fired and nuclear 

power plant were assessed with the SimPacts model developed by IAEA. 

(6)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Direction Considering Changes of the 

Science & Technology Policy Environment

In order to grop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this 

study focused on two aspects as follows;

- to analyz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change, including advent 

of new-technology, arrival of knowledge-based economy, and globalization, 

and 

- to recommend on improved plan of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including fusion-technology development with the national core 

technology(5T), establishment of nuclear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and 

creation of new-growth engine in the nuclear field.

(7) Nuclear Energy Development Strategy for a Sustainable National Energy 

Supply 

To enforce the sustainability of energy technology R&D, we surveyed of the 

current status and the future prospect of national energy policies. And some 

techno-political proposals were made for national energy policy, energy and nuclear 

technology R&D reflecting Korean situations in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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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referred to establish the 

national nuclear R&D planed etc. a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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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원자력정책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명시된 연구소 임무의 하나로서 원자력기

술정책연구는 원자력정책연구의 세부과제로서 추진되었다. 원자력기술정책연구는 국내‧
외의 원자력기술 개발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정책 개발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21세기에 이르면 원자력은 지구환경문제, 에너지수급의 불균형 발생 전망 등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원자력연구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연구는 물론, 원자력의 역할에 부합되는 원자력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내 원자력연구개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부문별 세부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한 국가 원자력연구개발의 기본계획인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은 매년 원자력연구
개발 환경을 반 하여 기획되고 있는 등 원자력이용개발 환경의 변화와 선진 원자력

기술 동향의 지속적인 파악과 원자력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 환경의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 요구되고 있고, 그 결과는 이들 계획의 설정에 반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환경의 변화와 이용개발현황 분석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원자력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따라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국가 원자력 이용개발정책을 설정하기 위한 원자력기술정

책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상기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국의 원자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자력연구개발을 통한 원자력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과 
원자력산업 및 관련 분야에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과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활용을 모색하 다. 

21세기 들어 원자력에너지의 재평가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즉, 80년대 이후의 

의 원자력 폐지 움직임이 2000년대에 들어와 대규모의 전력란, 지구온난화 등 사회적

인 요건에 따라 원전의 부흥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원전의 부활의 요인들에 대해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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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약 5년마다 일본의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에 대

한 장기계획(이하 ‘원자력 장기계획’이라 함)의 책정 작업을 2004년 6월부터 실시하여 

2005년 10월에 최종안을 결정하 다. 또한 2005년 10월에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

싸이클개발기구를 통합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은 일본에서 기초연구에서 대형프로

젝트형 연구까지를 망라한 유일한 원자력연구기관으로 원자력장기계획을 중심적으로 

수행할 기관이다. 따라서 새로이 책정된 원자력장기계획과 이 계획의 중심 수행기관인 

원자력연구개발기구에서 추진할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진기술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국제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있는 Gen IV, 

I-NERI, INPRO의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럽 국가들은 기존 전력공급에 있어 중앙 독점적 공급체계는 경쟁시장 메카니즘 

도입 요구로 공공 전력사업자의 민 화를 초래하 다. 유럽 주요국들은 원자력정책 프

로그램 존재여부, 경쟁시장의 존재형태 및 소유권 정도에 따라 각 국가별로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국의 전력산업 민 화 과정과 원자력 에너지의 축소 또는 확대에 대한 

주요 쟁점과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 으며, 유럽 원자력국의 원자력 정책 형성 및 결정 

배경과 최근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환경보호 이슈와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라는 전략으로 기본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원자력 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신기술의 등장과 이에 따른 기

술진보의 가속화,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세계화의 진전,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지속

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추구 등 원자력 기술을 둘러싼 과학기술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새로운 원자력기술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력생산 기술은 우리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에너지 생산이라는 막대한 유용성에 

더하여 대기, 수질, 토양 그리고 지구의 기후변화 등 부정적 환경 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환경 향에 있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외부비

용으로 평가하 다.  이 평가를 위해서 IAEA가 개발한 SimPacts 모형을 이용하 다.  

외부비용은 국내 발전량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상으

로 하 고, 이들의 평가를 위해 SimPacts의 하위 모듈인 NucPacts와 AirPacts를 적용

하 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연구조사와 에너지 분야 전문 과학기술

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제시와 권

고를 위하여 다음의 분석을 하 다.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본 연구는 기관고유사업으로서 매년도 원자력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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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가 원자력기술정책 방향 및 관련 기술정책을 개발하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정책 방향 및 관련 정책개발을 수행한다. 

이에 다음의 ① 기술정책 현안 파악 → ② 기술정책 정보 수집 및 분석 → ③ 원
자력기술정책개발 방법론 연구 → ④ 현안별 대응정책 방안 도출 → ⑤ 개발된 정책
의 활용 방안 강구와 같이 단계별 연구추진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최근의 국내 및 해외의 원자력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파악한다. 모니터링은 주요국의 원자력기술정책 동향 조사, 국내‧외 학
술회의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자료 조사, 원자력관련 뉴스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

을 통하여 수행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이러한 파악된 현안은 시급성 및 중

요도에 따라 분류되어, 시기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된다. 

현안사항이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적정 연구방법론에 대한 조사와 적용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현안문

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이 결과로서 산출된다. 그리고 산출된 정책방안을 현실에 적

용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강구된다.

본 연구는 매년 발생되는 원자력기술정책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기와 같은 연

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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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세계 원자력기술 정책 동향
제1절 원자력 르네상스 도래 환경 분석

21세기 들어 원자력에너지의 재평가 움직임이 대두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에너

지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의 증폭과 러시아의 협정비준으로 2005년 2월 교토협약

의 발효로 비로소 본격적인 원자력 르네상스의 도래를 확신하는 목소리들이 더욱 힘

을 얻고 있다. 

이를 입증하는 조짐들은 다음과 같은 3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신규원전 도

입을 하면서 확고한 국가 장기 도입계획을 갖고 있는 적극적인 경우이다.  여기에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신규원전의 도입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원대한 도입계획을 확정해 갖고 있지는 않는 우호적인 경우로, 여기에는 

핀란드, 체코, 이란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은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같이 유연한 장기 도입계획을 갖고 있거나 혹은 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과 같이 수상이나 정책정당의 수준에서 원전의 도입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는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협약의 1차 의무기간 종

료후 논의에서 원전을 CDM 수단으로 인정하자는 논의 동향인 post Kyoto 협약 논의 

동향을 추가하 다.1)

이에 반해 르네상스의 도래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는 이란과 북한의 핵주기 시설 

문제, 독일과 같이 원자력의 폐쇄 혹은 금지법안 유지국 존재 그리고 아직은 낮은 사

회적 수용성 등을 들며, 이로 인해 세계의 원전 르네상스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징후도 동시에 관측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도입이 다시 활발해질 것인가 혹은 이전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일어난 양면의 징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원전도입 르네상스 긍정적 요인 : 원전의 적극 활용국

1)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 으나, 신규원전 계획 수행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투자

자금의 조달환경 개선을 들 수 있음.  예전 미국의 도미니치 펀드와 같은 경우 담배, 주류, 

환경오염, 군수 등 산업들에 대한 투자는 금하여 원자력 산업도 이 부류로 분류하 으나, 

최근 대부분의 펀드에서 원자력을 투자부적격 산업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벨기에의 원전을 

보유한 로벌 에너지․환경 기업인 SUEZ 그룹이나 러시아의 Gazprom사와 같은 에너지기

업들의 적극 출자로 신규 사업 진행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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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2005년 8월 8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의 종합에너지법안(Energy Policy Act of 

2005)2)이 확정되었다.  이 법은 원자력산업계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몇 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손해배상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프라이스-앤더슨 법의 20년 연장

- 신규 원전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첫 신규원전 6,000MW에 대해 1.8센트/kWh의 

전력생산세 감면 

- 신규 원전 건설비의 80%까지 대출 보증

- 에너지부(DOE)의 원자력발전 2010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자력 연구

개발비로 21억 달러 지원

- 아이다호국립연구소의 첨단 원자력 수소생산 시설에 대한 12.5억 달러 지원

- DOE에 원자력부문 차관직 신설

이 법안에 대해 산업계는 국가 안보와 에너지 안정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환 했

고, 원자력에너지산업협회(NEI)도 “대통령, 의회 그리고 미국 국민의 지지로 우리는 에

너지 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그간 노력에 감사하며 하원과의 협력

으로 신속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핏 도메니치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후 

7월 미국 상원이 신규 원전 건설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를 포함한 법안을 찬성 

85 반대 12로 승인하 고, 이후 양원 협의 위원회로 옮겨져 최종 조율하는 과정을 거

쳤다. 이는 상원 법안이 하원에서 지난 4월 통과된 법안(HR.6)과 약간 차이가 났기 때

문이다.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마쳤는데, 이 법안이 도착하기 전에 부시 대통령은 수차례

에 걸쳐 동 법안이 속히 제정되길 요청했던 바 있다.  지난 6월 22일 메릴랜드주 캘버

트 클리프스 원전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을 서명할 날을 고대하

고 있으며, 이 법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일부”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국가’를 위해 보다 많은 

원전의 건설을 개시하자는 예전의 요청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원전을 시찰하

고 나서, “이들 원전이 없으면, 미국은 매년 7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

출할 것”이라며 “주 전역에 걸쳐, 메릴랜드에서는 이 원전이 계속 불을 밝히고 대지, 

2) http://www.ne.doe.go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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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보았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동시에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재능의 조화이고 미국인들은 우

리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연설했

다.

부시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을 ‘미국의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들 중 하나’로 평가하

고 “국민들은 과학, 엔지니어링, 원전 설계 등의 진보로 예전 어느 때보다도 훨씬 안

전하게 원전을 만들어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종사자와 관리자들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훈련을 받고 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

다.”며 “보다 많은 원자력 발전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국가로 이끌 것이라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더디지만 확실히, 국민들은 이들 사실에 대해 고찰하기 시작하고 있다. 

내가 이 원전에 온 이유들 중 하나는 국민들이 사실과 허구간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아직까지도, 상당 기간 동안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은 1970년대 이후로 원전을 발주하지 않았다. 21세기에서, 미국은 보다 많은 전력,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신뢰성 있는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지금이 미국에서 원전 

건설을 재개할 시기이다”고 덧붙 다. 

캘버트 클리프스 원전은 2000년 3월에 20년간 운전 연장 인가를 취득한 미국 최초

의 상업 원전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초 40년의 운전 인가는 1호기가 2014년에서 

2034년, 2호기가 2016년에서 2036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원전의 소유 업체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사는 미국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 개시

할 목표로 타당성 조사 계획안을 발표하기 위해 미 에너지부(DOE)로부터의 초청을 수

락한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인 뉴스타트(NuStart)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캘버트 클리프

스 원전은 NRC로부터 신규 개량형 원전에 대한 2건의 건설·운  인허가(COL)를 신청

하기 위해 부지 2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뉴스타트가 마련한 6개 최종 후보지의 목록에

도 올라 있다.3)

이와 같이 원전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통령과 의회의 법률적 지원 속에서 미국의 

원전 설비용량은 현재의 99GW에서 2019년에는 109GW로 증가할 것이며, 2030년까지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전망했다.

EIA가 조기 발표한 ‘연차에너지전망 2006(Annual Energy Outlook 2006)’4)에 따르

면, 2004년부터 2030년 사이에 원전 설비용량은 기존 설비의 출력 증강에 따른 3GW

와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신규 원전 설비용량 6GW

를 합하여 총 9GW 증강할 것이라고 EIA는 전망했다. ‘연차에너지전망 2006’ 본보고서

(full report)는 2006년 2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3) <ENS NucNet> 6월 22일 발췌

4) www.eia.doe.gov/oiaf/aeo/pdf/earlyrelease.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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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자력에 의한 총 전력생산량은 2004년의 7,890억 kWh에서 2030년에는 8,710

억 kWh로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약 1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EIA는 전망했다.

<그림 2-1> 미국의 에너지원별 공급비중(천조Btu)

EIA의 기준안(reference case)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

하는 점유율은 현재의 20%에서 15년 후인 2020년에는 10%로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 같은 원자력 설비의 상대적 비중 감소는 향후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수요의 50%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는 석탄화력 설비의 비약적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다수의 기존 원전설비들이 증기발생기의 교체 등을 통해 출력증

강을 실행 또는 추진해오고 있으며, 많은 원자로들이 20년 운전 수명연장 인허가를 이

미 취득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EIA는 미국에서 2025년까지 2.8GW의 원전설비가 퇴

역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율은 매우 높고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린피스 등 1만 여개의 환경단체가 활동하면서 환경운동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에서 

최근 원자력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NEI가 2005년 5월 18세 이상 

1,000명의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력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미국인 58%

는 건설에 적극 찬성이고, 70%가 ‘미국에서 원전 이용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2004년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다 3% 포인트 높아 것이다. 중요

한 것은 약간 높게 나타난 지지율이 아니라 원자력 이용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소

폭이지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응답자의 85%는 연방의 안전기준을 계속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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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고 있는 미국 원전들에 대한 인허가 갱신에 찬성했고, 77%는 신규원전 건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장래 미국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관

해, 응답자 중 83%가 원자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13%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

했고, 원자력의 강점으로 대기오염이 없는 청정성, 효율성, 신뢰성을 갖춘 에너지로서

의 인식이 50% 이상으로 높았다. 특히 안전성 인식의 수준은 2001년 기록과 동일한 

것으로 1983년에 기록된 수치인 35%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원전

에 낮은 안전 등급을 매긴 응답자 수는 1983년의 46%에 비해 새 여론 조사에서는 

16%로 감소했다. 

미국인들에게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사고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발전

기술’이라는 개념에 묻혀 버렸다.  일본의 한 신문은 미국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 재개

를 ‘겉치레는 통하지 않는 실리’로 평가했다. 미국식 합리주의가 원전에도 적용되고 있

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원전 지지는 단순히 실용적 합리주의의 표출로만 볼 수 없다고 

원자력 전문가는 말한다. 원자력연구소 한 연구원은 “50기 이상의 원자로가 가동되는 

나라로서 90%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하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외에는 없다”고 말한

다. 원전 운 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밑바탕에 지지대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높아지고 있는 지지율은 이 때문만은 아니다. NEI의 분석으로는 원자

력에 대한 사회적 의견 일치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화학 비료 

등 산업계의 지지가 크다.  이는 화학 산업은 가스가격이 오르면, 구조 조정으로 10만 

명이 직장을 잃게 되는 데, 국제적으로 가스가격의 안정에 원자력 증가가 일조하고 있

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전력 회사들도 80%의 라는 지지율 속에서도 방심하지 않는다. 지역 

주민이나 사회에 대한 이해 활동을 통해 항상 ‘최대의 효과’를 노리며 온갖 수단을 계

속 동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엔터지사는 전 뉴욕시장이며 재임 중 범죄를 두드러지게 

감소시켰던 줄리아니씨를 초대해 원전의 운 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 다. 

그 이유는 그는 국민적 웅이며  9·11테러 이후 그의 뉴욕시 운 으로 국부적인 존재

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평가는 절대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더욱이 엔터지사는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임신 중인 여성 엔지니어의 모습을 통해 안전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병행해 발전사들은 가급적 많은 정보를 직접적으로 지역에 제공하고 있다. 

발전소에 대해 어떠한 오해가 있으면, 수 시간 혹은 경우에 따라서 수분 내에 그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결하고 있다. 또 지역 야구팀의 스폰서가 되기도 하고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기업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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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어진 것은 역시 9·11의 향이 크

다. 이 점은 모든 전력 관계자가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은 9·11 이후 석유·가스 등 에

너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느끼면서,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이해함으로써 원자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5)

미국의 원전 정책이 변하고 있다. 지난 1973년부터 상용 원전 신설을 중단해 온 

미국이 새로 건설할 4기의 원전에서 공기지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연방 정부에서 

보상할 것을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 같은 원전 지지율 상승은 

부시 대통령의 원전 건설 재개 발언에 힘입은 바 컸다. 부시 대통령은 “35기 이상의 

원전이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계획 단계나 건설 도중 중단됐으나, 이제는 기술발전 

덕분에 더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원전이 가능해진 만큼 이제 다시 원전 건설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원전 건설 재개 방침은 2005년 6월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조치

로 현실화됐다. NRC는 아칸소 뉴클리어 원(ANO) 2호기에 대해 20년간 운전을 연장

하는 인가갱신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100만kW급 가압수형로(PWR)인 ANO 2호기는 

2018년에서 2038년까지 가동이 연장됐다. ANO 2호기의 인가 갱신에 따라 미국은 총 

33기 원전의 인가가 20년간 갱신됐다.

리프스 원전도 NRC로부터 신규 개량형 원전에 대한 2건의 건설·운  인허가를 신

청하기 위해 부지 2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뉴스타트사가 마련한 6개 최종후보지의 목

록에도 올라 있어 원전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 있는 상황이다.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전력 9개사와 메이커 2개사가 합작으로 만든 컨소시엄인 

뉴스타트 에너지개발사는 5월 미 에너지부(DEO)와 같이 NRC에 신청하는 인허가 프

로젝트의 비용을 관민이 절반씩 부담하는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DOE의 ‘원자력 

2010’계획6)의 일환으로 예상비용 5억2000만달러에 대해 뉴스타트사와 DOE가 절반씩 

나누어 각각 2억 6000만달러를 부담키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원전 건설 정책은 지난 2001년 5월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주축으로 하

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기초하고 있으며, 당초 정책은 가동원전의 출력을 증강하거나 

설비가동률을 높이는 것이었으나 거의 같은 시기에 신규 원전의 건설 추진도 결정했

고, 2005년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원전 신설 정책은 경제성과 합리성 그리고 환경성 면에서 원전을 대

체할 전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미국의 적극적 원전 개발 계획은 세계 원전국

가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5) <日本電氣新聞> 2005. 5.

6) http://np2010.ne.doe.go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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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가장 모범적으로 활발하게 개발‧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최근 원자력은 2030년 경 기존의 원자로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용 차세대 

경수로의 개발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개발한 AP-1000의 중국 진출을 성사시

켜, 항후 아시아 원자력시장의 시발점으로 삼고자하는 원자력산업의 전략 목표 달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활기찬 움직임은 2005년 10월 발표된 경제산업

성의 2100년을 향한 초장기 기술전략 맵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기간에 원자력과 태

양광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원자력에서는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비한 확대 도입 보다는, 세계적

으로 활발해질 원자력 발전 도입 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산

업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아시아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원전도입 계획에 대해 일본 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입찰중인 4기의 

신규원전에 대한 국제입찰에서 프랑스 프라마톰사의 EPR과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AP-100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물론 

민감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원전의 기술교역 특성상 정부의 지원은 프랑스도 마찬가지

로 필수적이겠지만 일본은 민관 일체가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갈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대형 메이커 등 원자력 관련 기업의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 안

전 보장’, ‘일본 원자력산업이 가진 기술과 인력의 유지’, ‘중국 원전의 안전 운전 확보’ 

등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해 일본 정부는 일본 원자력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일환으로 총리실과 외무성 그리

고 경제산업성이 협의하여 중국 국무원에 협력의사를 타진하고 중‧일 원자력 협력의 
일환으로 일본 원자력 기업의 참가를 지원함과 동시에 기자재와 기술수출 허가를 보

증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원자력 분야의 관계자들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중

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경제산업성 장관은 2004년 8월 인도 방문 시 경제 장관

으로는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중국 현지를 방문했다.  

또한 2004년 12월에는 같은 형태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해외사업에서 민관의 협

력으로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일본과 중국 관련 부처간에도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가면서, 원자로 계획 

외에 원자로의 정지 빈도 국제 비교 등을 통해 세계 제일의 일본 안전기술 등을 강조

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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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내적으로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을 중심으로 차세대 경수로 개발

을 위해 민관이 같이 새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 다. 일본은 기존 대

부분의 경수로는  2030년 경 폐로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자원에너지청은 지금의 기

술개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들을 대체할 차세대 경수로 개발을 중점적으

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2005년 7월부터 개시하는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경제산업성 

장관 자문기구) 원자력부회에서 상세한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자원에너지청은 이 

내용을 2006년도 예산에 반 하여 차세대 ‘히노마루’ 경수로를 개발하도록 체제 정비

를 할 계획이다.

자원에너지청은 일본형 차세대 경수로 개발을 위해 신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 차세대 경수로는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로 산업체에 공통되는 표준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미 전력회사와 대형 산업

체는 에너지종합공학연구소에 「원자력발전의 기술개발방법연구회」를 설치했다. 이 

연구회에는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참가하

고 있다.  이들 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함께 원자력부회에서 작성한 연구 개발의 

방침,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중심적 추진 기관과 민·관 역할의 분담 방법 등은 자원

에너지청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자원에너지청은 일본에서 원자력은 2030년 이후에도 현수준인 30~40%의 발전량 

수준이 거나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 경 대체용 원

전으로 고려되고 있는 개량형 차세대 경수로 외에도 중소형 원자로와 경제성 등 조건

이 좋아진다는 전제하에서 2050년경부터는 FBR(고속증식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중장기 개발방향도 제시하고 있다.7) 

이와 같이 국내 이용환경과 해외진출에서의 활기는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2100년

까지의 초장기 미래에서도 원자력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2100년을 목표로 하는 초장기(超長期) 에너지 분야

를 포함한 기술전략맵을 작성하여 2005년 10월 발표하 다.8) 

여기에 나타난 에너지 분야의 목표로 100년 후에는 가정 및 사무실,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완전 삭감토록 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원자력과 태양광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으로 전환

하고 가솔린을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보급을 100%로 끌어올리는 등 이산화탄소 무배

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망라하 다.

초장기 비전은 상세히 살펴보면 석유 생산이 절정을 맞이하는 2050년까지 운수부

문을 제외한 가정, 산업 등 전부문에서 “탈석유” 에너지 사용을 실현하고, 2100년에는 

7) 日本電氣新聞,  2005. 5.

8) 經濟産業省, “기술전략 Map(에네르기 分野)”,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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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산업에서 석탄이용을 제외하곤 거의 모두 원자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으로 공급

할 계획이다.  일부 남은 석유이용 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바다 속에 격리하

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무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이 정리할 ‘신에너지전략’은 ①에너지 절약, ②석유의존도 저감, ③
자원확보, ④원자력 추진, ⑤국제협력, 그리고 ⑥에너지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석유의존도의 저감은 연료전지 외에도 천연가스와 식물축출 

에탄올 개발을 통한 수송부문 에너지원 다양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원자력 추진

은 전력수요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40% 이상으로 늘리는 것

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프랑스

프랑스는 1970년대 오일파동 이후 지금까지 원자력 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프랑스는 미국과 더불어 원전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59기의 원전이 가동되어, 이들 원전은 전체 전력생산의 80%에 육박 원전 

발전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또한 프랑스는 연간 36억~48억 달러의 전력을 주변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프랑스의 원전 설계와 건설기술력도 프랑스가 자랑하는 것 중 하나이다. 아레바 

그룹은 원전 핵연료 제조에서부터 원자로 설계와 건설에 이르기까지 전체 원자력 사

업을 수행하는 거대 그룹이다.  아레바 그룹은 중국과 핀란드 등에 원전을 수출하고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원전 수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독일과 달리 프랑스의 대 아시아 수출 실적은 아직 미진다. 이를 타

개하기 위해 프랑스는 아시아 지역 원자력산업 수출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봄 장피엘 라팽 프랑스 수상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아레바 CEO인 앤 로버전

과 다수의 프랑스 원자력산업체 간부를 대동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당장에 원자력 르네상스가 닥쳐 기술선진국들이 여기에 급박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벨기에, 독일, 스페인 등은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법을 아

직 가지고 있으며, 국은 그런 법은 없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주저하고 있다.  또한 

원전이 실제 건설되기에는 많은 준비와 사전 기간이 필요하다. 

아레바도 실제 원전이 건설되어 전력망에 연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신규 원전에 대한 갑작스런 투자 증가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당분간은 신규 원전 사업보다는 기존 원전의 시설개선과 핵연료 서비스 사업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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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유럽의 원자력 산업체는 그동안 설비투자 없이 조직을 슬림화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간소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몇 남지 않은 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해 실제 신규 원전 건설 주문이 올 경우 더욱 효율적

인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과의 제휴를 맺고 핀란드 진출도 이

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원전용 니켈합금 튜브를 제작하는 프랑스의 발리녹스 뉴클레어 회사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 다. 290여 명의 직원은 곧 있을 회사 폐

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 회사의 부사장은 “니

켈합금 튜브 제작회사는 모두 망해가고 있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전망 없어 설

비 투자도 하지 않았다. 동종 업계는 모두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이 기업은 유례없는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고유가와 석유안

정 확보에 대한 우려는 프랑스 정부가 원자력에 대해 더욱 많은 역할을 모색하게 만

들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 원전들이 수 년 내 노화 설비개선을 실시해야 한

다. 

프랑스의 원자력산업은 1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며 성장하고 있다. 5년 전 

발리녹스는 생산 주문이 없어 90명의 근로자를 해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생산주문이 

2009년까지 려있을 정도이다. 코트만 부사장은 “생산 주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고 말했다.

라. 러시아

러시아의 해외 원자력시장 진출은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란에 원

전을 공급키로 협정을 맺은 데 이어 최근 임명된 러시아 원자력에너지청의 세르게이 

키리엔코(Sergei Kiriyenko) 청장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원전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라

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원자력 에너지 산업은 많은 혁신적 자원(resources)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세계 표준에서 절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9)

에너지 부문의 빠른 개발 속도는 경제성장과 국내총생산(GDP)을 배가시키는데 핵

심이 된다고 보며, 국내에서도 상당히 오래 전에 건설된 노후 설비들이 점차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신규 원전의 건설이 불가피하고, 이때에는 신형(new-generation) 원전으

9) http://www.redorbit.com/news/science/312113/new_nuclear_power_plants_will_be_built_ 

in_russia_/index.html?source=r_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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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체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 부문을 리드해나가고 있지만 

원자력 산업계의 기구개편은 이루어져야 하며, 원자력에너지청은 러시아 원자력 산업 

기구개편의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청장이 산업계의 개편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가 연방지방(Volga Federal District)의 외교관 출신으로 2005년 11월 원자력에너

지청의 청장으로 임명된 키리엔코는 “산업계의 임무는 러시아 방위 능력과 보안, 핵비

확산 확보 및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11월 17일 기자들에게 밝

혔다. 그는 러시아의 발전설비 증강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촉구했다.

한편 러시아는 2019년까지 폐쇄 예정인 기존의 레닌그라드 원전의 4기 

RBMK-1000 원자로를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 최초의 1500MWe급 VVER-1500 원자로를 

레닌그라드 부지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지난 10월 하순에 구체화시킨 바 있다. 러시아

의 NRB(The National Reserve Bank)는 SPAEP(St. Petersburg Research & Design 

Institute Atomenergoproekt)가 레닌그라드의 제2원전 설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5천만 루블(미화 175만 달러)의 신용대부선(credit line)을 개설했다.

러시아는 레닌그라드 원전 부지에 2기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들 원

전 건설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획의 초안은 2기 원자로가 2013년과 2015

년에 각각 가동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레닌그라드에는 현재 4기의 925MWe급 RBMK

형 원자로가 운전 중에 있으며, 이 중 2기 원자로는 30년의 운전 수명에 거의 다다른 

상태이다. 러시아의 신형 원자로인 VVER-1500의 기본설계는 2006년에 완료될 예정이

고, 이어서 상세설계 및 건설이 추진될 계획이다.

원전 신기술 개발에 있어 러시아는 벨로야르스크(Beloyarsk) 소재의 고속증식로인 

BN-800의 내년도 건설 예산으로 2006년도 국가 예산에 BN-800의 건설을 위해 당초 

10억 루블(35백만 달러)를 책정했다.  러시아의 벨로야르스크 원전에는 이미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고속증식로 BN-600이 위치하고 있고, BN-800도 같은 부지에서 건

설 중에 있다.10)

러시아의 원전을 운 하고 있는 원자력공사(Rosenergoatom)의 올레그 사라예프 부

사장은 우라늄-플루토늄의 혼합산화물인 MOX 연료를 사용하는 BN-800 원자로는 

2011년까지 운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N-800의 건설이 현재 동결된 상태

는 아니고, 공사를 계속하는데 있어 재원이 불충분한 상태라고 말하고, 정부차원의 재

정지원이 없으면 발전소의 운전시기가 크게 지연될 것이며, 특히 이 고속증식로의 용

량을 880MW로 격상시킬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

10) http://www.redorbit.com/news/science/313607/russia_may_quadruple_funding_for_fast_ 

reactor_project/index.html?source=r_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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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N-800은 상용로가 아니며, 폐 핵연료 주기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

라고 사라예브 부사장은 말했다. BN-800은 적용된 기술이 실증된 후 순차적으로 건설

이 이루어지면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덧붙 다.

듀마는 지난 4월 폐연료 주기를 갖는 고속증식로 개발안을 연방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의회가 정부에 대해 이 같은 권고안을 낸 주된 배경은 러시아에는 누적된 무기

급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것과 국내에서 발생된 사용후 연료를 

고속증식로에서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해체된 무기

급 플루토늄을 저장하는 데에 현재 막대한 재원을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N-800의 건설은 지난 1985년에 시작됐지만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한 1986년 이후

에 중단됐다. BN-800 건설비용은 러시아형 가압경수로(VVER) 건설비용보다 20∼30% 

더 비싸지만 BN-800의 발전단가는 약 15∼2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가 폐연료 주기를 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의 원전 설비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국제 우라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으며, 러시아 내의 우라늄 매장량도 한계가 있어 향후 빠르면 7～10년 이내

에 우라늄 공급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현재 벨로야르스크 원전에는 56만kW급 단일 고속증식로인 BN-600 벨로야르스크 

3호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BN-600은 1980년에 처음으로 계통에 연계되었다. BN-600은 

곧 30년 운전수명에 이르게 되어 새롭게 건설되는 BN-800은 BN-600의 교체 원자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현재 전체 전력생산의 약 17%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

며, 유럽권 러시아(European part of Russia)에서의 의존도는 25%를 기록하고 있다.

마. 중국

중국의 원전도입 계획은 가장 확고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2003

년 중국의 원자력발전 개발계획에 대한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검토회의를 통해 결정되

었다.  2003년 10월 국무원의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중국의 원자력개발 목표를 2020년 

까지 전력의 4%로 책정하 다.  현재 중국에는 9기의 원전이 가동중이고, 2기가 건설

중, 그리고 14기가 제안되고 있다.  2020년까지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24GW의 원전이 추가되어 40GW에 이를 것이다.

원자로의 설계와 건조뿐만 아니라 핵연료주기에서도 기술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의 원자력계획은 가시화된 원전 건설계획으로는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따라서 이

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중국의 원전 기술 자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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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이 갖고 있는 설계와 기자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원자력 선진국 수반들의 

요청이 중국에 쇄도하고 있다. 가장 격렬한 협상이 중국의 신규 4기 원전에 대해 미·

일 컨소시엄,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의 구도로, 이러한 민관 일체의 움직임은 해외 대

형 프로젝트 진출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미국의 경우 수출입은행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입찰에 50억 달러의 

차입보증을 하 거, NRC에서는 기기와 공학역무 뿐 아니라 대상원전 4기의 초기노심

과 일회분 재장전 노심 핵연료의 수출허가 까지 승인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의 경우는 신용보증사인 French Coface사에서는 프라마톰 ANP를 위한 아레바의 재정

지원을 인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의 입찰은 원자력분야에 대한 것이고 뒤이어 

터빈류의 입찰에는 알스톰사와 지멘스가 참여할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11)

이러한 선진국들의 참여에 대해 중국측은 미·일 컨소시엄과 프랑스의 원자력 가격

이 너무 높다는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수주 기업을 정할 때는 ① 기술의 
성숙도, ② 중국 기업에 기술 이전, ③ 가격 수준, ④ 중국의 참여도를 입찰서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정부는 150명 정도의 전문가를 

모아 입찰 심사 과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는 판단 요소마다 심사해 그 결과를 국

무원에 제출할 예정이다.12)  

중국의 SCSTNDI(State Commission of Science & Technology for National 

Defence Industry)에 따르면, 중국의 9기 원자로 2005년 가동실적은 총 53.1TWh를 발

전해 2004년도에 비해 5%가 증가하 다.  부지별 발전량은 진산원전이 22.6TWh, 다야

베이 원전이 154.5천만 TWh, 링아오 원전이 나머지를 차지했고 원자력 총발전량중에

서 이들의 발전비중은 각각 42.5%, 29.1%, 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관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향후 3년 이내에 5기의 신규 원자로의 가동을 

개시해 원전 설비용량은 약 3% 증가해 8.7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러시

아가 설계한 VVER-1000 노형인 중국의 티안완(Tianwan) 원전 1호기는 2005년 12월 

말 초기 임계를 달성하고, 2006 초에 계통에 병입될 예정인 것으로 CNNC(China 

National Nuclear Corp)는 밝혔다.

바.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향후 10년 간 야심적 원전 도입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일환으로 중국

으로부터 건설비용은 100억 달러 규모의 6~8기의 원자로 구매를 위해 중국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협상 중인 원전들은 2015년에 건설을 개시하고, 2025년까지 완공될 

11) www.uic.com.au/nip68.htm, 2005. 12.

12) <日本電氣新聞>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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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 개발에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는 파키스탄의 원전 도입계획은 2030

년까지 8,800MW로 증대할 예정이며, 인더스강과 해안을 따라 부지조사 작업이 실시되

고 있다. 

한편 중국과 파키스탄 정부간 2003년 3월에 체결된 기본협정 이후 2004년 5월 건

설계약이  체결된 바 있는 파키스탄의 차스마(Chashma) 2호기의 착공이 당초 2006년

에서 앞당겨져 금년 내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추정예산은 8억 5천만 달러이

고 2011년에 가동 개시될 예정이다.

파키스탄은 2006년까지 전력 부족량인 7,100MW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천연가

스를 이용한 전력생산(4,000MW)과 800MW 용량의 대체 에너지원 그리고 2,300MW의 

수력발전을 활용할 계획이다.

파키스탄은 현재 2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1기는 파키스탄의 카라치

(Karachi) 부두에 위치하고 있는 137MW급 원자로이고, 다른 1기는 CHASHNUPP-1로 

알려진 300MW급 차스마 1호기이다. 이들은 캐나다와 중국의 기술지원으로 건설됐다. 

파키스탄은 원전 설비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회교국이다.

2. 원전도입 르네상스 긍정적 요인 : 원전의 우호적 활용국

가. 핀란드

아시아의 중국과 함께 세계 원전 르네상스의 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핀란드는 

2005년 9월 프랑스와 독일의 컨소시엄인 아레바(Areva)-지멘스(Siemens)와 핀란드의 

TVO사의 대표들이 유럽 3세대 혹은 3세대 플러스 원자로인 유럽형 가압 경수로(EPR; 

European Pressurized Water Reactor)를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13)  1,600MW급인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3세대 플러스 원전인 EPR은 2009년 핀란드 서부 Olkiluoto 단지에서 

가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를 위해 TVO사는 총 30억 유로를 계약액으로 산정했는데, 

이 중 72%는 프랑스의 아레바에 돌아간다.

2003년 12월 주계약자로 아레바-지멘스가 결정됐을 때, 아레바는 핀란드의 EPR 선

택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의 전쟁에 광범위하게 기여할 수 있는 최선두 기술을 가진 

원자로 모델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신했었다.  EPR 관계자들은 이 원자로가 가장 경제

13)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핀란드 다음으로 EPR-1600을 선택한 두 번째 나라이다. 프랑

스의 EdF는 망쉬 지방 프라망빌(Flamanville)에 EPR 건설을 발표했다.  EPR은 현재 프랑

스의 19개 원자력 발전 단지에서 가동되고 있는 58기의 원자로의 뒤를 잇는 3세대 혹은 3

세대 플러스 원전 모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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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가장 안전하며 최고의 성능을 가졌다고 자부한다. 이전 세대 원자로들 용량은 

1,450MW인데 비해 신형 원자로의 용량은 1,600MW이고, 수명도 현재 원자로들의 40

년에 비해 60년으로 늘어났다. 

<그림 2-2>  프랑스에 건설된 미래의 EPR의 합성 이미지

EPR은 지멘스, 프라마톰, 그리고 아레바의 자회사인 ANP가 1992년부터 개발해 온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품으로,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우라늄의 소요량이 

줄고, 이에 따라 자연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를 15%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핀란드의 다섯 번째 원자로가 되는 이번 EPR의 건설에서, 지멘스와 프라마톰 합작

사인 프라마톰 ANP사는 원자로 계통(노심)을 공급하고 지멘스는 터빈 계통(교류발전

기, 터빈, 파워시스템)을 공급하게 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아레바-지멘스 컨소시엄과 핀란드 당국이 EPR의 

안전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원자로 건설의 중단을 요구했다. 핀

란드 그린피스는 원자력은 위험이 내재된 기술인 데, 이번 프로그램은 원자로의 안전

과 공공보건과 환경에 대한 향 평가를 위한 어떤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그린피스는 특히 방사능 유출, 사고, 테러 공격 등의 위험 중 10~26%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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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산업무역부에서는 2005년 5월 프라하에서 개최된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체

코 정부의 2기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재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02년도에 

930MWe 용량으로 각각 상용가동하기 시작한 기존의 테멜린(Temelin) 원전 부지에 당

초 체코가 600MW급 소형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1,400 혹은 

1,500MW급 대용량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코의 미래 에너지전략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려는 것은 체코의 미래 에너지원에

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고 온난화가스 배출감축을 달성하는데 

원전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반 한 것이다.  체코는 원전 용량의 증대로 전체 에

너지 중에서 전력만이라도 에너지 자립을 이룬 후, 2030～40년경에 이르러서는 전력 

수출국이 되고자하는 장기 목표를 갖고 있다.

다. 이란

이란 원자력에너지청(AEAO; Atomic Energy Agency Organization)은 이란의 남서

부 쿠제스탄(Khuzestan)주(州)에서 이란의 제2원전 건설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들

은 이라크의 국경 인근인 다크회인(Darkhoein)시에서 360MW급의 가압경수로 건설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란의 대통령과 국무회의 각료들은 이 보다 앞서 제2원전을 쿠제스탄주에 건설하

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란은 당초 2006년에 전력생산을 개시할 예정인 제1원전이 위

치하고 있는 부쉐르(Bushehr) 부지에 제2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AEAO은 “원전의 모든 기기들은 쿠제스탄주(州) 다크회인시에서 높은 수준의 검증

된 이란 전문가들에 의해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의 기초는 이란의 아락

(Arak) 소재 40MW급 연구용 원자로 구축 시 습득한 것이다.

뉴스 네트워크인 카바(Khabar)는 AEAO의 발표를 인용해 최소한 7년이 소요될 전

망인 원전 건설안이 이란 정부의 승인을 이미 받았으며, 2006~2007 예산에도 반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다크회인 원전은 1970년대 중반에 프랑스가 원전 건설에 착수한 곳으로, 

1979년 이슬람 혁명 후에 건설이 중단된 바 있다. 이란 의회는 20기의 추가원전 건설

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쉐르 원전 기술을 제공했던 러시아는 이란에 보다 많은 원전의 

건설을 제안해놓고 있다.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카제마 잘랄리 외교위원장은 이란 정

부가 검토중인 방대한 원전 신설계획이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러시아 등의 협

력을 희망했다.  

이란과 러시아는 정부는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과 부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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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핵연료 공급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란은 여전히 러시아 관계자들에게 연료

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의향을 꺾지 않고 있다.  이는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당선자가 강조하는 전세계 국가들과 '공평한'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의 핵프로

그램 포기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된다.

3. 원전도입 르네상스 긍정적 요인 : 원전의 도입 가능성 높은 국가

가. 국

국의 과학기술협의회(CST;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는「An 

electricity supply strategy for the UK」란 보고서14)를 통해 원자력을 포함한 탄소배

출이 적은 대규모 발전원에 대한 투자가 국의 장래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권

고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과학 기술 정책 문제에 관한 정부의 최고 자문 기관으로 

구성원들은 총리가 임명하는 기구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에너지원의 변화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동시에 원자력 대안의 유지와 원자력 산업 인력의 훈련을 위해 보다 

많은 정부 재원의 투입 등 수많은 권고내용을 포함하 다. 

에너지 공급기술의 확보에 대해, 이 보고서는 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대규모 전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풍력 

발전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과 조력발전이 포함되는 적절

한 기술들로 최적의 대안을 만들고, 가급적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 

평가와 진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권고하 다. 동시에 정부는 원자력 발전 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RD&D(연구개발과 실증)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인허

가에 필요한 3년간의 장애물을 중대한 우려사항으로 여기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경감

시켜야 한다는 등의 권고를 추가하 다.

이 보고서는 제4세대 원자로와 핵연료 주기기술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공동 

제4세대 포럼과 같은 다국간 원자력 R&D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새로운 원자로 기

술에 대한 국의 향력과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5) 

이러한 보고서의 발간에 앞서 토니 블레어 국 총리는 2004년 9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국이 자국의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

고 하더라도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

14) ‘ 국의 전력 공급 전략’은 www.cst.gov.uk의 ‘what’s New’ 섹션에서 확인 가능

15) <ENS NucNet>  2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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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

국의 원자력 미래에 대해 토니 블레어 국 총리는 국 정부가 2006년 여름에 

마무리될 예정인 국가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신규원전 건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

혔다.  그 배경으로 블레어 총리는 “에너지 가격은 올랐고, 에너지 공급 안정성은 위

협을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긴급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유럽 국가

들은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래로 원전에 대해 강한 반

대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최근들어 핀란드는 올해에 1991년 이후 서유럽에서는 최초로 

원자로 건설에 착수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전체 전력생산에서 세계 최고의 

원자력 의존율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도 2007년 신규 원전의 건설에 착수할 예정임을 

들어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에서는 현재 원자력이 전체 전력생산에서 약 20%를 점유하고 있지만, 12기의 

원전은 노후한 상태에 있어 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하면서 대규모 전력 공급설비를 구

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 정부는 이들의 대체 원전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국이 

대체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면 2010년까지 원자력 점유율은 4%대로 떨어질 것이다.  

2020년까지 국은 전체 전력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과 원전을 폐쇄하

게 될 것이고, 이중 일부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교체되겠지만 이것으로 모든 결손에너

지를 대체할 수 없다. 

국의 2003 에너지 백서는 에너지 안보보다는 기후변화 협약 준수의 필요성에 우

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과도할 정도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블레어 총리는 초기 신규 원전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가동을 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블레어 총리는 신규 원전의 건

설만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 배출 삭감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

안으로 믿고 있다. 

국의 원전은 1기를 제외하고는 2023년까지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

여 국 정부는 국가의 전기 및 연료의 사용 제한 여부 등을 포함하여 2006년에 새로

운 계획을 발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에서 블레어 총리의 집권 노동당 내에서도 40명의 의원이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고 서명을 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블레어 총리는 

2006년 중반까지 원자력에 관한 확고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국 

정부의 결정은 비슷한 에너지 문제를 않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16) 

http://seattletimes.nwsource.com/html/nationworld/2002654726_wdig30.html?syndication=

rss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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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위스

스위스는 2030년 이후 예상되는 전력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원전을 건설

해야 한다는 주장이 NOK 원자력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Axpo 에너지그룹에서 제

기되고 있다.  Axpo그룹은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수력발전 개발에 각각 1억 스위

스 프랑(미화 약 8,100만 달러)과 20억 스위스 프랑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전력공급은 2020～30년 사이 전력 부족을 직면하여 주변국으로 부

터 전력을 수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전력부족이 보다 빨리 닥칠 

것으로 예측하여 2020년경 처음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러나 이때까지 신규 

원전을 건설하여 가동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스위스는 이어 2030년 이후에는 스위스 자체 제작이든 외국에서 수입하든 원전 추

가도입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신규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 다. 스위스는 현재 3기의 경수로와 2기의 비등로

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원전에서 국내사용 전력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

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여당인 기독민주당(CDA)은 2005년 6월 발표한 지속가능 에너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의 유일한 원전으로 2013년에 폐지될 예정인 보셀(Borssele)원

전은 계속 운전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더 많은 신규원전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권고하

고 있다.17) 

네덜란드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CDA는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감

안해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를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는 중에, 보고서에서는 이산화

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단기적 방안 2가지를 제시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지하공간에 저

장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많은 원전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의 반응은 우선 환경부의 경우 폐기물 처리와 안전성 확보를 충족할 경우 신규원전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운전허가에 대해 네덜란드의 연합정당인 D66도 2005년 6월 의회에서 열린 

보셀원전 처리 논의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되었던 보셀원전을 폐지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보상금을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투자한다면 보셀원전의 계속운전을 지

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만일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보셀원전은 2020년까

지 계속 운전될 것이다.  

17) http://www.khnp.co.kr/new_web/mail/44/sub.jsp?mail=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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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나이지리아의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의 실

현을 향해 중요한 첫 진전을 이루었다.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2005년 7월 초 IAEA 

대표와 원자력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행동 기본원칙(ground rules)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 다.18)

나이지리아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200MW급 원전의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

며, 이 같은 나이지리아와 IAEA 사이의 협의는 IAEA의 사무총장이 올해 초 나이지리

아를 방문한 후나이지리아 과학기술부가 IAEA 측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나온 성과이

다.

1인당 전기 소비는 약 70kWh에 불과하고 총 전력시설도 4,000MW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나이지리아 전력회사(NEPA)의 발전량이 국가 발전의 장애가 되

고 있는 현실에서, 나이지리아가 원자력 에너지를 도입하는 데에는 IAEA의 틀 안에서 

다자간 기술 협력이 이루어 질 것이다. 

마.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실비오 벨루스코니 총리는 2005년 1월 19일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신규 HV 송신선 개통식에서 이탈리아는 전기요금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30∼
40%나 비싸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산업체 및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전기요금(각각 

2GWh/년 및 3,500 kWh/년)은 두 배나 높아, 이탈리아의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스와 전기 및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에너지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탈리아가 이제 

원자력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료를 다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

다고 발표했다.19) 

이탈리아에서는 체르노빌 원자로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듬해인 1987년에 실시된 국

민투표 이후 원자력은 매우 부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취급되었고 Alto Lazio와 같이 건

설 중이었던 이탈리아 최초의 표준 원전의 건설도 중단됐다. 또한 가동 중이던 

Caorso, Trino Vercellese 그리고 Latina 원전도 가동 중지와 폐쇄 절차를 밟았다. 그러

나 18년이 지난 지금 이탈리아 정부는 원자력 쟁점을 다시 거론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녹색, 환경주의자들과 좌익 정당은 아직까지 원자력에 대해 완전히 반

18) http://www.thisdayonline.com/nview.php?id=21882

19) http://www.energypulse.net/centers/article/article_display.cfm?a_id=955



- 25 -

대하는 입장이고, 미국 에너지부(DOE)의 장관이었던 에이브라함 스펜서가 말했던 “새

로운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풍력,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도

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으로 회귀하려는 결정은 현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선은 장기적 비전을 가

진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만해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보

지만, 200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석유 값은 배럴당 18달러에서 50달러까지 치솟았고, 

천연가스 가격도 같은 수준으로 폭등했다.

이탈리아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 부문의 자율화 및 민 화의 완성도 아니

고, 전력시장 자율화나 경쟁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모든 선진국들이 30여 년 전인 

1973년의 Kippur 전쟁 이후 발생한 석유 위기 후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과 석탄을 보

다 많이 사용한 것과 같이 연료를 다양화시키는 것이다.

이탈리아가 원자력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체르노빌 사고 

후 원자력 기술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됐

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탈리아의 에너지 상황이 전력수요의 약 6분의 1을 주변국(프랑

스, 스위스, 독일, 슬로베니아 그리고 추후에는 체코 추가, 2003년 9월 28일과 발생했

던 대정전 사고)으로부터 수입해야 되는 등 전력사용 환경이 극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력 생산에서 이탈리아는 거의 70%를 탄화수소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원들의 가격이 지난 수년간에 2∼3배나 올랐다. 그 결과 이탈리

아의 전력요금은 EU에서 가장 높아 프랑스보다 두 배나 비싸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약 60%나 비싸다. 넷째는 교토의정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를 배출하지 않는 대규모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는 주변 환경이 원자력의 재개에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핀란드는 최근 

그들의 5번째 원전 건설을 착수하기로 결정했고, 프랑스는 노르망디 Flamanville에 프

랑스가 독일과 공동으로 개발한 EPR을 최초로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국

과 러시아는 여러 기의 원자로를 향후 20년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 속에 이탈리아의 원자력 부활 위원회(CIRN)의 회장, 지역문

제 담당 장관, 중도우파 연정소속의 다른 주요 정치인들도 높은 전기료가 산업경쟁력

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이탈리아 수상의 지난 2005년 1월 성명에 연이어 원전지지성명

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이탈리아 국민의 56%가 원자력을 지

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  

이탈리아에서는 과거 1987년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로 하여금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을 허용하는 법안을 포함해 원자력 사업에 관련된 법령을 무효화시킨바 있습니다.  

이의 여파로 현재 이탈리아의 전기요금은 프랑스보다 두 배나 비싸고, 다른 유럽 국가

20) Nucleonics Week Vol/ 46 No.34 Aug. 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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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서도 약 60%가 그리고 세계 평균보다 30%가 더 비싸다. 비싼 전기요금으로 

이탈리아의 산업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의 에너지 

상황은 전력수요의 약 6분의 1을 프랑스, 스위스, 독일, 슬로베니아 등 주변국에서 수

입하고 있다.  전력생산에 있어 오일과 가스 의존도도 EU 평균 20%의 4배에 이르는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란시 지방의회는 2005년 1월 카오소(Caorso)와 트리노(Trino) 원전21)을 재

가동하고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제안을 승인한바 있다.  이 결과 

가동 중지된 원전의 재가동에는 15~20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카오소와 트리노 원

전 재가동 비용은 이들 원전의 해체비용에 6~7% 수준에 불과하고, 원전 발전단가는 

화석연료의 10분의 1인 1€/kWh라는 결과를 도출하 다.   

 이탈리아 원전 재도입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CIRN 의장에 따르

면 이탈리아는 5~6년 후에 신규 원전을 보유할 것이고 5개의 원전 부지에 매년 4개의 

원전건설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탈리아의 전기료도 5~8년 이내에 EU의 평균 수준

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발표하 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2006년 4월 있을 다음 총선에서 

원자력 부활을 지지하는 “이탈리아 뉴클리어(Italia Nuclear)”나 “뉴클리어 생태학자

(Ecologists for Nuclear)”라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도 원전 재도입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005년 10월 

이탈리아환경부 장관은 이탈리아가 원자력 발전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까지는 10~15년이 더 걸릴 것이며, 원자력을 반대했던 반핵주의

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필요도 있다고 그는 덧붙 다.22) 이 같은 전력분야 청정생

산 체계는 정당이 나서서 공해를 배출하는 노후 발전소를 가장 효율적이고 최신형인 

발전소로 대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 다. 이러한 견해는 독일의 경

우와 같이 대개는 반원자력 성향인 환경부 장관의 원자력에 대한 입장표명이란 점에

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원전프로그램 중단 18년이 지난 지금 이탈리아 정부는 원자력에 대한 공개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분석가들과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국민의 동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탈리아 총리와 일부 정치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은 원전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원전 도입에 앞서 기업의 수준에서는 이미 원전기술개발 프로그램에 착수

하고 있다. 이탈리아전력공사(Enel)는 2005년 5월 EPR프로그램 공동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EdF와 체결했다. 이번 MOU로 Enel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자

21) 트리노 원전(270MW PWR)은 1964년에 카오소 원전(882MW BWR)은 1978년에 운 을 시

작하 음.

22) http://news.yahoo.com/s/nm/20051030/sc_nm/energy_italy_nuclear_d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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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전문 기술을 보강하고 프랑스 북부 플라망빌의 EPR 계획에 있어 EdF의 파트너

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dF는 플라망빌이 프랑스의 EPR 실증원전 부지가 될 것이라고 2004년 10월에 발

표한 바 있으며 핀란드는 이미 EPR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Enel사는 이번 MOU로 프

랑스 시장에서 중요한 산업·상업적 입지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EPR의 

최첨단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Enel사의 원자력 기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3) 

바. 베트남

베트남의 연평균 8%가 넘는 경제성장의 지속과 이에 따른 에너지소비 급증으로 

베트남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가동개시를 목표로 베트남 최초의 원전을 건설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2005년 10월 닌 투안성(Ninh Thuan province) 

내의 두 지역인 닌 푸옥(Ninh Phuoc) 또는 닌 하이(Ninh Hai)에 2,000MW의 원전을 

34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하는 것에 관한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같은 조사는 원전의 기술 및 위치 선정에 관한 ‘베트남-프랑스 세미

나’가 열린 후 가진 언론 컨퍼런스에서 베트남 에너지 연구소(VIE)는 밝혔다.

2020년도 베트남 에너지 수요는 2,300억 k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에

너지 수요에 대해 베트남은 1,650억 kWh는 국내 화석연료에너지로, 50억 kWh는 재생

가능에너지로, 200억 kWh는 수입으로, 400억 kWh는 원자력과 수입 석탄화력발전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140억 kWh의 발전량은 두 배가 된다고 해도 280억 kWh 정도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2020년에 전력부족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은 화력발전소용 

석탄 약 400~500만 톤을 수입헤 발전능력을 보완하고, 전력의 직접수입도 병행한다. 

베트남은 라오스로부터 2,000MW, 중국과 캄보디아로부터 각각 1,000MW씩 전력을 수

입할 것이다.

베트남의 원자력 도입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동

시에 원자력에 대한 대중 수용성(PA) 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베트남은 아직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외국의 파트너를 정하지 못하고 있

지만 아직까지 잠재적 공급사는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및 캐나다로 보인다.  기

술자립도 최초 2기 원자로에 대해서는 모든 연료봉과 장비를 수입하겠지만 후속 원자

로 및 발전소는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3) <ENS NucNet> 2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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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은 특히 의료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500kW 용량의 연구용 원자로를 보

유하고 있다. 이 원자로는 중부 람동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4년 가동을 개시했다.

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원자력발전 착수 계획이 정치적 안건에 재상정되어 정부는 국제사회

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있

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는 원자력 도입에 대한 자국의 계획을 상세히 나타내

면서 국제적인 전문가의 판단과 지원을 요청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내 논의를 진

척시키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24)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발리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 건설이 기술·경

제적으로 타당하고 2016년까지 원전 1기가 완전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은 공

개한 바 있다.  이러한 발표는 IAEA에서 지원한 인도네시아 타당성 조사 결과에 근거

한 것으로, 여기서는 원자력발전이 가스, 석탄, 재생가능에너지원 등을 포함해 보다 광

범위한 에너지원의 일부로 사용되고 석유의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교토의정서의 실행계획인 청정개발체제(CDM)에 원자력발전을 포함

시키는 것도 지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된 높은 초기투자비

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있어, CDM이 온실가스(GHG) 배출권 거래를 통

해 자본과 기술의 이전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교토의정서하의 

배출권 제한에 대한 의무가 없지만 CDM 선택방안으로서 포함될 원자력발전을 추진하

기 위해 어떠한 노력에도 전적으로 지지해 왔다.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추진계획은 이전에도 검토된 바 있다.  도입을 위한 준비로 

의회는 원전 건설 프로그램의 최종 착수를 허가할 수 있는 원자력법을 1997년에 승인

했고, 1998년에 독립 원자력규제기관을 정부기구로 설립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원

자력 연구시설 및 대학들은 원전 건설시 숙련된 근로자들을 국내 원전 프로그램에 지

원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연구, 개발,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1년에는 기

존의 원자력기술 아카데미의 분교로 수도인 자카르타에 원자력기술종합대학을 개설하

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수많은 장래 파트

너들의 협력을 받고 있다.  원자력을 이용한 담수화플랜트는 우리나라와 논의해왔다.  

한국은 2015년까지 자바 연안의 마두라섬에 제안된 SMART의 최종 인허가에 대한 논

의에도 관여했다. 

24) <ENS NucNet> 20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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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인도네시아의 원전도입에 참여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국으로 보인다.  

러시아연방 원자력청은 원자력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수많은 

국가들과 협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에도 중

부 자바의 무리아반도에 건설 예정인 원전의 노형 선정을 위해 일본 원자로를 정  

조사해 연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25) 

인도네시아는 원자력발전이 자국의 장기 발전에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급안보에 있어 원전 프로그램의 도입은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석에너지를 절약해 사용 연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

해 21세기에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수소생산과 담수화와 같은 평

화적 목적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4. 원전도입 르네상스 긍정적 요인 : 기타

가. 유럽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협약의 발효와 에너지자원의 고갈을 

우려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혹은 최소한 불가피론을 들어 소극

적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린피스를 창립했던 Patrick 

Moore 박사도 2005년 1월 "Nuclear energy is the only non-greenhouse gas-emitting 

power source that can effectively replace fossil fuels and satisfy global demand."라

고 불가피함을 토로하고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일부 국가들에서 원자

력의 무기화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 시민들에게 원자력의 르네상

스가 닥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성급함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30년여의 

개발 역사를 갖고 있었던 원자력이 이후 20년 사이 세계의 원자력에너지 생산기술은 

놀라운 기술진보를 이룩하 고 통제와 감시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의식이 높아졌다는 사용환경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국의 Tony Blair 총리, 프랑스의 Jean-François Copé 

예산 장관, 이탈리아의 Martino 국방 장관 등 유럽의 고위관료들을 중심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6)

25) <日本電氣新聞 > 2005. 6.
26) http://www.epic.or.kr/EPIC/jsp/PIT/EIC_PIT_EPN_VIW.jsp?PK=EIC_PIT_EPN_19770,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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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있었던 ‘2005 Labour Party Conference’에 참석한 Tony Blair 국 총

리는 총회 연설에서 “원자력은 자국의 정책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

국과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접근해야 하고, G8 협약 국가들은 함께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 필요로 하는 개발

국가나 신진국가들에게 그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예산 장관인 Jean-François Copé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자국의 원자

력 발전소 성공담을 실은 적이 있다. 이 성공담에서 그는 “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원자력 시설을 증설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자국의 

에너지 자립성, 공급의 안전성,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가격 설정이라는 이득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Martino 이탈리아 국방 장관은 전기로 사용할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실패한 

자국 및 타국들에게 강경한 자신의 생각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힌 적이 있다. 그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서 지난 수십년간 새로운 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무관심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포

기했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앞으로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

다. 

현재 프랑스는 원자력이 전기의 78%를 생산하고 있고, 국은 19% 이상을 원자력

이 대체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는 1990년 이후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킨 상태이

다. 

나. 국제 환경협약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 온난화 방지의 프레임 재설정에 

있어 원자력발전소의 CDM화를 향한 검토가 국제적으로 본격화될 전망된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를 온난화가스의 

70% 이상 배출하고 있는 비의무대상국(non-annex 국가)에 보급시키면 세계적으로 배

출되고 있는 온난화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원자

력을 CDM의 대상으로 하는 것27)에 대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COP) 회의를 주도해 

온 유럽연합(EU)이 반대해 왔다. 

2008∼2012년 사이 1차 이행기간 동안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국가·지역별의 감축목

표를 명시하고 있는 교토협약에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난화 방지사업을 실

27) 이 움직임은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도 이전토록 하고 있는 현재 CDM 제도의 특성상, 이대

로 시행코자 할 경우 원자력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선진국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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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이를 선진국의 배출 삭감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CDM 체제가 인정되고 있

다. 그러나 2001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COP7에서 원자력발전소를 CDM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삼가는」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탈원자력을 내걸고 있는 독일

의 「녹색당」이 EU의 환경 각료를 맡으면서 COP 회의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

에 온난화 방지의 유용한 선택사항이 배제되었다.

COP와 같은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는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EU 국가, 다음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의 환

태평양 국가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중국과 77개의 개발도상국들이다.

환태평양 국가들의 발언권은 미국이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일찌

감치 탈퇴하면서 향으로 약해졌다. 또한 「중국＋77」의 리더격인 중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입장이 가지각색이어서, 교토협약

체제에서는 아직까지 EU가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5. 원전도입 르네상스 부정적 요인

가. 급속한 도입에 따른 인프라 부족과 이에 따른 전문성 부족

원자력의 도입은 대부분 국가들에서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처음 도

입하려는 국가들이나 빠른 속도로 연속도입이 필요한 국가들에서는 자칫 부족한 하부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이 신규 도입을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국민 수용성

과 기술자립계획을 반 하기 위해 너무 신중히 진행할 경우, 자칫 도입의 적기를 놓치

고 국가 에너지 공급환경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성급히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에 비해 중국과 같이 엄청난 수의 원자로 도입이 계획된 국가에서는 급속한 

성장에 따른 안전관리나 고급인력 부족과 같은 하부구조 부족을 또한 경계해야 한다.  

이는 원자력에너지는 건설보다 안전한 운 이 더 중요한 가치이고, 불안정의 향이 

이웃나라는 물론이고 범지구적으로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동반

된 전력부족을 비롯해 중국이 직면한 자원, 환경문제가 원자력발전의 추진 배경이다. 

2020년에는 총 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2.3%에서 4%까지 연

차적으로 늘려 우리나라 표준형원전 기준으로 40기에 해당하는 40,000MWe의 원전을 

운용할 계획이다.

중국의 원자력 시장 규모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을 통상가격인 1,300/kWe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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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로 보고, 신규 증설분을 30,000MWe라고 보면 중국에서의 원자력발전사업은 390억 

달러 시장이나 된다.  이는 단일 국가의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대이고, 따라서 중국 원

전의 표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선진각국들의 경쟁적 참여로 분점구조 복수의 

원자로형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국의 가동원전의 안전과 가동률 유지를 위해서는 고급 운전․유지 기술
과 인력 수요가 보다 많아진다.  예를 들어 전문 인력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은 이를 운전하고 유지하는 사람에 따른다고 볼 때, 중국에서 매년 필요한 원전 기술

자는 1,200명이지만 신규 졸업하는 기술자는 250명이다.  2020년까지 필요한 원자력발

전 기술자는 13,000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고급인력 부족도 중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급선무이다.

또한 원자력 안전문화도 과거의 의식과 달라져야 한다. 중국 원자력발전의 안전대

책에 있어 진산 원자력발전소의 호해운 공산당위서기는 “국제안전기준으로 1등급(최

저) 사고조차 일어난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1998년 진산 원전에서는 원자로 내 기기 

파손으로 1년 2개월에 걸쳐 운전이 정지된 이력이 있다. 사고에 관해 대국민 발표도 

없었다. 관계자는 “외국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대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라

고 말한다.

중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원자력은 한 나라의 불안정한 안전문화와 고급인력의 불

충분한 조달은 이웃국가들은 물론이고 세계 원자력 부활의 시기에 부정적인 향을 

초래할 수 있다.

나. 원자력 이용의 자율성과 국제투명성 의무의 상충

원전 도입국들은 핵연료의 안정공급에 대한 욕심과 자체 핵주기시설을 보유하고자 

하지만, 미국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핵무기 확산을 우려해 지역단위로 핵연료공급과 관

리를 공동으로 하지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이보다 발전해 미국이 주도해 핵

연료의 안정공급을 책임지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이 신규 원전 도입국들과 선진국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상충

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규 소규모 원전 도입이 가능한 잠재국들은 도입결정을 지연 혹

은 포기하는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

는 국가가 이란과 북한이다.

(1)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자주권 주장

2005년 기준으로 가동중인 원전은 없고 915MWe급 원전 1기를 건조중인 이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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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연초부터 이란은 IAEA의 이란 핵무기계획 

부재를 발표 속에 자국의 핵주기시설 운 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란이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범세계적으로 위협을 초래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공장 가동 및 원전 건설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관련하여 이란

이 은 하게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 때문에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은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엄격하게 전력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

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의 민수용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에 핵개발 의도가 숨겨져 있다

며 이란이 원자력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후 7월 대통령선거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던 아흐마디네자드의 당선 후 이란의 핵

활동은 원전 20기를 추가 건설하기 위한 이란의 고유권한으로 외세의 간섭에 대한 거

부의사를 분명히 하 다.  이후 IAEA의 9월 총회에서 이란은 모든 핵연료 관련 활동

을 중지하라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이란의 핵문제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

작하 다.

이란과 국제사회의 불신이 증폭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

시아가 이란 민수용 핵연료 안정공급을 보장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하 으나, 이란은 이

에 대해 결함이 많은 안으로 취급하며 수용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핵연료연구의 재개

를 선언하 다.  

이러한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이란은 지난 8월 이스파한 핵시설 봉인 제거에서 보

던 바와 같이 NPT 가입국의 평화적 핵활동이라는 명분을 들어 농축연구의 재개를 

공언할 수도 있다. 

이란의 이 같은 핵개발 의도는 위험국에 부여하는 핵자주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

겠다는 원자력선진국들의 의지와 포괄적 자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란간의 갈등으

로 보이지만, 실상은 석유와 강경파로 무장한 이란에 핵연료 농축주권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란 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를 번번이 거절하며 중립적 입장을 취해 온 러시아와 중국도 더 이상 중재안을 낼 수 

없게 될 것이다.

(2) 북한의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이 불거진 이후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동결 해제 및 

활동 재개, IAEA 사찰관 추방, 2003년 4월 북경 3자회담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재

처리 완료 단계 발언 등으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서 북핵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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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경한 해결책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중국이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제안하면

서, 2003년 4월 중국 북경에서 미국, 중국, 북한간 3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이 체제안전보장 등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도 핵 및 미사일 관련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안을 제시하 다.28)

이후 평행선을 이어 끝없는 협상을 하던 중 인접한 이해국인 러시아와 일본의 참

여 필요성으로 6자회담으로 발전해 2003년 4월 최초의 회담이 개최된 이래 가장 최근

인 2005년 11월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까지 인내를 요하는 회

담을 거쳐 참가국들은 핵폐기라는 원칙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아직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최대의 난제인 핵 프로그

램의 검증과 폐기라는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기존의 IAEA 핵사

찰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검증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에 반발할 북한의 주장을 예상하

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다. 원전도입 금지 정책의 유지

(1) 원자력 도입 금지법안의 유지

원자력산업의 부흥이 오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 중 한 요인

이 반응이다. 벨기에, 독일, 스페인 등은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으며, 

국은 그런 법은 없지만 아직 신규 원전 건설에 주저하고 있다.

또한 원전이 실제 건설되기에는 많은 준비와 사전 기간이 필요하다. 아레바의 전

략기획자 질로메 두류는 “실제 원전이 건설되어 전력망에 연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

간이 걸리므로 신규 원전에 대한 갑작스런 투자는 기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 독일의 정책유지 선회

현재는 연립여당이 되었지만 독일의 제1야당인 기독민주연합(CDU; 기민당)의 만

젤라 머켈 당수는 9월에 실시되는 총선에 앞서 승리할 경우 원전이 기술적으로 가능

하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한 전력사들이 원전을 수명연장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허용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의 원전 폐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야당의 공약

28) 2005년 4월 23일 만찬시, 이근 북측 수석대표는 Kelly 차관보와의 비공식 회동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서 미

국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외교적
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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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및 주 정부에서도 더 이상의 원전 폐쇄를 막겠다는 움

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독일의 원전 폐지 계획은 5년 전부터 정부와 전력산업계 간에 협상이 시작된 이래 

2002년에 법제화되기에 이르 다. 이 법안에 따라 각 원자로는 고정된 양의 전기만 생

산하도록 전력 생산 총량이 할당됐으며, 이 목표량이 도달되면 그 원자로는 폐쇄되어

야 한다. 독일에서는 법안 발효 이후 지금까지 2기의 원자로가 폐쇄됐다. 그러나 2기 

원자로의 폐쇄 원인은 경제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후 양대 진 이 모두 30% 남짓한 득표율로 절대강자가 없어진 선거결과로 대연

정이 이루어진 후 이 공약은 이전의 원전 phase out 정책29)을 지속하는 것으로 바뀌

었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 변경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립정당으로 35% 남짓한 

득표율로 아직 원자력에 대해 민감한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다.30)

라. 원자력발전소 폐쇄 정책 실행

(1)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장관들에게 단일호기의 449MW급 가압수형로(PWR)로 1973년 상

용가동 되기 시작한 보르셀(BORSSELE) 원전을 강제 폐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으로 자국의 원자력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1960년대에 제정된 네덜란드 원자력법

은 운전정지 예정인 원전의 안전상 이유가 없으면 원전의 운전인가는 만료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네덜란드 환경부는 2013년까지 폐쇄를 목표로 하

고 있다.31)

이에 비해 2005년 발간된 기독교민주당(CDA)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당 보고

서에서는 보르셀 원전이 2013년 이후에도 계속 가동해야 하고 네덜란드에서 보다 많

29) 독일의 원전 폐지 계획은 5년 전부터 정부와 전력산업계 간에 협상이 시작된 이래 2002년

에 법제화되기에 이르 다. 이 법안에 따라 각 원자로는 고정된 양의 전기만 생산하도록 

전력 생산 총량이 할당됐으며, 이 목표량이 도달되면 그 원자로는 폐쇄되어야 한다. 독일에

서는 법안 발효 이후 지금까지 2기의 원자로가 폐쇄됐다. 그러나 2기 원자로의 폐쇄 원인

은 경제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음.

30) 독일의 총선 후 대연정의 구성시 동맹의 근간을 이루었던 핵심합의 내용 중 하나가 사민당

의 정책을 반 한 ‘원전은 당초 계획대로 폐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력과 가스에서 

러시아와 동구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 안보와 독일의 안전한 

원전기술을 폐쇄하고 덜 안전하고 덜 청정한 동구 발전소의 전력을 수입하는 것이 바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원전폐쇄 주장 정당과 기민당-기사당을 중

심으로 한 친원자력 정당간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31) <ENS NucNet>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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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32)  여기에 대해 

자유민주국민당(VVD)과 D66(Democraten 66)당 등 집권연립정부의 나머지 2당도 보르

셀 원전의 계속운전을 지지하고 있다.  D66의 경우 반핵을 공식화하고 있었지만 전력

업체 EPZ사에 대한 보상에 사용될 자금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에 대신 투자된다는 

조건을 덧붙 다. 

(2) 스웨덴

2005년 5월 1977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600GW급 비등수형로인 스웨덴의 바르세

베크(BARSEBACK) 원전 2호기의 운전중단 결정으로 5월 31일 운전중단 되었다.  이 

결정은 이 지역 시공무원을 포함한 300명 이상이 이 원전을 폐쇄하려는 정부의 결정

이 EU 법률과 스웨덴 환경·산업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결정 효력을 무효화 하려

는 제소가 스웨덴 최고행정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결정되었다. 

당초 2004년 10월에 발표된 이 원전의 폐쇄 결정은 정부가 스웨덴 원자력 시설의 

자발적인 단계적 폐지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일정에 관해 전력 산업계와 합의에 도달

하는 데 실패하면서 결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1975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바르세베

크 1호기는 소유업체와 현금과 지분 보상 협의 하에 1999년 11월 구 폐쇄된 바 있

다.33) 

한 편 이번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원전이 종업원, 일반 대중 또는 환경에 

대한 어떠한 위험성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고, 수 주 전에 실시된 새 여론 조

사에서 응답자 중 83%가 스웨덴 원전의 가동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들 원전을 신형 원

전으로 교체하길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34)

마. 낮은 수준의 사회적 수용성

원자력 이용 개발에 있어, 원전의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이나 운전 중인 원전의 가

동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로 인해 지방정부나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사회적 수용성

이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 IAEA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의뢰하

다.  조사의 수행은 Globe Scan 사에 의해 선진국과 후진국을 망라해 세계 1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보고서는 2005년 10월 발표되었다.35)

32) <ENS NucNet> 2005. 6.

33) <ENS NucNet> 2005. 5.

34) <ENS NucNet> 2005. 6.

35) www.iaea.or.at/Publications/Reports,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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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를 요약하면, 

- 원자력의 테러방호의 대비 충분성 : 낮은 위협(28%), 높음(54%)

- 원전의 계속이용과 신규원전 도입 지지도 : 모두 지지(28%), 기존설비만 지지 

신규는 반대 (34%), 모두 반대하며 가급적 빨리 폐쇄(25)36)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원자력의 역할을 평가 : 확대 필요(38%), 확대 불필요

(47%)

- 원자력의 평화이용 가능분야 : 의료(39%), 전력생산(26%), 식품안전(5%), 해충

구제(5%), 식량증산(4%)

원자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는 세계적으로 아직 응답자의 28% 수준에 머물고 있

고 2005년 2월 발효로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기후변화현상을 고려할 경우 38%로 

10% 포인트 상승하는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37)  이는 아직 원자력을 적

극 추진하기에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지지율이라 할 수는 없다.

이 번 조사의 특징은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카메룬, 캐나다, 프랑스, 독일, 국,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그리고 미국의 18개국이 참여했으며, 특히 응답국 중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오스

트리아, 카메룬, 인도네시아, 요르단, 모로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중에서 모로코, 요

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메룬은 모든 원전의 폐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36) 국가별로는 적극지지 성향은 미국, 한국, 인도에서 나타났고, 적극 반대는 모로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메룬에서 나타났음.

37) 이 번 IAEA가 주관한 조사에서 원자력의 유망한 미래 이용분야는 전력생산에 국한 하 으

나,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대두되고 있는 원자력의 비전력 부문(non-electricity 

generation applications) 이용 추가시 다른 응답 초래할 가능성 배제되었음.  원자력의 비

전력 분야 이용은 물부족 국가들을 위한 해수 담수용 원자로, 수소경제 시대 대량수소 제

조를 위한 고온 원자로, 세계 무역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대형선박 추진용 원자로, 집단에

너지 공급을 위한 제조업과 지역주거지 열 제공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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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 정책 동향

1. 일본의 원자력이용개발 장기계획 

가. 일본 원자력장기계획 책정 추진상황

일본의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이하 「원자력장기계획」이라 함)은 「원자
력기본법」에 근거하여 평화적 목적에 따라 안전 확보를 전제로, 장래의 에너지 자원

을 확보하고 학문적 진보와 산업적 진흥을 도모하여 인류 사회의 복지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원자력정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1956년 이후 대략 5년마다 총 9회에 걸쳐서 「원자력 장기계
획」을 책정해 왔다. 현행의 장기 계획은 2000년 11월에 책정된 것이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은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첨단 거대 과학기술로서, 

원자력 이외의 분야인 과학기술 연구나 다양한 일반 산업 활동에도 활용되므로 국민

의 이해를 얻은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이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연구개발, 규제, 재정적 조치 등 국가가 큰 역할 담당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원자력장기계획을 책정하여 국가가 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

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6월말 현재 53기의 상업용 원자로 시설이 가동중에서, 발전 설비 

용량의 합계는 약 4700만 kW, 연간 발전 전력량은 국내 총발전 전력량의 약 1/3을 차

지하고 있어 일본의 기간 전원이 되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핵연료를 공급

하는 것과 동시에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핵연료주기 사업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처

분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고･고
장, 데이터 조작 등에 대해 국가나 전기사업자는 한층 더 안전 확보나 국민의 신뢰 회

복을 향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 행정에 있어서 이전 원자력장기계획과는 달리 원자력위원회의 소속

이 과학기술청에서 2001년 1월의 중앙 부처 재편 이후에는 내각부로 바뀌고 원자력위

원장도 과기청장관에서 민간전문가로 바뀌게 되었다. 내각부에 소속된 원자력위원회는 

매년 원자력장기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책의 기본 방침을 기획･입안하고 관계 행정 기
관이 각각의 소관 분야에 있어 필요한 세부시책을 기획･실시･평가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원자력위원회는 국내외 정세를 전망하고 이의 합리적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 

정도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자력연구･개발･이용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책정하도록 
하 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 「신계획책정회의」를 설치하여 추진하 다.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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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은 원자력위원도 위원으로 참가하고, 원자력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계, 경제

계, 법조계, 입지지역, 매스 미디어, 비정부 조직  등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 다.

또한 원자력장기계획의 책정에 있어서 원자력 정책과 접한 에너지 정책이나 과

학기술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한 「에너지기본계획」이나 「과학기술기본계
획」등도 고려하여 심의하 다. 

진행방식은 중요 과제 마다 현행의 원자력장기계획의 평가와 국내외의 정세 변화

를 기초로 향후의 대응 자세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중간정리」나 「논점정
리」로서 정리했다. 심의는 일본의 원자력 연구･개발･이용에서 일련의 사고･불상사로 
생겨난 국민들의 불안･불신을 극복시키기 위해 무었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일 사항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들을 「논점 정리」형태로 반 하 고, 핵연료주기 정책이나 국제 문

제에 대해서는  ‘기술검토 소위원회’ 및 ‘국제문제에 관한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전문

적인 사항에 대한 논점 정리를 실시했다. 

신계획책정회의는 이러한 「논점정리」등을 근거로 2005년 7월에「신계획 구성」
을 작성하여 국민의견을 공모하고, 393명으로부터 758건의 의견을 얻었다. 또, 「원자
력 정책 대강(안)」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공모하는 것과 동시에, 5개 지역에서 공청

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701명으로부터 1717건의 의견을 얻었다. 신계획책정회의는 이

들을 토대로 심의하여 약 2005년 9월에 최종적으로 「원자력 정책 대강(안)」을 정리
했다. 

33회에 이르는 신계획책정회의, 기술검토 소위원회(합계 6회 개최), 국제 문제에 

관한 워킹 그룹(합계 3회 개최), 신계획책정회의와 병행해 개최한 원자력 장기계획에 

대한 공청회(합계 21회 개최)의 심의는 모두 공개로 하 으며, 심의에 제공된 자료 및 

회의록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등 원자력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 다. 

이 원자력장기계획은 2005년 10월 일본원자력위원회와 정부의 각료회의의 승인을 

거쳐 책정되었다.

나. 일본의 장기계획 주요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원자력장기계획 중 원자력연구개발에 대한 장기계획과 관련

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일본은 「원자력기본법」에 근거하여 평화적 목적에 따라 안전 확보를 전제로, 장

래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학문적 진보와 산업적 진흥을 도모하여 인류 사회의 복

지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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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목표를 제시하고 하고 있다.

① 원자력 연구･개발･이용의 활동기반이 되는 안전을 확보하고, 평화적 이용을 목

적으로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처분, 원자력과 국민･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실현
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 유지해야 한다.

② 원자력의 에너지이용 장점을 확대하고, 과제를 극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 에너지 안정공급과 지구온난화대책에 공헌하며, 그 과정을 통한 학술의 

진보, 산업진흥에 공헌해야 한다.

③ 방사선이용기술의 장점을 확대하고 과제를 극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학술의 진보, 산업 진흥 및 인류사회의 복지와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공헌해

야 한다.

④ 상기의 활동기반에 충실하고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관련된 연구개발, 

규제, 유도, 재정적 조치를 하는 국가시책을 공공복지 증진, 경제성, 사회적 수

용성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원자력 연구･개발･이용에 관한 기반 활동 강화
원자력 연구･개발･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 확보, 평화적 이용 

준수, 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 인재 육성･확보, 원자력과 국민･지역사회와의 공생에 대
한 기반 활동이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평화적 이용 준수

또한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IAEA 보장조치 및 국내 보장조치를 엄격하게 적용

하고 있으며, 일본의 비핵3원칙을 준수하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

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유하고, 국제사회에도 꾸준히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재처리에 

대해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기술(혼합 전환 기술)을 채용하고 일본의 플루토늄 재고에 

관한 정보의 관리와 공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8월 일본원자력

위원회는 플루토늄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플루토늄 이용의 기본 방침」을 결
정하기도 했다.

(나)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일본의 방사성폐기물은 「발생자 책임 원칙」, 「방사성폐기물 최소화 원칙」, 

「합리적인 처리·처분 원칙」, 「국민과의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시 원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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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특징을 토대로 적절히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마다 안전하

게 처리·처분해야 한다.

폐기물의 효과적･효율적인 처리·처분하는 기술은 순환형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본에 있어서 필수기술이다. 연구개발기관은 방사성폐기물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처
리·처분을 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에 대해서는 「특정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30년대경의 처분장 조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개요조사 지구 

선정, 정 조사 지구 선정 및 최종 처분시설 건설지의 선정이라고 하는 3 단계 선정과

정을 거쳐 최종 처분시설이 건설될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 기관 및 NUMO는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접한 연계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NUMO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 사업의 안전한 실시, 경제성 및 효율성

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을 계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을 기대한다. 또

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기관은 심지층의 연구시설을 활용

하여, 심지층의 과학적 연구, 지층처분 기술의 신뢰성 향상과 안전 평가 방법 고도화 

등을 위한 기반 연구개발, 안전 규제를 위한 연구개발을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와 지층처분과 관련된 최첨단 지식기반으로 정비·유지하여 

NUMO의 최종 처분사업이나 국가의 안전규제에 대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 초우라늄 핵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이하 「TRU 폐기

물」이라고 한다. )의 지층처분이 가능한 TRU 폐기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병설

(倂設)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처분장 수를 줄일 수 있어 경제성 향상이 기대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업자가 TRU 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병설 처분할 경우의 

상호 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시주체와 국가가 실시해야 할 조

치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외 재처리에 의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국가는 사업자의 검토 결과를 받

아들여 프랑스가 제안한 신고체화 방식에 의한 폐기체 처리처분에 관한 기술적 타당

성과 국이 제안한 폐기체를 교환하는 지표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이들에 대한 제

도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2) 원자력발전

(가) 기본 방향

원자력발전은 지구 온난화 대책과 일본의 에너지 안정공급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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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앞으로도 공공 복지 관점에서 최적 수준이 유지되도록 원자력발전을 기간 전

원으로 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각종 에너지원의 특성을 기초로 에너지 공급의 최적 이용을 추구하고, 원

자력발전이 에너지 안정공급 및 지구 온난화 대책에 계속적으로 공헌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2030년 이후도 총발전 전력량의 30~40％정도의  현 수준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공급 비율을 원자력발전이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자력발전의 추진에 있어서 아래를 지침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

다. 

① 기존의 원자력발전 시설을 안전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활용하고, 입지 지역을 

포함하여 국민 이해를 대전제로 신규의 발전소 입지에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② 2030년경 전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존의 원자력발전 시설의 대체에 
있어서는 원자로형으로서는 현행의 경수로를 개량한 것을 채용한다. 원자로의 출력 규

모는 규모 경제성의 관점에서 대형 경수로를 중심으로 한다. 단, 각 전기사업자의 수

요 규모 및 수요 동향, 경제성 등에 따라 표준화 된 중형 경수로도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③ 고속증식로에 대해서는 경수로 핵연료주기 사업의 진척과「고속증식로 사이클
의 실용화 전략 조사 연구」, 「몬주」 등의 성과를 기초로 실용화에의 대응을 추진하
고, 우라늄 수급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 등의 제반조건이 갖추어진다는 것을 전

제로 2050년경부터 상용화로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게다가 도입 조건이 갖추어지는 

시기가 늦어질 경우 이것이 갖추어질 때까지 개량형 경수로의 도입을 계속한다. 

(2) 향후 대응

국가는 전력시장 자유화의 하에서 종합적으로 공익 관점 등을 고려하여, 상기의 

지침에 따라 민간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환경정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의 원자력발전은 설비 이용률이나 작업자의 피폭 선량 저감에 있어서 국내외의 기술 

정보의 공유･활용을 도모하고 노후화 변화의 기술적 평가를 기본으로 계획적으로 적
절한 보수･보전 활동을 실시하며 안전 확보와 관련되는 성능 지표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원자력발전을 실현해 가는 

것을 기대한다. 

출력 증강, 정기 검사의 유연화나 장주기 운전에 의한 설비 이용률 향상의 고도 

이용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의 유연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검사 기술이나 안전 여유의 적

정화를 위해서 고도화된 안전 평가 기술을 충분히 평가･검증한 다음 채용하기를 기대
한다. 이에 대해 국가는 이러한 제안들이 리스크를 충분히 억제하면서 실현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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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사업자는 국가나 전기사업자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원자로 설비가 철저한 표

준화나 혁신적인 설계 개념에 근거한 독자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사업자간의 협력 및 

제휴를 추진시켜 사업 효율성을 현격히 높임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것을 기대한다.

(3)  핵연료주기

(가) 천연 우라늄의 확보

천연우라늄을 장래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제적인 자원 

획득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기사업자는 공급원의 다양화나 장기 구입 

계약, 개발수입 등으로 천연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우라늄 농축

일본은 농축우라늄의 공급 안정성과 핵연료주기의 자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는 관점에서 사업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경제성이 높은 원심분리기의 개

발･도입을 추진하여 록카쇼무라 우라늄 농축 공장의 안정된 조업과 경제성 향상을 추
진한다. 일본내에서의 우라늄 농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열화우라늄은 장래의 이용에 대

비해 적절히 저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사용후핵연료 취급(핵연료주기의 기본적 방침)

일본은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되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을 유

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기본적 방침해 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해외의 재처리 사업자

에게 재처리를 위탁하는 한편, 토카이 재처리 시설을 건설･운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록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건설을 진행시켜 재처리로 발생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유리고화체의 지층 처분의 사업 실시 주체, 자금 확보 제도 및 처분지 선정 프로세

스 등을 규정한 법제도나 그것에 기반을 둔 사업체제를 정비해 왔다. 그러나 재처리로 

회수된 플루토늄을 경수로에 이용하는 계획의 지연 , 2005년에는 조업을 개시할 예정

이었던 록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건설이 늦어져 현재 시험 운전 단계에 있다는 점, 

몬주 사고로 인한 고속증식로 개발의 지연, 전력 자유화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투자 행

태의 변화, 여러 국가에 있어서의 원자력 정책의 동향 등이라고 하는 원자력 주변상황

의 변화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실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핵연료

주기 사업의 진행방식에 대해 경제성이나 핵비 확산성, 안전성 등의 관점에서의 우려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장래의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취급에 대해 다음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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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안전성, 기술적 성립성, 경제성, 에너지 안정공급, 환경 적합

성, 핵비확산성, 해외의 동향, 정책 변경에 수반하는 과제 및 사회적 수용성, 선택사항

의 확보(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라고 하는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

했다. 

시나리오 1： 사용후핵연료는 적절한 기간동안 저장한 후 재처리한다. 또한 장래

의 유력한 기술적 선택사항으로서 고속증식로주기를 개발중이며, 적

절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시나리오 2：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하지만, 이용 가능한 재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것은 직접 처분한다.  

시나리오 3：사용후핵연료는 직접 처분한다.  

시나리오 4：사용후핵연료는 현재로는 모두 저장하지만, 장래시점에 재처리할지, 

직접 처분할지에 대해 선택한다. 

그 결과,

① 안전성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필요한 수준의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직접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시점에서 기술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그것

에 대한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재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을 환경에 방출하는 

시설의 수가 많아지지만, 각각이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한, 그 향은 자연 방사선에 

의한 피폭 선량보다 충분히 낮게 할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간에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기술적 성립성
재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해 현재까지 제도 정비･기

술적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만, 직접 처분의 경우는 기술적 자료 축적이 부족하다. 시

나리오 4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기술 기반 시설 등을 장기

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경제성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시나리오 1은 시나리오 3에 비해 발전 비용이 10% 정도 

높은 것으로 계산되어 다른 시나리오에 뒤떨어진다. 단, 정책 변경에 따른 비용까지 

감안하면 1 시나리오가 뒤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④ 에너지 안정공급
재처리하는 경우에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회수하여 경수로에 이용함으로써, 

10-20%의 우라늄 자원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고속증식로주기가 실용화되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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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 자원의 이용 효율이 현격히 높아져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이용 가능한 우라늄 자

원만으로도 수백 년간에 걸쳐서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⑤ 환경 적합성
재처리하는 경우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회수해 이용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의 잠재적 유해도, 체적 및 처분장의 면적을 저감할 수 있으므로, 폐기물의 최소

화라고 하는 미래의 순환형 사회의 목표에 의해 적합하다. 또한 고속증식로주기가 실

용화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내에 장기간 잔류하는 방사능량을 줄여 발생 에너지당 

환경 부하를 큰 폭으로 저감시킬 수도 있다. 

⑥ 핵비확산성
재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보장조치･핵물질 방호 조치, 일･미간에

서 합의된 기술적 조치를 강구해야만 국제사회의 우려를 없앨 수 있다. 직접 처분의 

경우에는 플루토늄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초래하

지 않는 핵물질 방호조치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게 된다. 각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대응

이 이루어지는 한 시나리오간에 별 차이가 없다. 

⑦ 해외의 동향
각국은 지정학 요인, 자원 요인, 원자력발전의 규모 등에 따라 재처리나 직접 처분

에 대한 선택을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규모가 작은 국가나 원자력발전으로부터의 

폐지를 기본방침으로 하는 국가, 자국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 등에서는 직접 처

분을, 원자력발전의 규모가 큰 국가나 원자력발전의 계속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국가, 

자국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 등에서는 재처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직접 처분을 선택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것에 필요한 재처리 기술의 연구를 시작되고 있

다. 

⑧ 정책 변경에 수반하는 과제 및 ⑨사회적 수용성
현시점에 있어서는 직접 처분하는 경우에 대한 일본의 자연 조건에 대응한 기술적 

자료기 축적되지 않아 플루토늄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장을 수용하는 지

역을 찾아내는 것은 유리고화체의 최종 처분장의 경우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다. 일본이 핵연료주기 정책을 직접 처분 정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재처

리 정책을 전제로 추진해 온 원자력 시설 입지 지역과의 신뢰 관계를 직접 처분으로 

재차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에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용

후핵연료의 반출이 막혀 원자력발전소가 차례차례 정지할 가능성도 높다. 

⑩ 선택사항의 확보(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시나리오 1에 대해 기술 혁신 인프라나 재처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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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지되므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개가 가능하다. 다만, 이 시나리오에 대해 재처

리 이외의 기술조사 연구도 진행하는 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

다. 시나리오 4는 선택을 후일에 실시하므로 대응 능력이 높지는 않지만, 장기간 사업

화하지 않고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나 국제적 이해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원자력발전 추진에 있어서 경제성 확보, 순환형 사회 추구, 에너지 안정공

급,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일

본에 있어서는 핵연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한에 두어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안전성, 핵비확산성, 환경 적합성을 확보하고, 경제성에도 유의하면

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되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을 유효 이용하는 것을 

기본적 방침으로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는 핵연료주기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핵연료주기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에 있어서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환경정비를 추진하고는  있지
만, 앞으로도 이 기본방침을 근거로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필요한 경제적 조

치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이러한 국가의 대응을 근거로 록카쇼무라 재처

리 공장 및 그 관련 시설의 건설･운전을 안전성, 신뢰성 확보와 경제성 향상을 배려하

여 사업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시설

의 건설･운전을 통해 일본의 실용 재처리 기술이 정착･발전되어 핵연료주기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라) 경수로에 의한 MOX 연료 이용(플루서멀(Plu-thermal))

일본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되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을 유효하게 이

용한다고 하는 기본방침을 근거로 플루서멀(Plu-thermal)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국가는 국민이나 입지지역과의 상호 이해를 추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의 적

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사업자는 플루서멀(Plu-thermal)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록카쇼

무라 재처리 공장의 운전과 보조를 맞추어 국내의 MOX연료 가공 사업 정비를 진행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플루서멀(Plu-thermal)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는 

현재로는 해외에서 회수된 플루토늄을 원료로 해외에서 MOX연료로 가공하고 국내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사업자는 수송 루트의 인접국가들에 대한 

수송시의  안전 대책 등을 일본의 원자력 정책이나 수송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 중간 저장 및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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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는 현재로는 이용 가능한 재처리 능력 범위내에서 재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것은 중간 저장하는 것으로 한다. 중간 저장

된 사용후핵연료 및 플루서멀(Plu-thermal)에 따라 발생되는 경수로 사용후 MOX연료

의 처리방안은 록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운전 실적, 고속증식로 및 재처리 기술에 관

한 연구개발의 진척 상황, 핵비확산을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 등을 반 하여 2010년경

부터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기본방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건설이 추진중인 중간저장 시설의 조업이 록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의 조업 종료 시기를 감안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중간저장 시설의 입지에 국민과 입지지역 주민과의 상호 이해를 위한 홍보

활동을 착실히 추진해야 하며, 사업자는 중간저장 사업을 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국가, 연구개발 기관, 사업자 등은 장기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기술 동향, 

국제 정세 등에 불확실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개별적, 또는 국제공동 협력으로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선택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처분 기술 등에 관한 조사 연구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방사선 이용 

(가) 기본적 방침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분야는 착실하게 증대되고 있지만, 앞으로 보

다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이용자의 기술정보나 효용과 안전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산･학･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보 제공, 경험 교류, 공동 개발을 진행시키고, 의학･공학･농학간의 연계 등을 추진하
고, 사업자, 국민, 연구자 사이의 상호 교류를 위한 인터페이스나 상호 학습을 위한 네

트워크 등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는 첨단기술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방사선 이용 기술의 고도화를 위

해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와 민간의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효과가 큰 첨

단적 시설･설비의 정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지역 산업의 진흥 대책은 지역 산업이 이 분야의 첨단기

술 시설을 이용하여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지방공공단체의 주도권 

하에서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해당 시설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시설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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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반 인프라를 공용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산업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

록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 과학기술･학술 분야
방사선은 기초연구나 여러 과학기술 활동을 지원하는 훌륭한 도구로서 계속적으로 

일본의 과학기술이나 학술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자빔 기술은 향후 나노 기술이나 생명과학 등 최첨단이

며 중요한 과학기술･학술 분야로 의료･농업･공업 등의 폭넓은 산업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대강도 양자 가속기라고 하는 세계 최첨단의 양자빔 

시설･설비를 일본의 기반 공통 과학기술 인프라로서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이러

한 시설･설비들에 대해 산･학･관이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정비와 연구자 및 
개발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유연성이 풍부한 공용･지원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다) 공업 분야

방사선에 의한 신재료의 개발이나 새로운 가공 기술･측정 기술 등의 연구개발 성
과가 산업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

서 연구 협력의 추진이나 기술이전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민간의 첨단 시설 이용 

등의 산･학･관의 연계･협력 활동을 한층 더 추진해야 한다. 

(라) 의료 분야

국가는 방사선 의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환자의 부담이 적은 방사선 치료에 

대한 정보가 의료나 의학 교육의 현장에서 넓게 공유되고 교육이 되어 적절한 방사선 

치료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 진단에 의한 환

자의 피폭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에서 현장의 의료 관계자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기

관에서 제시되는 참고준위 등을 참조하여 국민에게 불필요한 피폭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침 책정을 포함하여 피폭 선량의 최적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바) 기타 분야

식품 조사는 생산자, 소비자 등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대응에 대한 

편익과 리스크에 대해 상호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 또, 많은 국가에서 식품 조

사의 실적이 있는 식품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 등을 평가하여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의 이용 활동 중 방사선 육종은 국민생활의 수준 향상이나 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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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는 품종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불임충방사법에 따른 해충방제 등에 대

해 해충의 근절이나 침입 방지를 목표로 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을 계속해 추진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방사선을 이용한 환경 정화 기술이나 유용 금속 포집재의 제조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는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실용화를 추진하는 사람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해 나

가야 할 것이다. 

(5) 원자력 연구개발의 추진

원자력발전을 기간 전원으로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기존 

기술의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공급 안정성, 환경 적합성 등을 끊임 없이 개량･개선
해 나가야 하며, 차세대의 공급을 담당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혁신 기술의 연구개

발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방사선이용의 분야에 있어도 방사선의 발생에서 이용

까지가 여러 가지 개량이나 혁신 가능성의 실현을 통해 학술의 진보나 산업의 진흥을 

가져오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 기술

은 기술의 소유권에 대해 자국산의 기술이 아니면 기술수출 등의 부담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자국의 독자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자력 연구개발은 연구개발 수단인 대형 연구개발 시설 등에서 다른 과학기술 분

야에 유력한 연구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 시점에서 실현 시기가 꽤 먼 장래라

고 생각되는 기술 탐색적인 연구에서 실용 기술의 개량･개선이라고 하는 단기적 시점
에서의 연구개발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므로 그

것의 파급효과로서 여러가지 기술 혁신의 시즈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원자력 연구개발은 앞으로도 1) 기초적･기반적인 연구개발, 2) 혁신적

인 기술 개념을 토대로 기술 시스템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개발, 3) 혁신적인 

기술 시스템을 실용화 후보에까지 발전시키는 연구개발, 4) 혁신기술 시스템을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개발, 5) 이미 실용화된 기술을 개량･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이라고 하
는 다른 단계에 있는 연구개발 과제와 병행하여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원자력 연구개발은 실용화에 이를 때까지 장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실용화의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이 단독으로 실시하려면 리스크가 너무 크고, 방사성 물질을 취

급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시설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원자력의 사회에 대

한 공헌이나 기여를 계속･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연구개발 기관이 혁신적인 
기술 시스템을 실용화로 발전시킬 단계까지를 중심으로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보

다 큰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에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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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과와 과제, 그것이 실용화될 시기에 예상되는 환경조건을 토대로 실시하는 다면

적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투자의 비용대 효과, 연구개발의 단계에 대응한 정부와 민

간의 역할 분담과 자원 배분의 방침, 국제협력의 효과적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의 방침에 기초한 연구개발 자원의 효과적･효율적 배
분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의 배분 검토에서는 대형 연구개발 시설 등이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유력한 연구 수단을 제공하는 등 원자력 연구개발이 일본의 과학기술 활동 전

반에 미치는 기능에 대해서도 평가되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기초･기반적 연구개발
기초･기반적 연구개발 활동은 일본의 원자력이용 분야를 수평적으로 지원하여 그 

기술 기반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개념을 획득･창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어 연구자･기술자 양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단계의 

연구개발은 국가나 연구개발 기관, 대학에서 국제 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주체

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 

원자력안전 연구는 원자력이용의 대전제인 안전 확보와도 직결되며 모든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에 관한 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원자력의 
중점 안전 연구 계획」을 근거로 해 착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외의 기초･기반 연구개발의 주요한 활동에는 핵공학, 노공학, 재료공학, 원자력 

시뮬레이션 공학 등 원자력의 공통 기반기술의 연구나 보장조치 기술, 양성자빔 기술, 

재처리 경제성의 비약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나 방사성 폐기물중의 장수명 핵

종의 단수명화 등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의 부담 경감에 공헌하는 분리변환 
기술의 연구개발 등이 있다. RI등을 이용한 방사선 이용 연구나 양성자빔 테크놀로지

에 관해서는, 혁신 기술의 탐색이나 새로운 이용 분야를 개척하는 연구, 원자력 이외

의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이용을 개발하는 연구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핵연료주기의 추진 등에 대해 장래의 사회 정세의 변화 등에 유연에 대응할 수 있

는 기술적 선택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 연구도 국가는 적절하게 추진해

야 한다. 

국가는 이 단계에서 창출(創出)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개념을 적절히 평가하고, 

혁신적인 기술 시스템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활동의 대상으로 할지를 판단해 가야 하

는 것이다. 

(나) 혁신적인 기술 개념에 근거한 기술 시스템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

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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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반 연구개발로 창출된 혁신적 기술 개념에 근거하는 기술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국가는 그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필요로 

하는 비용과의 관계에 대해 예상되는 실용화에 따른 공공이익의 크기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제3 단계 핵융합 연구개발 기본계획에 근거한 ITER 계획을 시작으로 하는 핵융합 

에너지 기술 시스템의 연구개발, 고온의 열원이나 경제성이 뛰어난 발전 수단이 될 수 

있는 고온가스로와 이에 따른 수소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에너지 분야와, 양성자

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소형 가속기 암치료 시스템 등 혁신적 기술 개념에 근거하

는 기술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는 장래의 기술개념이나 기반기술의 성숙도 등을 고려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대응을 결정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시뮬레

이션 기술의 고도화 등에 의한 대규모 기술 시스템 개발의 효율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혁신기술 시스템을 실용화 후보로 발전시키는 연구개발 

원자력이용이나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가능성이 큰 혁신기술 시스템을 실용화 

후보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은 국가 및 연구개발 기관이 산업계와 기술지도 등

을 공유하여 대학이나 산업계의 협력･협동을 얻어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상황에 따라 각 단계별로 국가가 성과와 계획을 

평가하여 실시해야 할 연구개발을 중점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업계가 

실용화를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위해 연구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을 담

당하는 관계 행정 기관이 정책 제휴를 진행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단계에 있는 연구개발 분야로는 고속증식로주기 기술은 장기적인 에너지 

안정공급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잠재적 유해도의 저감에 공헌할 수 있을 가능성을 가

지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서, 그 실용화를 향한 연구개발을 일본원자력연구개발

기구(JAEA)를 중심으로 착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을 수행

할 중심 거점인 「몬주」의 운전을 조기에 재개하고 10년 이내에 「발전 플랜트로서
의 신뢰성 실증」과「운전 경험을 통한 나트륨 취급 기술 확립」이라고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몬주」는 연료제조 및 재처리 기술개발 
활동과 연계하여 고속증식로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거점으로 활용･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그 단계까지의 운전 실적이나 「실용화 
전략 조사 연구」 성과를 평가하면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 

「몬주」및 주변 시설을 국제적인 연구개발 협력의 거점으로서 정비하고 국내외에 개
방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 「몬주」 등의 성과를 토대로 고속증식로주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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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와 관련 연구개발 계획을 2015년경에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사업자, 전력중

앙연구소(CRIEPI), 제조 사업자, 대학 등의 협력을 얻어 「실용화 전략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리중인 실용화전략조사 Ⅱ단계 성과에 대한 보고가 2005년말에 
발표되면 국가가 그 성과를 평가해 방침을 제시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

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에 관한 국제포럼에서 도출될 이 분야의 성과를 도입하는 것

도 중요하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 「조요」를 비롯한 국내외의 연구개발 시설을 
활용하여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를 참여시켜 고속증식로주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수행에 있어서 산･학･연의 연계하여 관련분야의 저변을 확보하도록 한다. 

국가는 이러한 진척 상황 등을 적절히 평가하고, 유연성이 있는 전략적인 연구개

발 방침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용화전략 조사 연구」의 종합정리 
결과를 토대로 고속증식로주기의 실용화와 2050년경부터 상용화 도입을 목표로 단계

적인 연구개발 계획에 대해 2015년경부터 국가가 검토를 실시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실용화전략 조사 연구」의 Ⅱ단계 성과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그 후의 연구개발의 

방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용화의 다음 단계인 실증로는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 

등을 평가한 후 구체적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혁신기술 시스템을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실용화 후보기술 시스템 중에서 실용화하기 위해 계획･실시되는 연구개발은 원칙
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산업계가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

는 그 기술 시스템의 실용화가 원자력에 기대되는 공익적 관점으로부터 중요할  경우

에 한해 비용대  효과를 적당 적절히 평가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의 주요한 대응으로서는 방사성폐기물처분 기술이나 개량형 경수로 기술, 

경수로 전노심 MOX 이용 기술 등이 있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 록카쇼무

라 재처리 공장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계속한다. 고연소도 연료나 경수로 사용후 

MOX연료 실증시험 등에 대해서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 록카쇼무라 재처

리 공장 및 관련 기술적 과제를 요청받으면 실시하도록 한다. 또, 개량형 경수로 기술 

개발에 대해도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 갖고 있는 기술역량, 안전성 시험 장

치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사선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이 단계의 연구개발은 산업계가 전단계까지 축적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기술 이전 및 산･학･관의 연
계･협력을 더욱 더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 이미 실용화된 기술을 개량･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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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용화된 기술을 개량･개선하는 연구개발은 사업자가 스스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그 성과가 많은 사업자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나 그 연구개발의 성

공이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큰 경우에는 국가가 그 내용을 적당 적절히 평가하면

서, 공동 개발의 구조 등을 정비하고 지원･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의 주요 활동으로서는 기존 경수로 기술 고도화, 원심법 우라늄농축 기술 

고도화, 일본 최초의 민간 MOX연료 가공 공장에 적용하는 MOX연료 가공 기술 확증, 

고준위방사성 폐수의 유리 고체화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있다. 

(사) 대형 연구개발 시설

원자력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건설된 대형 연구개발 시설은 과학기술 활동의 넓은 

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과학기술의 COE (center of 

excellence)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서의 연구개발의 최종 성과에 대한 이익과 해당 시설이 타분야에 미치는 향에 대해

서도 평가를 실시하여 건설의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 국가는 이 시설이 많은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어

야 한다는 원칙하에 설치하는 연구개발 기관에 대해서 관련된 연구자 커뮤니티는 물

론, 사업자, 시설･설비가 정비되는 지방공공단체와도 연계･협력하여, 그것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이나 여러 가지 연구분야의 사용자가 새로운 이용･응용 방법을 
개척하기 쉬운 환경으로 정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 시설･설비의 이용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그 성과를 폭넓게 국민들
에게 환원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 지식･정보 기반의 정비
원심법 우라늄 농축 기술, MOX연료 가공 기술, 재처리 기술, 방사성폐기물 처리･

처분 기술 등 민간이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의 연구개발이나 민간이 국가로

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산･학･관의 역할 분담을 
토대로 유연한 실시 체제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기술 이전에는 사람의 이전
뿐만 아니라, 노하우의 이전을 위해 연구개발 시설이나 설비의 민간에 의한 이용도 중

요하므로, 지적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효과적･효율적인 기술이전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얻을 수 있는 기술 실용화나 지금까지 얻을 수 있던 

지식･경험을 차세대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혹은 조직간에 
지식･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히 계승하거나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관이나 연구자, 기술자는 실용화를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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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 상호의 지적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의 상호 교류나 상호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정비를 유도하며 이것들을 통해 세대를 넘은 지적 재산 관리의 

대응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식의 국제 네트워크 이용도 유용하므로 국내외의 인재 

유동성 향상, 연구 데이터나 관련 정보의 발신을 위한 기반 정비를 진행시키는 등 다

방면 또한 국제적 네트워크도 구축･정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자)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발족과 원자력 연구개발

2005년 10월 발족의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에 대해서는 원자력기본법에서 

정한 일본의 유일한 원자력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국제적인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기반 연구와 프로젝트 연구개발과의 연계･융합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선택사항을 고려하여 유연성과 신속성을 가진 연구개발을 추진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이나 활용의 촉진, 시설의 공동이용, 인재육

성, 국제협력･핵비확산에 대한 공헌, 원자력안전 연구의 실시 등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등을 통해 일본의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2. 독립행정법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이 설립된 일본 유일의 원자력종합연구기관인 일본원자력연

구개발기구(JAEA)의 기관에 대한 개요 및 국가 원자력연구개발 수행기관으로서  원자

력장기계획에 따른 JAEA의 원자력연구개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기관 개요

2005년 10월 1일 발족하게 된 독립행정법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 이

전의 일본원자력연구소(1956년 6월 15일 설립) 및 핵연료주기개발기구(1967년 10월 2

일 설립) (이하 ‘원자력2법인’이라고 함)를 통합하여 새로이 설립된 일본의 유일한 원

자력종합연구기관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에 일본 정부는 중요한 국가 기능을 유효하게 수행하는 데 적당한 간소･효율
적･투명한 정부를 실현하는 행정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2001년 12월 19일

에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 다.38) 

38) 日本原子力硏究所･核燃料サイクル開發機構, 「原子力二法人の統合について-最終報告書の概
要-」, 20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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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서 원자력2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한 후 통합하여 새로 원자력 연구

개발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까지 법안을 제출토록 하 다.

이 결정을 받아들인 문부과학성은 2002년 1월 원자력2법인의 사업의 중점화와 효

율화를 염두에 두고 신법인의 역할･기능 검토를 목적으로 하여 「원자력2법인통합준

비회의」를 설치하여 간담회와 검토를 거쳐 2002년 8월에 신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방
안을 작성하고, 2003년 9월 신법인의 통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관

련 법안을 입안하 다. 이 보고서에는 원자력2기관의 통합에 관한 주요논점을 기초로 

신법인 설립의 기본인식 및 기본이념, 신법인이 목표로 해야 할 것, 신법인의 업무내

용 및 방향, 신법인의 조직･운  방향, 신법인의 재무기반 확보 방안, 신법인 통합에 

의한 융합상승(시너지) 효과와 합리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독립행정법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법안」은 일본 국회에서 2004년 11월 통과
되어 동년 12월 3일 공포･시행되었으며, 2005년 10월 신설되어, 원자력 기초연구부터 

프로젝트형인 실용화 연구까지를 총망라한 일본 내에서 유일한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다.39)

독립행정법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하 ‘JAEA’라고 함)는 원자력 기본법에 근

거하여 원자력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연구, 핵연료 주기를 확립하기 위한 고속

증식로 등의 기술 개발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행하여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① JAEA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 임원: 이사장(1명), 부이사장(1명), 이사(7명), 감사(2명)

- 임기 : 이사장은 중기 목표 기간의 말일까지, 이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감사는 2년

- 임직원 신분 : 준공무원

②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에 관한 기초 연구

- 원자력에 관한 응용 연구

- 핵연료 주기를 확립하기 위한 

･ 고속증식로
･ 고속증식로에 필요한 핵연료 물질 

39) 日本原子力硏究所･核燃料サイクル開發機構, 「独立行政法人日本原子力硏究開發機構法の概
要」、 20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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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물질의 재처리에 관한 기술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등에 관한 기술 개발

- 상기 업무에 관한 성과의 보급 및 활용 촉진

- 기타 : 시설 및 설비의 공동이용, 원자력 인재육성, 원자력 정보의 수집, 정리, 

제공, 관련 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한 조사∙분석 등
③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관련된 업무 및 그 성과 보급과 활용 촉진 업무, 재무 회

계에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 장관과 공동으로 관리하지만, 

기타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④ JAEA 사무소 소재지는 이바라키현(茨城縣)에 둔다.

⑤ 재무 회계는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와 일반 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업무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이름으로 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주무장관의 이사장 임명 및 중기목표 작성시에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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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조직체제

이사장이사장 감사

부이사장, 이사부이사장, 이사

東海연구개발센터

關西광과학연구소

高崎양자응용연구소

那珂핵융합연구소

무쯔사업소

大洗연구개발센터

이사회

운영관리부문운영관리부문 사업추진부문사업추진부문 연구개발부문연구개발부문

敦賀 본부

닌쿄토우게환경기술센터

東濃地과학센터

幌延심지층연구센터

경영기획부

총무부

감사실

재무부

노무부

인사부

법무실

계약부

안전총괄부

홍보부

산학연추진부

핵비확산과학기술센터

시스템계산과학센터

연구기술정보부

국제부

원자력연수센터

원자력긴급시지원

연수센터

東京사무소

안전연구센터

첨단기초연구센터

원자력기초공학연구부문

핵연료사이클기술개발부문

핵융합연구개발부문

양자빔응용연구부문

지층처분연구개발부문

차세대원자력시스템 연구

개발부문

Back-end 추진부문

연구개발거점연구개발거점

JAEA의 예산과 인원을 살펴보면, 발족 당시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핵연료사

이클개발기구(JNC) 두 기관을 거의 합한 것으로 인원은 4386명(JAERI 2153명, JNC 

2233명)이며, 2005년 예산은 2094억엔(JAERI 892억엔, JNC 1202억엔)이었다. 예산과 인

력의 효율화를 위해 중기 목표기간 중에 인원을 3956명으로 430명이 감소되며, 예산 

효율화를 위해 일반관리비 예산을 15%, 기타 사업비를 매사업연도마다 1%씩 감소시키

도록 하고 있다. 

그림 2-3에서와 같이 신법인은 크게 3부문으로 운 관리, 사업추진, 연구개발로 나

누어 추진하고 있다. 본부에 경 기획부와 총무부 등 일반관리를 담당할 운 관리부문

과 그리고 산학연대추진부와 핵비확산과학기술센터 등 새 조직을 포함한 사업추진부

문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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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JAEA의 R&D 센터 및 위치

(출처: JAEA 홈페이지, http://www.jaea.go.jp/english/01/1_5.shtml)

또한 연구개발 거점은 Hotkaido(北海道)에서 Okayama(岡山)현까지 10개 거점을 

두고 있다. JAERI와 JNC의 두 기관을 합하면 12개 거점이지만 두 법인의 연구 거점이 

있는 이바라기현의 Tokai(東海) 지구와 Oarai(大洗) 지구를 각각 일원화함으로써 두 거

점이 줄었다. 새로 도입한 연구개발부문제는 차세대 원자력시스템과 핵융합연구개발부

문 등 9개 부문을 두고 각 연구개발 거점의 자원을 일률적으로 집약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나.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연구개발에 대한 중기계획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 중심 기관인 JAEA의 연구개발은 중기계획을  내용은 2005

년 10월에 책정된 원자력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장기계획에서 「원자력정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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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보고서에 국가 원자력정책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이 게제되어 있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하 「JAEA」라고 함)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에 따

라 일본의 원자력 연구･개발･이용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위원회가 정하
는 기본방침에 따라, 업무를 종합적이며, 계획적･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를 근거로 JAEA가 달성해야 할 업무 운 에 관한 목표(이하 「중기 목표」라고 함)를 

정하여 원자력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중기 목표 기간은 2005년 10월 1일부

터 2010년 3월 31일까지 4년 6개월간으로 하고 있다.40)

국민들에 대해 제공하는 원자력 연구개발의 서비스 및 업무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6가지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 에너지 안정공급과 지구환경 문제의 동시 해결을 목표로 한 원자력 시

스템 연구개발

(가) 고속증식로 주기 기술의 확립을 향한 연구개발

고속증식로 주기는 경수로 주기에 비해 우라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에너지 안정공급에 공헌할 가능성을 가지므로 실용화를 향한 연구개발을 위

해 고속증식로 주기 실용화전략 조사 연구와 고속 증식 원형로 「몬주」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한다.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 실현을 위해 기반 연구개발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지층처분 기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에 의한 처분

사업과 국가 안전규제의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瑞浪과 幌延에서의 심지층 연구
를 추진하고 공학기술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개발을 다른 연구개발 기관과 연계

하여 실시한다.

(다) 원자력 시스템의 새로운 가능성 개척을 위한 연구개발

① 분리･변환 기술 연구개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에 대한 부담경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고속증식로 

주기기술 및 가속기 구동 시스템을 이용한 분리변환 기술에 대해 각각의 핵연료 주기

에 분리변환 기술 도입 시나리오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 비용 저감 효과에 관한 검토

를 추진한다.

40) 日本原子力硏究所･核燃料サイクル開發機構, 「日本原子力硏究開發機構法における事業の方
向性」, 20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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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온가스로 및 수소 제조 기술 연구개발
원자력 이용의 다양화 일환으로서 고온의 열원과 경제성이 뛰어난 발전로가 될 수 

있는 고온가스로와 이를 이용한 수소 제조에 대해 기술기반의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

을 추진한다.

③ 핵융합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시스템 연구개발
원자력위원회가 정한 핵융합 연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핵융합 연구개발을 종합적

으로 추진하여 핵융합 에너지의 실용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ITER) 계획으로, ITER의 건설･운전 등의 주체가 되는 국제
사업체 발족까지의 기간동안 ITER 이행조치 활의 실시기관으로서 ITER 건설의 공동실

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한다. 국제사업체 발족 후에는 자금과 인력 

제공 창구로서 ITER 건설 활동을 지원한다. 국내의 대학･연구기관･산업계가 연계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ITER 계획을 지원하고 국내 핵융합 연구와 성과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민간 사업자의 원자력 사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민간 사업자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사

업자로부터 제시된 기술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해결에 기

여하도록 한다.

(2) 양자빔의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중성자, 하전입자･방사성동위원소(RI), 광양자･방사광 등의 양자빔 고품위화 및 이
용 고도화를 목표로 한 양자빔 기술 연구개발로 생명과학, 나노테크놀로지 등의 여러 

과학기술 분야에 공헌하여 첨단 과학기술 분야 발전과 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다.

① 다양한 양자빔 시설･설비의 전략적 정비와 빔 기술개발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KEK)와 협력하여 대강도 양자가속기(J-PARC) 개발을 추

진하여 고출력 양자빔 제어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로 100kW 양자빔 출력을 

달성한다. 중성자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로서 고강도 펄스 중성자용의 검출기, 중성자 

광학 소자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로에 의한 중성자 이용 기술 및 광양자･방
사광 이용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② 양자빔을 이용한 첨단 측정･해석･가공기술 개발
생명과학, 재료･나노 과학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양자빔의 유효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빔의 고품위화 및 이용 고도화를 추진하여, 중이온 마이크로 빔을 이용한 세

포 국부조사 기술 확립과 중성자비탄성 산란법에 의한 단백질 동적 거동 해석 응용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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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자빔의 실용화 단계에서의 본격적 이용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
양자빔을 이용한 연구개발 중 가까운 장래에 산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실용화가 예

상되는 기술은 민간 사업자에게 기술이전하는 등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접하게 연계하여 실용화를 목표로 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3) 원자력 연구･개발･이용의 안전성 확보와 핵비확산 정책에 기여하기 위
한 활동

① 안전연구와 원자력안전 규제 행정의 기술적 지원
원자력안전 규제 행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원자력 연구･개발･ 이용

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기술적 과제가 제시되거나 

규제 행정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안전연구를 실시하여 실시기관의 안전기준이나 지

침 정비에 공헌하도록 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원자력 시설의 사고･
고장의 원인 구명에 협력한다.

② 원자력방재의 기술적 지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공공단체의 원자력 재해대책 강화에 공헌하기 위해 지방공

공단체가 설치한 오프사이트 센터 활동의 협력이나 원자력 긴급시 지원･연구 센터 운
으로 이들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핵비확산 정책 지원 활동

핵물질관리 기술 향상, 관계 행정기관의 핵비확산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한다.

- 국가 핵비확산 정책 입안을 지원

- 핵물질관리 기술개발, 계량관리 보장조치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지원

-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CTBT) 검증 기술개발 실시

- 방사성핵종에 관한 CTBT 국제 감시 관측소, 공인 실험 시설 및 국내 데이터 센

터의 정비, 운용 수행

(4) 자체 원자력시설 폐지 조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JAEA는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의 폐지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을 안전하
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비용 저감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 62 -

(5) 원자력 관련 과학기술 기반 고도화

원자력 연구･개발･이용의 기반을 형성하여 새로운 원자력이용 기술을 창출하기 위
해 핵공학, 노공학, 재료공학, 핵연료･핵화학 공학, 환경공학, 방사선방호, 방사선공학, 

시뮬레이션공학, 고속증식로 주기 공학 연구에 있어 기초적 연구를 실시한다.

(6) 산･학･관 연계 강화 및 사회의 요청에 따른 활동 촉진

(가) 연구개발 성과 보급과 활용 

- JAEA의 연구개발 정보를 국내외에 홍보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질

적･양적으로 확대한다. 

-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에서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성과의 

지적 재산화를 촉진하여 민간 사업자의 이용을 확대한다.

- 민간사업자의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핵연료주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인적 지원을 포함한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다.

(나) 시설･설비의 외부 이용
JAEA가 보유하는 시설･설비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이용자에게 적절하게 개방될 

수 있는 환경 확립에 노력한다.

(다) 원자력 분야의 인재육성

국내외 원자력 분야의 인재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과의 연

계･협력 촉진과 연수를 통한 인재육성 기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라) 원자력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지식･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내외 원자력정보를 산･학･관의 요구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시에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입안이나 홍보 활동

을 지원한다.

(마) 산･학･관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산업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JAEA의 업무 운 에 적절히 반

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 및 운 에 노력한다. 또한, 경수로 기술 고도화에 대해 JAEA

가 보유한 기술적 능력 및 시설･설비를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개량 경수로 기
술개발에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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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 JAEA가 보유한 시설･설비를 활용하
여 대학의 교육연구에 협력하도록 한다.

(바) 국제협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비확산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

구／원자력기구(OECD/NEA) 등의 국제기구와의 협력, ITER 계획, 제4세대 원자력시

스템에 관한 국제 포럼(GIF), 아시아 원자력협력 포럼(FNCA) 등 국제 협력을 통해 일

본의 국제적 지위에 적합한 국제협력 활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 입지지역 산업계와의 기술 협력

입지지역에서의 기술교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연구나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입지지역의 기업, 대학 등과의 연계･협력 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

(아) 사회와 입지지역에 대한 신뢰 확보

JAEA의 의사결정 체제와 연구개발 현장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회와  

입지지역으로부터의 신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한다.

(자) 정보공개 및 홍보 활동

국민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공개, 시기적절한 홍보활동, 연구성과의 적극적 홍보에 

노력하고, 한편, 핵물질 방호에 관한 정보,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나 발명의 내용, 

노하우, 기업의 업상의 비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취급에 유의해야 한다.

다. 원자력장기계획과 JAEA의 중기계획과의 연계 

JAEA는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 중심 연구기관으로 2005년 10월에 책정된 원자력

장기계획인 「원자력정책대강」에서 제시된 원자력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정책대강에서 제시된 국가 원자력연구개발 내용과 JAEA에서 수행하

기 위해 제시된 중기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속증식로주기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

원자력정책대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속증식로주기 확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다

음 사항들이 있다.

원자력정책대강(안):『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 「몬주」 등의 성과를 토대
로 고속증식로주기의 실용화와 관련 연구개발 계획을 2015년경에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전기사업자, 전력중앙연구소(CRIEPI), 제조 사업자, 대학 등의 협력을 얻어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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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략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리중인 실용화전략조사 Ⅱ단계 성과에 
대한 보고가 2005년말에 발표되면 국가가 그 성과를 평가해 방침을 제시하며, 그 방침

에 따라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JAEA의 중기계획으로 『연료형태, 노형, 재처리법, 연료제조법 등 고속

증식로주기기술에 관한 다양한 선택사양에 대해 검토하고 고속증식로주기 기술로서 

적절한 실용화 형태와 이를 위한 연구개발 실시계획을 2015년경에 제시하는 것을 목

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II 단계에서 후보개념의 성립성 확인을 위한 기술개발, 

복수의 실용화 후보 개념을 명확화하며, 연구개발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 설계연

구에 기초가 될 시스템 개념을 구축하고, 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 시험 성과를 

달성하고, 실용화 후보 개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시설에 대한 이용계획, 연구

개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보고에 대해 2006년 주무부처와 원자력위원회에서 성과를 평가하여 국가에서 

기본 방침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06년 이후에는 개념설계 연구, 설계방침 

및 기준 지침의 정비에 필요한 시험연구, 요소기술개발을 하여 2015년경에 경쟁력이 

있는 고속증식로 시스템의 기술체계를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관계 기관인 전기사업자, 중앙전력연구소(CRIEPI) 등 연구기관, 

국내 기업,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하고, Gen IV를 통한 국제협력, 프랑스, 러시

아, 미국 등 양국간 협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정책대강(안):『연구개발을 수행할 중심 거점인 「몬주」의 운전을 조기에 
재개하고 10년 이내에 「발전 플랜트로서의 신뢰성 실증」과「운전 경험을 통한 나트
륨 취급 기술 확립」이라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몬주」는 연료제조 및 재처리 기술개발 활동과 연계하여 고속증식로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거점으로 활용･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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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일본의 고속증식로 실용화 추진 계획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수 대책의 개조공사 및 장기간 정지된 기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확인 시험을 종료하며, 그 후에 연료교환을 거쳐 성능시험

을 재개하고, 운전을 재개한 후에는 100% 출력운전을 하도록 하고, 설계 및 운전보수 

관리 기술 고도화를 위해 기동 및 정지를 포함한 운전･보수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한
다. 또한 고속증식로 「몬주」 운전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성능시험 전에 장전하는 연
료, 그 후의 운전개시시에 장전되는 연료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을 확립한다.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기술 연구개발
원자력정책대강(안):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기관은 심지

층의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심지층의 과학적 연구, 지층처분 기술의 신뢰성 향상과 안

전 평가 방법 고도화 등을 위한 기반 연구개발, 안전 규제를 위한 연구개발을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JAEA는 지층처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처분실

시 주체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가 실시할 처분사업과 국가에 의한 안전규

제 양면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지식기반으로 정비할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로 추진하는 지층처분연구개발과 심지층과학연구는 다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층처분의 안전확보 지침이나 평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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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지식기반으로 체계화시켜, 국내외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포

괄적인 보고서와 지식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JAEA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기술에 관한 연구시설로는 東濃(Tono) 地科
學센터에서 초심지층연구를, 幌廷(Horonobe) 심지층연구센터에서 심지층연구를 수행하

고 東海(Tokai)연구개발센터에서는 지층처분기반연구시설(ENTRY), 지층처분방사화학

연구시설(QUALITY)에서 수행한다.

(3) 원자력시스템의 새로운 가능성 개척을 위한 연구개발

(가) 분리･변환기술 연구개발
원자력정책대강(안): 기초･기반적 연구개발 활동은 일본의 원자력이용 분야를 수평

<그림 2-6> JAEA의 R&D 센터 및 위치

(출처: JAEA 홈페이지, http://www.jaea.go.jp/english/01/1_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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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원하여 그 기술 기반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개

념을 획득･창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어 연구자･기술자 양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생략) 방사성 폐기물중의 장수명 핵종의 단수명화 등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의 부담 경감에 공헌하는 분리변환 기술의 연구개발 등이 있다.

JAEA에서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련된 비용을 합리

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고속증식로주기 기술 및 가속기구동 시스템(ADS)를 이

용한 분리변환 연구를, 분리기술과 핵종변환 기술과의 정합성을 갖도록 추진하며, 폐

기물 처분에서의 분리변환기술 도입 시나리오, 도입효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그림 2-7> JAEA의 분리변환기술 연구개발 체계

(나) 고온가스로 및 수소제조기술 연구개발

원자력정책대강(안): 고온의 열원이나 경제성이 뛰어난 발전 수단이 될 수 있는 고

온가스로와 이에 따른 수소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에너지 분야와 양성자빔 테크

놀로지에 대해서도 소형 가속기 암치료 시스템 등 혁신적 기술 개념에 근거하는 기술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는 장래의 기술개념이나 기반기술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

적 관점에서 필요한 대응을 결정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JAEA에서는 원자력에너지 이용의 다양화로서 수소제조와 발전(發電)을 가능하게 

하는 고온가스로 기술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여, 고온의 핵열 이용을 목표로 하여 지구

온난화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열화학법에 의한 수소제조 기술 개발, 고온가스로와 수소

제조 시스템과의 접속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핵융합에너지를 추출하는 기술 시스템 연구개발

제3 단계 핵융합 연구개발 기본계획에 근거한 ITER 계획을 시작으로 하는 핵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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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술 시스템의 연구개발 (생략) 장래의 기술개념이나 기반기술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대응을 결정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1992년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된 3단계 핵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토카막형 실험로인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 부지가 결정되

어 ITER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2005년 10월 「향후의 핵융합 연구개발 추
진방안」을 발표하 다. 이에 따르면 JAEA는 토카막 방식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심지

관으로서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ITER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내의 토카막

방식의 노심 플라즈마･노공학･이론･시뮬레이션, 원형로의 개념설계･요소기술 개발을 
대학, 산업계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연구시설을 대학 등의 연구자들과 공동기획･공동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라) 민간의 원자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실용화 후보기술 시스템 중에서 실용화하기 위해 계획･실시되는 연구개발은 원칙
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산업계가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생략) 

고연소도 연료나 경수로 사용후 MOX연료 실증시험 등에 대해서는 일본원자력연구개

발기구(JAEA)가 록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및 관련 기술적 과제를 요청받으면 실시하도

록 한다. 

JAEA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및 경수로에서의 플루

토늄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하

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JAEA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수로 재처리사업을 지원하며, 기존 계약된 경수로우라늄 사용후핵연료, 후

겐의 사용후 MOX연료에 대한 재처리시험을 실시하고, 고준위 폐액의 유리고화기술개

발, 저준위 폐기물의 감용화 및 안정화 기술개발 등의 폐기물처리기술 개발을 실시하

여 록카쇼무라 재처리시설에서의 활용과 고속증식로 연료의 재처리기술을 계승･발전
시켜 나가도록 한다.  

(마) 양자빔을 이용한 연구개발

양자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혁신 기술의 탐색이나 새로운 이용 분야를 개척하

는 연구, 원자력 이외의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이용을 개발하는 연구 등을 착실하게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자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소형 가속기 암치료 시스템 등 혁신기술 개념에 기

초한 기술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는 장래의 기술개념이나 기반기술의 성숙도 등을 고

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대응을 결정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JAEA는 중성자, 하전입자･방사성동위원소(RI), 광양자･방사광 등 양자빔의 고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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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이용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 양자빔 기술의 연구개발로 생명과학, 나노기술 등 다

양한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첨단 과학기술분야로 발전시키고 산

업활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양자빔 시설･설비(중성자과

학연구를 위한 J-PARC41), JRR-3, 하전입자･RI 연구를 위한 TIARA, 광양자･방사광과학 
연구를 위한 복수펄스 고강도 레이저, 대형방사광시설 SPring-8)를 전략적으로 정비하

고 관련 빔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생명과학, 나노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빔을 효율적

으로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해석･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를 목표로 산업계

와 접한 연계하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일본 원자력장기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내의 안전을 둘러싼 정세를 토대로 국가･사업자의 설명 책임을 언급하고, 안

전에 대한 개량･개선을 중시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관점에서 다면적이며 정량적인 리스크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지적하는 등 리

스크 관리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을 2030년 이후에도 총발전량의 30~40% 수준 

유지하며, 2030년경 대체원전으로 대형 경수로를 선택하고 중형 경수로도 선택사항으

로 두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속증식로는 2050년경 상업화를 목표로 추진하

며, 지연될 경우를 가정하여 고속증식로 도입되기전까지 개량형 경수로로  하도록 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9번째 원자력장기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고속증식로의 상용화 시기를 이번 원자력장기계획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원자력시설 제조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 언급을 하

고 있다는 것이다. 국핵연료공사(BNFL) 소유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

니 매각에 대한 우선입찰자로 도시바 코퍼레이션이 선정되는 등 일본의 원자력기술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의 향으로 보인다.

이번 원자력장기계획 책정에 있어서 핵연료주기 비용 산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증가로 신원자력책정회의 산하에 「기술검토소회의」를 설치하여 직접처분을 포함한 
시나리오에 따라 안전성, 경제성, 환경적합성 등 10가지 관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된 우라늄, 플루토늄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핵연

41) J-PARC(Japan Proton Accelerator Research Complex), JRR(Japan Research Reactor), 

TIARA(Takasaki Ion Accelerators for Advanced Radiation Application), SPring-8(Super 

Photon ring - 8 G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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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주기를 계속 추진할 것을 재확인을 한 것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록카쇼무라의 재처

리사업, 플루서멀, 중간저장을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MOX연료 사

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전력회사는 플루토늄 이용

계획을 최근 발표하기도 하 다. 

2006년 새로이 신설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사이

클개발기구를 통합하여 원자력 기초연구부터 프로젝트형인 실용화 연구까지를 총망라

한 일본 내에서 유일한 종합 연구기관으로, 이 기구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내용은 일

본을 대표하는 원자력연구개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기구에서 수행되

는 연구개발 내용 및 추진방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원자력연구개발의 방향 설정에 

참고하여 원자력 선진국으로 향한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 중점 연구개발로는 고속증식로 주기 확립을 연구개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처
분 기술 연구개발, 원자력시스템의 새로운 가능성 개척을 위한 연구개발로는 분리‧변환
기술, 고온가스로 및 수소제조기술, 핵융합에너지 기술 시스템, 민간 원자력사업 지원 

연구, 양자빔 이용기술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중장기계획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책정 작업이 추진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이들 계획 수립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중장기계획 등 원자력연구

개발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관련 전문가들
이 원자력연구개발 방향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개선을 필요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정책 

수립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현재 원자력장기계획 책정에 있어서 논의에 관련된 내용들

이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과 논의에 활용된 자료들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

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아직 홈페이지는 만들어져 있

지만,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낙후된 감이 없지 않다. 원자력의 

정책수립이 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신속한 정보제공도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국

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많은 공청회를 거치고 참여하는 위원들도 원자

력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이 학계, 경제계, 법조계, 입지지역 단체, 매스 미디어, 

비정부 조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자력정책 수립에 노

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본의 원자력장기계획의 책정 진행상황과 책정된 원자력관련 연구개발 정책

들은 참고로 하여 현재 추진중인 국내 원자력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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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진기술확보 추진 동향

1.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  

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Gen IV로 불리는 제4세대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은 

미래에너지 수요의 충족과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성, 궁극적 안전성, 경제적 

경쟁력, 핵확산저항성을 가진 혁신 개념의 원자력시스템이다.  원자력시스템의 세대 

구분은 Shippingport(미국), Magnox( 국) 등으로 대표되는 1950년대 초창기에 원자력

으로부터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제1세대, 이후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건설

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전 중인 대부분의 원전으로 우리나라의 초기 원전에 해당

하는 제2세대,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건설이 시작된 성능 향상과 표준화를 이룬 한국

형 표준 원전 등의 3세대로 구분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3세대 원전에서 신안전 개념의 

도입과 용량의 격상으로 경제성이 향상된 우리나라의 APR1400 등의 제3세대 플러스

(Gen III+) 개량형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경수로로 대표되는 현재의 3세대 원자로와 비교하여 혁신

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에너지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장 경쟁력있는 가격

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폐기물관리 및 핵확산저항성이 충분히 확

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은 새로

운 개념의 차세대원자력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조직된 국제협력체로, 2000년 1월, 미

국을 중심으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이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GIF를 결성하 다. 2001년 7월, 9개 회원국은 Gen IV 연구개발

을 위한 국제협력체로서의 역할과 운  규정을 담은 헌장(Charter)에 서명하여 GIF가 

공식 발족되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

리카공화국의 9개국으로 출발한 GIF는 는 2002년 스위스가, 2003년 EU(EURATOM)이 

가입하여 현재 11개 회원국으로 운 되고 있다.

GIF의 운  및 R&D 추진체제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

에 대한 정책의 결정은 GIF 정책그룹(Policy Group)이 하며, 기술적인 분야는 전문가

그룹(Expert Group)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두 그룹을 보좌하는 GIF 정책사무국

(Policy Secretariat)은 현재의 의장국인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무국과 함께 기

술국장(Technical Director)과 정책국장(Policy Director)을 두고 있다. GIF 정책그룹을 

기술적인 지원을 하 던 전문가그룹의 의장은 GIF 기술담당이이 겸직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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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수행과 관리는 시스템운 위원회(System 

Steering Committee; SSC)와 프로젝트관리위원회(Project Management Board; PMB)가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의 도움을 받아 담당할 예정으로. OECD/NEA는 기

술사무국으로서 운 위원회와 프로젝트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

는데 이것은 OECD/NEA의 오랫동안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관리 경험을 활용하

기 위한 것이다.

2003년도에 GIF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국제원자력산업계와의 합동회의를 추진하

기로 하고, 산업계 자문 패널(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SIAP)을 구성하여 Gen 

IV의 실증과 상용화 단계에 대비한 조언을 받고 있다.

<그림 2-8>. GIF 조직체계 

 

나. GIF 추진 현황

2000년 1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Gen IV 공동개발에 대한  공동성명

을 채택한 후 2000년 8월, 서울에서 공식 명칭을 GIF로 하여 출발한 GIF는 2002년 7

월, GIF는 전 세계적으로 공모한 100여개의 미래형 원자로 후보 중에서 지속가능한 자

원의 활용성, 경제성, 안전성과 핵확산저항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6개의 가장 유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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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IV 개념을 선정하 다. 선정된 Gen IV 시스템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 GIF 선정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비    고

GFR(Gas-cooled Fast Reactor) 가스냉각 고속로

LFR(Lead-cooled Fast Reactor) 납냉각 고속로

MSR(Molten Salt Reactor) 용융염 원자로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소듐냉각 고속로

SCWR(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초임계압 수냉각 원자로

VHTR(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초고온 가스로

또한 2002년 12월, 회원국의 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Gen IV 시스템의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Gen IV 기술지도(Gen IV Technology Roadmap)를 완성하 다. 기술지도

는 6개 Gen IV 시스템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 추진 내용/일정과 

추정된 소요 비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Gen IV 기술지도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공동으

로 시스템별 세부 연구개발계획 수립 중이다.

<표 2-2> Gen IV 시스템별 공동개발 참여국

시스템 참가회원국

VHTR 한. 미. 일. 프. 캐. . 스. EU. (남아공)

SFR 한. 미. 일. 프. . EU

GFR 미. 일. 프. . 스. EU. (남아공)

SCWR 한. 미. 일. 캐. EU

LFR 미. 일. EU

MSR 미. 프

※“  ” :  Leading Country

                           

GIF는 Gen IV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하여 3단계의 연구개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여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3단계 협정은 정부가 서명 추체가 되는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기본협정의 이행기관이 맺는 시스템약정(System 

Arrangement), 시스템 하부의 실제적 연구주관기관이 맺는 프로젝트약정(Project 

Arrangement)으로, 2004년 9월 제주 정책그룹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된 기본협정은 

2005년 2월28일,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의 회원국간 협정으로 발효되었다. 미

국, 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는 기본협정 서명식 참여하 고, 스위스(‘05. 8)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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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05. 11)는 가입서의 기탁으로 추후에 발효되었다. 현재 EU가 가입 승인서 기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05년 10월 시스템약정 문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 2006년 2월 예정인 일본 

정책그룹회의에서 시스템약정 서명식을 개최 발효될 전망이며, 프로젝트약정은 협의가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약정 체결 후 본격적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래에 2005년을 중심으로 GIF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정리하 다.

(1) 워싱턴 정책그룹 회의 (2005년 1월)

2004년 10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주회의에 이어서 기본협정의 최종안 작성을 

위하여 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초 11월 중순경의 정책그룹회의에서의 협정 서명을 목표

로 최종안의 합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 으나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하 다. 이 후 GIF는 회원국과의 수회의 전화회의를 통하여 회원국의 입장을 조율하

고, 최종안의 합의는 다음의 회의로 연기되었다.

2005년 1월 13 ～ 14일의 정책그룹회의는 기본협정에 대한 논의와 기본협정을 보
완하고, 하부의 협정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정책서에 대한 심의와 승인도 함께 이루어

졌다. 정책서 중 Charter 보완을 위한 GIF 운 체제에 대한 정책서, 기본협정에 최초

에 서명하지 못한 회원국의 추가적 협정 서명에 대한 사항을 담은 협정 서명에 대한 

과도기간에 대한 정책서는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협력연구 결과의 지적재산권(IPR)과 

정보교환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담은 지적재산권과 정보교환에 대한 정책서에 대하여

는 IPR 및 정보교환 방향을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공동 개발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개념에 대하여 각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어, 회원국이 좀 더 심의를 하기로 

합의하 다. 

(2) GIF 기본협정 서명식 (워싱턴 DC, 2005년 2월28일)

GIF 기본협정은 ’04년 5월 미국 선밸리 정책그룹회의에서 회원국 정부가 서명 주

체인 기본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04년 9월 제주 정책그룹회의에서 협정 문안 

공식 논의 착수하여, ’05년 1월 워싱턴 DC 정책그룹회의와 6회의 전화회의로 회원국 

입장을 조율하고 협정 문안을 최종 확정하 다.

2005년 2월 28일, 워싱턴 DC 주재 프랑스대사관에서 GIF 회원국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진행된 서명식은 서명국 대표의 약식 연설과 서명 절차를 거쳐 기자회견을 

개최하 다.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협정은 GIF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국 정부대표가 참석·서명하

으며, 의회 승인을 절차를 필요로 하는 국을 제외함 나머지 4개국에서 발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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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국내의 승인 절차를 위하여 기본협정의 국내 관련기관의 검토 후 추

후 가입할 예정으로, 기본협정의 정부 공식 접수 후 국내 절차에 착수하여 국내 절차 

완료후 외교통상부 장관이 가입승인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3) 브뤼셀 정책그룹/전문가그룹 합동회의 

2005년 4월 11일～1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GIF 회의는 전문가그룹과 

정책그룹이 함께 참석하는 합동회의로 개최되어, 1일째는 전문가그룹회의 2일째는 정

책/전문가그룹 합동회의, 마지막 날에는 정책그룹회의로 개최되었다.

전문가그룹회의에서는 공동연구개발계획(SRP)의 현황에 대한 검토와 시스템 평

가 방법론그룹(MWG)의 활동, R&D 품질관리 기준 등의 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

다. 둘째 날의 합동회의에서는 시스템별 연구계획과 프로젝트의 구성을 위한 PMB의 

활동에 대한 보고와 회원국의 기여에 대한 평가 방안에 대한 지침을 작성 중인 

VoCTF의 초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 다. 마지막 날의 정책그룹회의는 기본협정에 대

한 미서명국의 가입 진행 상황과 시스템약정의 추진 방안을 주로 논의하 다. 

’04년 2월 28일 GIF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국의 서명으로 발

효된 기본협정은 OECD가 기탁처로 향후 협정 관련 공식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미서명국은 기본협정 가입 승인 추진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 다. 우리나라는 OECD 

대표부를 통하여 기본협정 인증사본을 수령하 으며 국내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를 끝

낸 상황을 밝혔으며, 스위스, EU도 승인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고, 서명국인 국은 

발효를 위한 의회의 비준 절차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현재 GIF에 활발히 참여 중인 8

개국 외에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당분간 기본협정의 가입이 어려움을 사무국

에 공식·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협정의 하부약정인 시스템약정은 각 시스템별 연구개발 참여 회원국간의 약

정으로 ‘05년 3월 약정 초안의 송부 후 회원국별 검토의견 제출 및 문안에 대한 

Teleconference(’05.3.23)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각 시스템 별로 참여 회원국으로 협의 그

룹을 구성하여 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하 다. 이전의 회원국 정부가 당

사자가 되었던 기본협정과 달리 시스템 약정은 시스템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안의 수

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책그룹에서 약정 문안을 논의하지는 않고, 약정 서명전의 최

종안을 정책그룹이 검토·승인하기로 하 다. 시스템 하부의 프로젝트 약정은 회원국의 

참여가 많고 진척이 빠른 프로젝트로 SFR 핵연료(Advanced Fuel), VHTR 재료

(Material and Component)를 결정하여 해 해당 회원국이 협의를 진행해 간다는 것에 

합의하 다.

공동연구개발계획(SRP)은 VHTR, SFR, GFR, SCWR의 4개 시스템의 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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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스템별 SRP(System Research Plan)를 작성 중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2차 초안

을 발간할 예정이며, 시스템운 위가 없었던 LFR과 MSR도 시스템운 위가 구성되어 

SRP 추진을 계획 중임을 발표하 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사무국(NEA)이 각 SRP의 형

식과 구조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그룹이 소그룹을 구성하여 현재의 시스템 내부의 다

양한 옵션(Multiple Tracks)에 대한 접근법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 다. 또한 각 시스

템별로 1개씩 대표적인 프로젝트 구성 진행사항에 대하여 PMB의 대표가 발표를 하

다.  

시스템의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MWG에는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저항성 평가

그룹에 이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하는 SAWG (Sustainability 

Assessment Working Group)의 구성이 스위스에 의해 제안되었다. SAWG는 경제, 환

경, 사회정치적 3개의 관점에서 원자력 시스템 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비교 방법

론 개발을 담당하며, 작업 기간은 약 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방법론 그룹은 진적

상황에 대한 발표를 하 으며, SAWG에 대하여는 추후 진행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하

다. 

또한 규제관련기관으로부터의 Gen IV의 인허가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미 

NRC가 중심이 된 Senior Regulator Group과의 관계증진과 교류에 대하여 논의되었

다. Senior Regulator 회의는 ‘05년 3월 개최되어 미래 원전의 안전기준/새 원자로 인

허가 절차에 대한 국제 협력을 협의하 다.   

전문가그룹에서는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품질관리 기준 등이 논의되었다. 품질관

리 기준은 시스템운 위원들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침이 될 문서 개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본 작업은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이를 위해 전문가그룹 내에 소

그룹을 구성하고 차기 회의 시까지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하 다.

이외에 정책그룹에서는 IAEA INPRO와의 협력과 기술사무국의 운  비용 분담, 

Gen IV 웹사이트, VoC TF 등이 논의 되었으며, 

(4) 우리나라의 기본협정 가입승인서 기탁(2005년 8월30일)  

우리나라는 GIF의 기본협정의 가입 승인을 위하여 국내 관계 부처간 협의를 완

료하고, 2005년 8월 OECD에 기본협정 가입서를 기탁하 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협력협정 가입”의 제목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원자력의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을 향상시킨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연구·개

발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에 참여”를 소제목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2030년경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원자력시스템(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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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의 가입서를 8월 30일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에 기탁하 다. 

둘째, 이 협정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개발 협력을 위하여 각 당사국이 

이행기관을 지정하고, 각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행기관은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으로 지정되었다. 

셋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미래의 급격한 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인

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성, 안전성 및 신뢰성, 경제성

은 물론, 사용 후 핵연료를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어 핵의 비확산

이라는 면에서도 우수한 기술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2030년

경 상용화되어 세계 원자력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이 협정의 당사국은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국, 스위스 등 세계 원

자력 시장의 주도 국가들로서, 우리나라는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확고한 법적, 제도

적 틀 내에서 이들 원자력 주도 국가들과 원활한 기술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보충자료로 배포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협정 체결 배경

가. 체결 추진·발효

ㅇ 2004. 5월 이 협정 추진 결정 
ㅇ 2005. 2. 28. 미국 등 5개국 서명, 협정 발효

나. 당사국 현황·발효 요건

ㅇ 당사국 현황
   -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국, 스위스

ㅇ 발효 요건: 3개국의 구속 동의시 발효, 그 이후 추가당사국은 가입

서 기탁 90일 후 발효

   - 가입서 기탁처 : OECD 사무총장

2. 가입 의의

ㅇ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공동 개발에 적극 참여, 21세기 세계 원자력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원자력기술 확보 

3. 협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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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 구축
ㅇ 협정상 목적 수행을 위한 이행기관 지정
ㅇ 이행기관간에 시스템약정 체결 및 프로젝트약정을 통한 이행

4. 가입 이점 

ㅇ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ㅇ 미국 등 세계 원자력 선진국들과 함께 2030년경 전세계 공동 활용 원자력
에너지 체계 확보

(5) 캐나다 오타와 전문가그룹회의

2005년 9월 12일～13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전문가그룹회의는 주요 활

동국 8개국과 기술사무국인 OECD/NEA가 참석하여 ① 지속성 평가 (Sustainability 
Assessment) WG 구성 및 운 , ② 연구개발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운 . ③ 시스템별 multiple track 논의, ④ 시스템 연구개발계획(SRP) 현황 검

토, ⑤ WG 활동 현황 보고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지속성 평가 (Sustainability Assessment) WG은 2005년 4월 브뤼셀 전문가그룹회

의에서 제안되었고, 몇몇 회원국에서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여, ① 원자력 옵션의 적절
한 생태학적 특성 설명을 개발하고, ② Gen IV 시스템 및 기술 옵션별 지속성을 비교

평가하며, ③ 적절한 분석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차기회의에서 
Charter 수정안에 대한 검토 및 지속성평가 WG의 업무범위 등에 대해 논의토록 하

다. 지속성평가그룹의 구성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방안을 정책그룹에 권고하기로 하

다.

 

① 범위 : 우선순위가 부여된 지속성 지표(indicators)를 개발하고, 관련 전문성

(expertise)들을 조사하며, 지속성 지표는 각 시스템 운 위원회와 연계하여 개발

하도록 함

 ② IAEA, NEA, EU, OECD(general) 등 독립적으로 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그룹을 

참여시키도록 함

 ③ 한국, 미국, Euratom, 프랑스,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7개국은 본 WG에 참여 의

사를 표명하 고, 국은 업무범위가 구체화될 때 이를 검토한 후 참여 결정할 것

을 표명

 ④ 향후 본 업무는 Gen IV 지속성의 광범위한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함.



- 79 -

 

또한 회원국들은 별도 배포된 수정 Charter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

다.

2005년 4월 브뤼셀 전문가그룹회의에서 연구개발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논의된 품질관리 기준은 품질관리 Task Force를 구성하여 운 하기로 하고, 연구개발 

관리자급의 전문가로 Task Force를 구성하기로 하여, Task Force는 연구개발 품질관리

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본 지침을 활용할 common stakeholder를 찾는 등을 수행하

다. Task Force에는 스위스, 캐나다, 국 및 프랑스의 전문가그룹 멤버가 참여하고 

본 분야의 전문가(미국)로서 K. Souder 및 F. Southworth가 참여하 다. 우리나라는 

본 Task Force의 활동에 적절한 국내 전문가를 찾아 추천하기로 하여 후속조치로 산

업계인 한국전력기술의 전문가를 추후에 추천하 다.

2005년 4월 브뤼셀 전문가그룹회의에서 시스템연구개발계획을 논의하던 중, 시

스템별로 참조노형이 많은 것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 추진의 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① 시스템별로 적정한 수의 track들이 추구되고 있는지, ② 민간분야에서 개
발되어야 할 track을 결정(down-selection)하게 될 것인지, ③ 다수의 track이 얼마동안 
지속되어야 하는지, track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기준이 무엇인지, ④ 이러한 결정과정
에 선도국가(lead country)가 얼마나 향을 미치게 되는지 등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

여 차기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 다. 회의결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책그룹에 건의

하기로 함

 ① 예산지원 등에 기초하여 다수의 track 추구를 어느 정도 지원함.

 ② 민간산업체의 Gen IV R&D 지원이 요구되나, 상업적 관심에 따라 시스템별 track

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운 위원회는 경계하여야 함.

 ③ 시스템별 track의 결정과 연구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운 위원회의 책임이

며, 본 사안에 대한 변경내용은 운 위원회에서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은 후 정

책그룹에 보고하여야 함

시스템 연구개발계획(SRP) 현황 검토에서는 각 시스템별 연구개발계획 수립 진

행 상황 보고받았으며, 각 시스템별로 살펴보면, 회의결과 GFR은 새로운 버전을 제시

하 고, SCWR은 개정이 없었으며, SFR은 편집수정, VHTR은 연말까지 완료 예정이고 

LFR이 최초 초안을 제시하 다.

WG 활동에 대한 현황 보고에서는 주요 논의사항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각 

WG과의 연계에 대하여 차기 회의 이후 회의에서 검토하여 고려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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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 맨체스터 정책그룹회의/SIAP 회의

2005년 9월 22일～23일간 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정책그룹회의는 주요 참여

국 8개국인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국, 캐나다, 스위스, EU와 브라질을 포한 9개

국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9개국의 산업계 자문패널인  SIAP 대표가 참석

하여 제1차 SIAP 회의와 정책그룹/산업계자문패널(SIAP) 합동회의로 개최되었다.

정책그룹 1일전 개최된 산업계패널(SIAP) 합동 회의에서는 SIAP Charter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및 공동의장(co-chair)으로 캐나다와 국대표를 선출하 다. 정책그룹

과의 합동 회의에서 정책그룹과 SIAP는 SIAP 자문이 GIF R&D에 도움이 됨을 공동 

인식하 고, SIAP는 R&D 초기단계부터 인허가 기관과의 관계 강화, 품질관리 적용, 

핵확산저항성 고려, 산업계 참여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 다. 또, 산업계 참여 가능 분

야로 핵연료주기 분야의 공동(common) 프로젝트 등과 Gen IV 경제성 평가 방법론의 

Stakeholder 패널 검토 등을 제안하 다.

전임의장인 미대표의 은퇴로 현재 미국의 정책그룹대표인 Mr. S. Johnson (DOE 

원자력국장 직무대행)이 GIF 임시 의장직을 수행 중인 상황에서 진행된 GIF 정책그룹 

의장직 관련 협의에서는, 차기 의장 후보로 현 의장 직무대행인 미국의 Mr. S. 

Johnson과 프랑스의 Mr. J. Bouchard (GIF 부의장)가 의사 표명을 하 으나, 현재 진

행 중인 SA 및 PA 약정 협의 완료와 정책사무국 업무의 지속성, 회원국 간의 

harmonization의 중요성 등의 관점에서 현 임시의장 운 체제를 지속하기로 하고, 

2006년 2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차기 정책그룹회의에서, 한국대표의 제안에 따라 회

원국의 Consensus로 차기 의장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 다.

기본협정의 가입과 관련하여 기술사무국(OECD/NEA)은 스위스의 승인서 기탁

(‘05.5.26) 및 발효(’05.8.24)와 한국의 승인서 기탁(‘05.8.30) 후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고

하 다. 기술사무국은 회원국에 한국의 이행기관인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에 대한 

회원국 승인 여부를 9월말까지 공식 요청 예정임을 밝혔다. 스위스는 이행기관으로 

PSI(Paul Scherrer Institute)을 지정하 다. 스위스의 발효로 기본협정 발효국 미국, 프

랑스, 일본, 캐나다, 스위스의 5개국이 되었다. 한국대표가 KOSEF의 GEN-IV 사무국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KOSEF에 관한 자료를 회원국들에 배부하 다. 

시스템약정은 브뤼셀 정책그룹회의(‘05.4) 이후 VHTR('05.6, 파리)과 SFR('05.8, 

워싱턴) 시스템약정(SA)에 대한 협의(Negotiation) 회의를 개최하고  SFR 경우 약정 

문안 및 내용에 대해 6개 회원국(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국, EU)이 전면 합의하여 

프로젝트약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하 다.  VHTR 경우 SFR 협의 결과를 대

부분 수용하 으나 의사결정방안, 부속서 등 일부 사항이 미합의 상태이며 시스템 운

위원회(‘05. 9. 26 - 27, 캐나다)에서 참여 회원국이 검토 및 협의할 예정임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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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CWR과 GFR은 SFR 및 VHTR SA의 협의 결과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착수하기로 하고 협의의 책임 회원국을 선정하여, GFR은 프랑스가  SCWR은 

캐나다가 협의에 대한 주관을 하도록 하 다. 

시스템 관련 현안으로 Multiple-track에 대하여는 앞서 기술한 전문가그룹의 회

의결과 보고에 대하여 GIF 회원국의 참조모델 선정(Down selection)은 R&D가 충분히 

진행된 후 결정하도록 하고, Gen IV의 실증/건설에는 산업계가 중요하나 산업계 의견

에 따른 성급한 결정은 지양도록 하며, 향후 SSC가 시스템의 track에 대한 결정을 하

는 주체가 되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결정은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취득한 후, 정책그

룹에 보고하도록 하 다.

프로젝트약정은 현재까지 프로젝트약정 문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된바 없

었으나, 브뤼셀 정책그룹(‘05. 4)의 결정사항인 협의 대상 프로젝트 (SFR 경우 

Advanced Fuel, VHTR 경우 Material and Component)를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한국의 제안에 따라, 회원국의 프로젝트 참여예정 기관 모두가 협의에는 참여(배석)할 

수 있으나 대표자(Chief Representative) 1인만이 의견을 개진토록 하여 프로젝트 참여 

회원국의 검토의견을 종합한 문안으로 협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여 SFR은 시스템약정 

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프로젝트약정 협의에 착수하기로 하여 '05. 10. 12, 일본 쓰꾸바

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기로 하 다.  SFR Advanced Fuels 프로젝트 참여기관은 

CEA(프랑스), JNC(일본), KAERI(한국), BNFL( 국), ANL(미국), ITU/JRC(EU)이다.

또한 GIF 참여에 대하여 기본협정 미승인 회원국인 브라질은 미래에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국내 여건이 조성되면 기본협정 승인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BAEC가 향

후 20년의 R&D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승인 요청 중임을 정책그룹대표가 보고하

으며, 남아공은 2005년내 가입을 목표로 국내 절차가 진행 중임을 정책사무국에 통지

하 음을 정책사무국이 보고하 다. 

GIF 가입에 관한 사항으로 중국이 ‘05.4 브뤼셀 정책그룹회의에서 EU를 통해 참

여 의사 타진하고, 이에 따라 미 DOE 원자력협력과장(Mr. K. P. Lau)과 Technical 

Director(Mr. R. Bennett)가 중국 측과 협의(‘05.8.25, 베이징)를 진행하여 중국의 원자력

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 다. 협의에서 일부 회원국이 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한 정

책 및 가입 절차 등의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잠정 회원 가입국의 가입 동기

(Motivation) 및 GIF R&D 참여 능력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회원국을 선별하

여 프로젝트 수준에서 참여시키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협의결과로 중국의 회원국 가입

은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차기 정책그룹회의 시까지 국가별 입장을 확정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정책 등이 마련된 뒤 승인 여부에 대해 

개별 검토를 하기로 하 다.

주요 사항으로 R&D 기여 가치평가(VoC TF) 지침 초안, 전문가그룹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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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INPRO Workshop, 2회 개최된 규제자(Senior Regulator) 회의(‘05.5 워싱턴 DC, 

'05.6 파리)가 보고되었다. 특기사항으로 2005년 6월 회의에서 미국 NRC의 Dr. Diaz가 

제안한 다자간 설계승인 프로그램(Multinational Design Approval Program; MDAP)에 

대하여 설명이 되었으며, MDAP는 Design Certificate를 대상으로 3단계로 구성하여 

진행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Stage 1 :　Gen III+에 대한 NRC와 타 국가 간의 협력 확장

·Stage 2 : 국제 공동노력으로 Safety Review Guidance 등 개발

·Stage 3 : 최초 Gen IV 대상의 design & safety review 절차의 승인

MDAP는 공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각 회원국의 상황이 반 되는 Site 

Permission, Operational Oversight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사무국(OECD/NEA)이 발표한 Website 운 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운 해온 

기존의 기술 정보 중심의 Website에서 2005년 4월 일반대중을 공공Public 대상의 사이

트(http://www.gen-4.org) 개설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여 회원국 대상의 membership 

site를 개설하 으나 R&D 계획의 확정 및 SA, PA 서명 후 본격 운 할 계획임을 보

고 하 다. 

회의는 차기 정책그룹회의를 2006년 2월 14일 - 16일간 일본 Fukui현 (Monju 

Site)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종료하 다.

향후 주요 조치사항으로 정책그룹 의장 선출, 중국의 GIF가입에 대한 입장의 결

정 및 기술사무국 운 경비 기여 등이다.

다.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우리나라는 GIF 창설 회원국으로서 초기부터 GI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전문가들이 Gen IV 노형의 선정과 기술지도 작성에 참여하 고, 한국형소듐

냉각로 KALIMER는 SFR 개념의 참조노형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연구개발계획에 있어

서도 SFR, VHTR, SCWR의 3개 시스템의 공동연구계획 수립에 참여 중이다.

2005년에는 한국과학재단에 Gen IV 사무국을 개소하여  Gen IV 국제공동연구개

발의 효과적 추진 체계의 구축을 위한 R&D 기획 및 국제협력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

다. 또한 공동연구 협정에 대한 자문기구로 “Gen IV 협력협정검토소위원회” 운  중

으로, 원자력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협정문안 및 현안에 대한 기술적/법률적 검

토에 대한 자문을 받고 공동연구 개벌 협정의 협의에 임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대비한 선행 연구를 추진하여 Gen IV 국제공

동연구개발에서의 우리나라의 공동연구 참여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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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선진기술의 결정체가 될 Gen IV는 미래의 원자력시스템에서 표준으로 자

리를 잡을 전망이며, 향후의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주도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원

자력 기술은 과거의 독자적 개발 추진과 우방과의 배타적 연구개발 수행에서 탈피하

여 공동연구개발의 추진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자율화된 에너지 시장에서의 

원자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의 연구개발 추진시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환경을 고려한 장

기적 안목의 노형 전략 측면과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비용에서의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한 효율적 공동연구 추진과 원천기술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Gen IV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I-NERI

가. 개요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는 미국의 NERI 프로그

램을 국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원자력선진국들과의 양자 간 협력을 

통해 원자력선진기술 개발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 프랑스, 일본 등과 I-NERI를 추진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 원자력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서 I-NERI (International 

NERI)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정인 원자력협력협정 부속서 5(Annex V 

to the MOU between MOST and DOE)를 2001년 5월에 체결하 다. 이는 앞서 기술

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제4세

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한․미간을 포함한 다자간 공동연구 협력 체제로 다양화
될 것이다.

한∙미간 I-NERI 추진은 제20차 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99년 6월)에서 미국 측

이 한국이 미국의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9년 8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과학장관 
회담에서 1999년도 미국의 NERI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합의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NERI 프로그램의 약 10개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미국이 Gen IV 개발을 위한 GIF 회의와 함께, 미국의 NERI를 국

제적으로 확대한 I-NERI를 추진하고자 하면서 양국 간 협정에 기초한 I-NERI가 본격 

논의되었고, 한․미간의 I-NERI 추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0년 4월 워싱턴 GIF 

전문가그룹 회의 시, 한국 대표가 미국 DOE 관계자와 한∙미간 I-NERI 추진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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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과 미국은 I-NERI 추진을 위한 협정 문안을 공동 작성하고, 이를 2001년 

5월 서명함으로써 본격 추진되어, 2001년도에는 제1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고, 

제2차 년도인 2002년도 사업 추진방향에도 합의하게 되었다.

한∙미 I-NERI 협정과 이 협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양국간 I-NERI 위원회(Bilateral 

I-NERI Committee ; BINERIC) 시행지침(Implementation Guidelines)에 따라 추진체제

가 구축되어 있었다. 양국은 본 프로그램을 관장할 BINERIC 를 양국 동수의 대표로서 

구성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EA(Executive Agent)를 BINERIC에서 양국 각각 지

정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할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위원회(BEC, Bilateral 

Evaluation Committee)를 양국 동수로 구성하여 선정 및 결과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

고, 이는 EA가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들어 미국은 R&D 체제를 개편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던 I-NERI

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의 

BINERIC에서 Coordinator 체제로 하는 것을 제안하 다. 미국의 Coordinator는 DOE

의 Technical manager가 맡고있으며, 국내의 경우 정부 대표가 Coordinator가 되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 현황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자 간 원자력공동연구(I-NERI)로 선진원자력 기술에 대한 연

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2001년 5월 이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수행

과제로서 경수로 및 첨단 계측제어 분야에서 6개, 이후 2003년에는 Gen IV 관련 5개

의 공동연구 과제를 선정하 다. 공동연구는 3년의 기간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매년 선정 과제를 위하여 각각 약 200만불씩 지원하고 있다. 2002년 선정 과제

는 3차년도의 공동연구기간을 마치고 종료되었고, 2004년 수행과제는 2003년 상반기의 

BINERIC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공동연구 기술 분야로 미국의 원자력 연구개발의 중

심 3개 분야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선진핵연료주기(Advanced Fuel 

Cycle), 원자력 수소(Nuclear Hydrogen)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6개의 과제를 추

진 중이다. 

2005년도의 상반기 BINERIC은 7월에 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와 함께 미국 워
싱턴 DC에서 개최되었고, 2005년 11월에는 제주에서 연차평가회의와 하반기 BINERIC 

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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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BINERIC

<표 2-3> 한미 원자력공동연구 추진과제 현황 

연도 과 제 명
한국측
수행기관

미국측
수행기관

2002

핵적, 열수력적, 열기계적 현상의 고신뢰도 
통합 모의를 위한 수치 원자로 개발

KAERI ANL

ALWR 신안전 기술개발을 위한 용융물 - 
냉각수 경계면 전달 현상의 원리 연구

해양대
Wisconsin大

/ANL

첨단 전산열유체물리해석 및 경수로와 
초임계로에 대한 적용성 평가 

서울대 INEEL

원자로용기내부 노심용융물 억류 기술개발 
및 한미 신형 가압경수로 적용 

서울대/
KEPRI

UCSB/
INEEL

원전용 계측센서 및 운전전략개선기술 
개발 

조선대 ORNL

첨단 센서 및 컴퓨터 응용상태 감시기술 
개발 

KAERI SNL

2003

액체 소듐 냉각로의 파동 안전성 최적화 
연구

KAERI ANL 

Li 용융염 전해법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의 
금속전환 공정용 반응기 재료 개발

KAERI ANL

초고온가스냉각형원자로를 위한 
안전분석코드 개발 및 실험적 검증

KAIST INEEL

초고연소도 및 제4세대 원자로용 
부식저항성 Zr 합금

KAERI
Penn 

State大 
Gen IV 초임계 경수로 후보 소재 개발 및 
평가

KAERI
ANL/
INEEL

2004

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검증 및 
실험 데이터베이스 선정

KAERI ANL

Generation IV에의 적용을 위한 초임계압 
유체 내의 열전달에 관한 연구

KAERI INEEL

초고온원자로 노물리해석을 위한 결정론적 
고등 코드체계 개발

KAERI ANL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KAERI ANL

핵변환로의 납합금 관련 피복관 재료 
기술개발

KAERI LANL

TRISO 연료 처리기술 개발 KAERI 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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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개최된 상반기회의에서 미국은 NP 2010 프로그램에 강조되는 미국 에

너지부(DOE) 원자력 프로그램과 예산 관련 개요를 소개하고, 에너지 수정법안과 의회 

통과할 경우 원자력 에너지관련 정책에의 향을 설명하 다. 미국은 GIF 내에서 미래 

원자로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2006년 예산요청이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위주에서 보다 균형적 배분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 설명하

다. 또한 2007년 안에 미국 Gen IV 프로그램 중 2～3개의 고속 원자로 시스템이 선

택될 것이라 설명하고, 2007년 AFCI는 경수로의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하나의 

습식 기술을 선택하되, 고속 원자로를 위한 pyroprocessing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화할 

것을 설명하며, 미국은 한국과 협력을 기꺼이 계속 할 것임을 표명하 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방사선 및 방사선이용진흥계획 등 원자력 프

로그램 개요를 설명하고, 과학기술부의 예산지원 하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4개

의 위원회를 구성·운 함을 설명하 다. 우리나라는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관련 국제 

프로그램 및 ITER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양측은 2005년 10월, 신규과제에 투자하기로 동의하고 4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하

다.

 (2) 연차평가 및 하반기 BINERIC

2005년 연차평가회의와 하반기 BINERIC은 2005년 11월 8일～1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연차평가 대상은 2003년 선정 5개 과제, 2004년 선정 6개 과제로 우리나

라의 연구책임자가 과제수행 발표를 하 다. 미국은 연차평가에 모든 과제책임자가 참

여하지는 않았다. 평가는 2003년도 선정 최종 종료 5개 단위과제와 2004년도 선정 계

속과제인 6개 단위과제에 대하여 패널평가를 실시하 다.

<표 2-4> 2005년 선정된 한･미 원자력 신규과제 및 주관 연구기관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분야
한국(ROK) 미국(US)

고온 가스냉각로 잔열제거   계통 성능 개선 연구 KAERI ANL Gen IV

사용후 핵연료 전처리를 위한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 

공정개발
KAERI INL AFCI

초임계 이산화탄소 Brayton 사이클 에너지 변환 

계통 연구
KAERI ANL Gen IV

수소생산효율 계산용 HyPEP 프로그램 개발 KAERI INL N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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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ERIC 회의는 주요 결과로 2006년도 협력 우선분야로 이전과 같이  Gen 

IV(Generation IV), AFCI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NHI (Nuclear Hydrogen 

Initiative)로 하고 2006년도 추진일정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2006년 한․미 원자력상설공
동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아래의 일정으로 추진하기로 하 다.

- 2006. 02 : 신규과제 공모

- 2006. 03 : 과제제안서(Mini Proposal) 접수

- 2006. 04 : 1차 선정평가

- 2006. 05 : 1차 선정 과제에 대한 최종제안서(Full Proposal) 접수 및 2차 선정

평가

- 2006. 06 : 최종 선정(2006년도 전반기 BINERIC 회의)

- 2006. 10 : 과제 착수

다. 향후 계획 및 전망

미국은 모든 GIF 회원국과 양국 간 I-NERI 협정체결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한

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일본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국, 남아공과도 협정체

결 추진 중이다.

한∙미 I-NERI는 기본적으로 본 I-NERI 협정에 명기된 분야인 Gen IV, AFCI, NHI

가 주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이 분야들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Gen IV 원자력시스

템 개발과 관련된 분야임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개발하고 관

련된 기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이의 추진은 원자력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기술적 돌파구를 제공하거나 또는 시너지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라야 할 것이다.

한∙미 I-NERI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진기술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선진기술을 확보와 원자력원천기술 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고, 미국과의 양자 간 국제공동연구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자

력 연구개발에서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3. IAEA INPRO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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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지속적인 발전(發展)에 관한 IAEA Scientific Forum, 핵연료 및 원자력발

전의 연구개발 자문회의 권고와 IAEA 총회 의결 등에 따라 혁신 원자로 및 핵연료주

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 INPRO)를 IAEA가 주도하여 착수한 것으로써, INPRO의 주요 목적은 

21세기 세계 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지속성을 가지며, 경제적이고 

핵확산저항성을 가진 원자력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0년 제44차 IAEA 총회는 “핵연료주기, 특히 혁신적이고 핵확산 저항성이 큰 

원자력 기술에 대한 기술현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모든 관심 있는 회원국들이 각자의 

노력을 IAEA의 후원 하에서 결집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42)”라고 결의하 다.  

이 결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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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지속성을 가지며, 경제적이고 핵비확산성을 가진 원자력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2000년 11월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하여 Terms of Reference를 채택하고, 2001년 5

월 제1차 운 위원회의 개최로 정식 착수한 INPRO는 2001년 9월 제45차 IAEA 총회

의 지지와 2001년 12월 UN 총회의 지지를 받고, 2005년 12월 기준 24개 회원국 및 국

제기구43)로 운 되고 있다.  

INPRO는 IAEA의 원자력국(Department of Nuclear Energy)이 주도하고 있으며, 

운 위원회(Steering Committee; SC), 국제조정그룹(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 

ICG)과 IAEA의 행정 및 기술 지원 그룹으로 추진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6개 

분과를 두고 있다.

운 위원회(SC)는 IAEA 회원국 중 INPRO에 특별 공여금을 제공하는 국가의 대표

를 회원으로 구성하고44) IAEA의 INPRO 책임자가 참석하게 되며, 또한 INPRO에 관

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참관할 수 있다. 운 위원회는 INPRO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결정하고 기획 및 업무 추진방법 등에 대한 조언과 결과에 대

해 검토․평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IAEA의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배석한다. 

42) “All interested Member States to combine their efforts under the aegis of the Agency in 

considering the issues of the nuclear fuel cycle, in particular by examining innovative 

and proliferation-resistant nuclear technology” (GC(44)/RES/21)

43)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모로코, 한국, 파키스탄,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터키, EU, 

미국, 우크라이나 

44) 3개월 이상의 Cost Free Expert 및 공여금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종전의 회원국 자격에, 4

차 운 위원회('02.12)에서는 “자국에서 work package를 수행하는 국가”를 추가하여 문호

를 더욱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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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위원회는 작업계획, 결과 검토 및 평가 등을 실시하는 INPRO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다.

국제조정그룹(ICG)은 INPRO 회원국로부터 파견된 전문가(Cost free Expert)로서 

구성되며, INPRO를 조정하고 수행하는 주체이다. 산하에 경제성, 안전성, 환경, 폐기물

관리, 핵확산저항성 및 인프라의 6개 분과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국제조정그룹은 

INPRO의 실질적인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정그룹은 IAEA 회원국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활동 및 업무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수시로 개최되는 기술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받게 된다. 

나. 주요활동

INPRO는 2단계(Phase)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1단계는 원자력시스템 기술에 대한 

조사∙분석과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건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2개의 세부
단계 (Track)로 추진되고 있다. 제1단계(Phase 1)의 제1세부단계(Track A)는 원자력시

스템 개념과 접근 방안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선정하고 또한 이를 위한 방법론과 

지침을 개발하며, 사용자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제1단계 제1세부단계

(Phase 1A)가 완료되었으며, 제2세부단계(Track B)를 진행 중이다.

제1단계 제2세부단계(Phase 1B)에서는 제1세부단계에서 설정된 기준과 요건에 따

라 도입 가능한 혁신 원자력시스템 개념들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Phase 1B는 Phase 1A에서 개발된 혁신 원자력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Case 

Study를 수행하여 혁신개념의 시스템에 적용하여 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요

건, 기준, 권고사항과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보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혁신 원자력

시스템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각국의 선호도와 필요한 연구개발항목에 대한 조사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제2단계(Phase II)는 제1단계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INPRO 회원국들의 

승인 하에, 국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연구 분야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PRO는 2001년 이후 2005년 말까지 8차의 운 위원회를 개최하 고, 제1단계 

제1세부단계(Phase 1A)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발간하 으며, 현재는 제1단계 제2세부단

계(Phase 1B)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간단계(Phase 1B Part 1)의 보고서를 2005년 발간

하 다. 2001년 5월 제1차 운 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1-2회 정도의 운 위원회와 

수회의 분야별 기술전문가자문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1) INPRO Joi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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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의 대표적 활동은 INPRO Joint Study45)의 착수이다.  회원국의 개별적 연

구로 추진되었던 Case Study와는 달리, INPRO Phase 1B Part 2의 일부로서 2005년부

터 추진 중인 공동 연구는 “재순환핵연료주기+고속로” 개념에 대한 방법론  적용 연

구를 위한 것으로서 러시아의 주도로 한국,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의 6개국이 참여

하고 있다.

Joint Study의 목적은 21세기의 지속적인 에너지공급원으로서 재순환핵연료주기 

고속로(CNFC-FR)에 기초를 둔 혁신원자력시스템(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 

INS)의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환경 향, 폐기물관리, 핵비확산성 등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CNFC-FR 개발을 위한 R&D 방향 설정 및 국제공동연구를 조장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가 절차서(User’s Manual)에 따른 INPRO 방법론 적용성 검증 및 세부적 평

가시의 평가 기능 향상을 위한 평가방법론 개선의 제안

- CNFC-FR인 INS가 공동연구에 참여한 국가의 에너지 수요에 적합하고 향후 

21세기 원자력에너지 수요 창출이 가능한지의 여부

- 참여국의 에너지 부문에 CNFC-FR을 건설하는 초기조건, 최적시간 및 건설율

의 결정 및 건설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R&D 

- 원자력에너지에서의 혁신을 조장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간 및 국가간  공동 협

력 활동, 핵연료 공급과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조장할 수 있도록 한

정된 다국가간 및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 CNFC-FR 참여국들간의 과학 기술 공동협력을 계속하기 위한 체제 및 방향

(2) 제8차 운 위원회 

2005년 12월 5일 ~ 6일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8차 INPRO 운 위원회는  2004년 

제7차 운 위원회 이후 INPRO 진전 사항과 제2단계(Phase 2)의 목표와 활동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하 다. 회원국별 혁신원자력시스템(INS)의 평가에 대한 진전사항 

발표하 으며, 우리나라는 DUPIC 핵연료주기에 대한 Extended Case Study의 결과를 

통한 핵확산저항성의 평가방법론 개선사항을 발표하 다. 기존의 Case Study에 추가

하여 브라질, 모로코, 중국, 우크라이나, 체코 등이 새로운 INPRO Assessment Study

를 수행하기로 하 다.

이번 IAEA INPRO 회의에서는 한국이 주축이 되어 수행하고 있는 INPRO 핵확산

45) Joint Study (JS) on Assessment using the INPRO Methodology for an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based on a Closed Nuclear Fuel Cycle with Fast 

Reactors (CNF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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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 평가 방법론 개발에 대한 중간 결과를 검토하여 사용자요건(UR)과 지표

(Indicator)들에 따른 평가 방안을 새로이 제시하 고 이 방법론은 러시아에서 작성하

고 있는 INPRO 핵확산저항성 User Manual 작성에 직접 활용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IAEA와의 많은 협력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 다.

INPRO는 2005년에 들어 회원국이 24개국으로 1년전에 비해 2개국이 증가하고 공

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올해부터 정식 회원

국으로 참여하고, 자국의 원자력 Renaissance를 공언하는 등 적극적 참여 의사를 나타

내었다.

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우리나라는 2001년 제2차 운 위원회 이후 전문가(Cost-free Expert)를 한명 파견

하 고, 이후 INPRO 활동에 정규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NPRO의 최

고 의사결정기구인 운 위원회에 2002년의 제3차 운 위원회부터 참석하고 있으며 

INPRO의 수행주체인 국제조정그룹의 핵비확산 분과의 ICG를 역임하고 있고,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 방사성폐기물, 평가방법론 등 많은 기술 분야에서 기술자문을 

하고 있다.

 INPRO는 2007년부터 기술개발에 해당하는 제2단계(Phase 2)에의 착수를 계획하

고 있으며, 필요한 INS의 해석지원, R&D 평가 수행 지원, INPRO 하에서 수행될 구체

적 R&D 선정 등의 R&D 관련 활동과 INS 지속적 개발을 위한 역할의 강화 등 제도/

인프라 관련 활동, INPRO 방법론 평가방법의 구체적 개선에 대한 방법론상의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3가지의 범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INPRO는 평가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회원국들의 INS 개발과 도입배치에 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INPRO를 통하여 회원국들이 수요를 확인하고 의지

를 표명하도록 하기 위한 안내로 평가방법론을 제공하 다. 앞으로 IAEA는 회원국들

의 수요가 사무국의 특별기여금 또는 정규예산에 의한 프로그램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앞서 기술한 GIF와 INPRO 평가방법론의 주요 차이점은 기술 중심의 Gen IV와

는 달리 INPRO는 INS의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INPRO

가 제도/인프라에 관한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INPRO는 회원국들이 현재의 INS 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INS의 필요성에 대

한 확인, 필수적인 R&D 주제의 선정, 제도/인프라의 개발 수요로 나타나게 될 것이

다. 이 점은 기술로 원자력시스템에 접근하는 Gen IV에 비하여 개도국으로의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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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에 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GIF 회원국이 INPRO에 참여하고 있고, INPRO가 IAEA를 중심

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INPRO는 세부기술개발에 치중하기 보다는 미래혁

신형 원자력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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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럽 원자력 주요 선진국의 원자력 정책 현황과 연구

개발 추진체계

원자력계는 21세기 원자력 부흥에 대비하고 기술주도권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미국, 국, 프랑스 등 주요 

원전 개발국가들은 원전의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원전 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성 문제와 원

전 건설과 폐기물 처리 등 경제성 문제에 대한 비판론도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반면,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기후변화 협약의 발효 및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상태 등에 따른 

원자력 대안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 원자력 선진국에서의 원자력 정책이 변화되어 온 

배경과 최근 각국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유럽에서의 원자력 정

책변화의 큰 흐름과 전력산업 민 화에 대한 국에서의 경험과 시사점을 분석하 다. 

또한 유럽 각국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

고 기존 정부의 방침에 대비한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 다.

1. 원자력 정책의 진전과 정책 특성

가. 전력시장의 변화와 대응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그 동안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발전해 온 전력사업자들은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전력생산에 대한 정부지출을 삭감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따라, 전

력사업자들은 한편에서는 정부 지원의 감소를,  다른 한 편에서는 수요자들의 가격 

하락 요구를 직면하게 된다.  

전력시장에 경쟁체제의 도입은 공공 전력사업자의 민 화, 혹은 정부로부터 독

립한 민간사업과 같은 형태로의 변화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 전력사업자가 능률

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예를 들어, Hydro Quebec, Electricite de France, 미

국의 남동지역 전력사업자 등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있어, 민 화의 압력에 대처할 수 있었다.  국,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와 스칸디

나비안 국가들은 성공적으로 민 화를 완수하 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캐나다의 

Alberta와 Ontario에서는 문제를 겪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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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운전비용보다는 초기 건설비용이 월등히 

많이 소요된다.  발전소 건설비용 및 시간, 그 건설 및 운전 허가에 걸리는 행정절

차시간을 고려하면 거의 10년이 소요되므로, 10년 후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는 것

이 쉽지 않은 만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의 위험요소를 수반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시장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고려했

을 때, 따라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원자력 산업계의 노력으로 표준화된 원자로의 경우, 예전보다 훨씬 건설

공기가 짧아지기는 하 으나, 현재로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만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체로 원자력 발전소는 

운전비용이 크지 않아 최대 용량으로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따라

서, 전력 수요의 기저부하를 주로 담당한다.  기존 운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처리 비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단 건설, 운용되면 인플레이션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크게 향을 받지 않으며 

원료인 고 도 우라늄도 상당량 보관할 수 있으므로 외부 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

으로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다. 

가스 발전소는 초기건설비용이 작고 절차도 비교적 복잡하지 않으나 원료인 가

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라 운전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석탄 발

전소는 그 성격이 가스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중간 쯤에 위치하고 있다.  초기 

비용은 가스에 비해 조금 높으나 운전비용에서는 원료인 석탄이 가스보다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둘 모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여 환경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대 자본비용 및 장기의 건설 기간으로 인하여 원자력 에너지가 가스 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 것은 쉽지는 않는다.  석탄발전소와는 어떤 경우에는 경쟁을 

할 수도 있으나 민간투자자 중 원자력 발전소에 투자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없

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핀란드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했으며, 이 발

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 한 민간업자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고 한다.  대부분의 신규 발전소는 가스발전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Renewable, 특

히 풍력 발전은 아주 작은 규모이기 하지만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나. 국가별 원자력정책 특성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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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많은 나라들이 석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다가, 1979년 스리마일아일랜드(TMI) 원전과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에 안전성 향상 비용 추가와 규제 강화, 수용성 저하 등으로 인해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서는 신규 원전의 추가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일본·한국·인

도·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경제 성장에 따른 급격한 전

력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여 왔다.

최근에는 미국· 국·프랑스 등 주요 서방 원전 개발 국가들이 원전의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여, 2003년 12월 핀란드가 5번째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최대 원전 운  국가인 미국은  부시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에너지 정책을 발표

하고 원전 연장 운전 및 설비 개선 등을 통한 운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2012년경 

신규 원전 건설을 목표로 정부와 산업계가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4년 7월 국의 블레어 수상은 기존의 원전 폐쇄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표명한 바 있고, 프랑스는 2012년에 EPR 실증로 원전이 가동될 계획으로 

프랑스와 핀란드 같이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전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 등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등 아시아의 여러 개발 

도상 국가들도 원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후협약에 따른 탄산가스 배출 규제, 화석 연료 공급의 불안정, 대정전 사고 

재발 방지, 그리고 전력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활성화되어

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별 원자력 발전 정책은 기존 원자력의 축소(폐지) 또는 유지 

<표 2-5> 국가별 원자력발전 정책

구     분 주요 국가

원전 유지

(연장운전 포함)

캐나다, 스페인, 스위스, 멕시코, 핀란드, 남아공,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파키스탄, 아르메니아

원전 추가건설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슬로바키아, 러시아, 

대만, 중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인도, 체코,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이란, 불가리아

원전 축소

(단계적 폐쇄)
독일, 국,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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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확대 등의 국가별 원자력 정책방향에 따라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국가별로 그 역사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 경쟁 시장의 존재 형태, 전력사업의 소유권 

문제 등은 원자력 에너지를 다룸에 있어 각국 정책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원자력 에너지정책 프로그램의 존재여부, 경쟁시장의 존재형태 및 전력사업의 소

유권 문제에 따른 정책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국가별 분류하고, 이를 통해 개별 정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 원자력에너지에 우호적인 국가, 중립적이면서 민간기업에 결정 위임, 프로그램 

폐쇄 결정 국가로 구분

- 전력 사업자의 소유 지분 구성을 크게 정부 소유형, 민간 소유형 혹은 혼합형

으로 구분하고, 시장 경쟁 수준(집중도)을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비율로 표시

하고 국가별 시장의 개방정도를 구체적 수치로 구분

<그림 2-9> 전력사업자 소유권과 시장 경쟁 수준에 따른 국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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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완전시장 경쟁국가(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국), 일부 경쟁시장 

국가(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소규모 경쟁시장 국가(벨기에, 프

랑스, 일본, 한국, 스위스, 터키, 슬로바키아 등)

2. 원자력 정책에서의 정부역할과 대응

○ 원자력 에너지 속성상 생산에서 폐기물 처리까지 정부의 규제를 받아 왔으며 
원자력 제 분야에 대한 개입의 변화를 고찰함.

○ 70년대 이후 원자력 원료 생산 및 조달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은 대폭 감소
하 으며, 핵무기 확산방지협약은 우라늄 무역확장에 큰 향을 끼치지 못함. 

유럽에서는 ESA에서 연료공급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그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

하여야 함.

○ 모든 OECD 국가는 원자로 건설을 위한 정부 허가나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법

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자로 기술의 선택, 신규 원자로 연구개발, 폐기물 처리 

등의 지원을 통해 건설과 운 에 개입하고 있음.

○ 발전소 해체 및 폐기물 처리는 정부가 깊게 관여하여 발전소 운 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구적 폐기물 처리장 확보 절차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1990년대 들어 일본과 프랑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원자력 에너지

를 성숙한 기술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한 반면, 독일 및 국 등은 

신기술로 분류한 재생 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기술에 우선순위를 둠.

○ 아울러, 원자력 내에서 안전 및 폐기물 처리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민 화 

이후로 민간회사는 연구개발 투자에 인색함.

○ R&D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바, 점차 정부

의 장기적 기초분야 투자보다는 시장 파급효과가 큰 연구에의 투자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전력시장의 경쟁시장화와 탈규제,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의 대두에 따른 탈 

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이슈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적인 정책수단을 광범위하게 사

용하여야 함.

○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환경보호 관점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목표를 만족하면서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가능에너지에 대한 재평가를 불러 오고 있고, 에너지 안

정적 공급과 다양화 요구는 그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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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대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적정 에너지 가격과 환경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네 가지 기술적 대안으로 에너지 효율 증가 및 보존, 재생가능에너지, 원

자력 에너지 및 탄소처리기술을 제시하고 있음.

○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국가별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르나, 안전, 성능, 경제성 

측면에서 향상된 차세대 원자로 개발은 최우선 R&D 목표가 되고, 공정하고 투

명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확립함과 아울러, 정책목표달성에 국내․외 합의를 반드
시 고려하여야 함.

3. 국의 전력산업 민 화와 원자력 에너지

○ 1947년에 국유화된 국의 원자력 에너지는 독자적 원자폭탄 개발 프로그램으

로부터 시작하여 경제성인 고려보다는 정치적, 제도적 이유가 더 중요한 향

을 끼쳤고,  원자력에너지 기구(AEA)를 통해 강력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

는 등 특별한 자율권을 보유하 음.

○ 60년대 초반,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제2세대 원자로 프로그램, 고도 가스냉

각형 원자로(AGR) 건설 추진을 이끌어냈으나, 기술적 문제로 답보상태에 이르

고, 70년대 중반 두개 이상의 원자로 모델 적용보다 단일 원자로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됨.

○ 80년대 보수당 정부는 원자력에너지를 제외한 자유화 및 민 화 정책의 지속적

인 추진으로 전력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 고, 미국의 PWR을 근간으로 

제3세대 발전소 건설계획을 마련함. 

○ 대처 수상내각은 3기 집권시 전력산업 민 화 공약을 내세우고 전력시장에 경

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민 화는 공공 이익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고 시장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부족현상을 우

려하고 기존 구조 유지상태에서 발전과 송전의 미분리 방침을 주장함.

○ 1988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은 발전분야를 두 회사로 나누고 손전은 12개 지역 
판매회사로 이전하는 등 전력시장에서의 힘의 균형이 생산자에서 판매자에게로 

전환됨.

○ 민 화 이후 원자력 산업계는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 으

나, 예상외로 높은 폐기물 처리비용과 해체비용의 노출로 원자로의 미래에 대

한 비판론들이 대두되고, 모든 민수용 원자로를 민 화에서 제외하고 공공 소

유권 하에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PWR 프로그램의 취소를 초래하 음.

○ 민 화 이후 원자력계는 비용절감 및 경 성과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해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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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문제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경험 축적으로 실질적 해체비용 산정을 가능

케 함.

○ 1995년 원자력 에너지 검토보고서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둘러 싼 무한
책임 문제는 민간 투자의 한계를 보여 새로운 PWR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함.  

○ 노동당 정부 집권 후에도 신규 원자로 건설의 고비용으로 정책의 변화는 없었
으나 교토 프로토콜 등으로 신규 건설과 인센티브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 2003년 2050년까지의 에너지전략을 명확히 한 에너지 백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신설 필요 시 재검토한다는 내용

을 언급함.

○ 지난해 제 3기 토니 블레어 정부 들어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근거로 신규 원자로 건설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에너지 Review를 통

해 원자력 에너지가 지구 온난화 문제에 필수 불가결한 수단임을 재차 강조함.

4. 각국의 정책 동향

○ 프랑스는 세계 4대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원전위주 에너지정책으로 여타국가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로서, 지난해 프랑스 의회는 신형원전 

건설을 위한 에너지법안을 의결하여 EPR 건설 지원을 승인함.

○ 지난해 국 상원은 기후변화의 경제학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과도한 효

과 주장과 부정확한 가격산정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정책과 

적용기술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재 국 전력생

산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지속을 주장함.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에너지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적은 생산규모로 

대용량의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켜  원자력발전 장기계

약, 대규모 판매를 통한 단기간 자본비용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광범위하게 주장되고 있으며, 블레어 총리는 2006년 중순경 국 에너지백

서의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발표할 예정에 있음. 

○ 핀란드 의회는 국민들의 지지아래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해 다섯 번째 원자
력 발전소 건설안을 비준하여 2009년 운전 개시를 목포로 하고 있는 등 안정적

이고 경제적인 전력 생산수단으로서 원자력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함. 

○ 스웨덴은 국민투표를 통해 운전중 원전의 단계적 폐지 정책을 추진중이나 운전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 고, 야당은 원전 페지 정책 중단 및 원자력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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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의 건설을 위해 기존 에너지 법안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여론조

사결과 국민의 80%가 원자력을 지지하고 있음.

○ 지난해 새로이 수립된 독일 연정은 원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연기 논의를 착
수하여 2006년 2월 이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음. 

○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및 스페인의 경우에도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수립 중

에 있거나 원전의 단계적 폐지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5. 결론 및 시사점 

전 지구적 에너지 소비는 지난 1세기 동안 13배 증가했고, 2050년에는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오늘날 원자력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7%, 전력의 16%,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은 매우 적은 온실 가스를 발생하면서 싼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한다. 그러므로 원자력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의 하나로 고려되어야만 하고,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

한 에너지원 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모든 조건-에너지 수요의 증가, 화석 연

료의 부족, 공중의 자각에 의해 강요되는 온실 가스 감축의 필요성-들이 원자력 시장

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산업은 지금 성숙했고 새로운 시도가 진행중으로 3세대가 현존하고 4세대가 

등장하려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역할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 다.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각 국가별로 그 나라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여

러 다른 경과와 모습들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의 시장경쟁체제로의 변

화, 즉 민 화가 가격하락 및 운 성과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각 

에너지원별 성과와 가격의 추이를 일정기간 추적 조사해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력산업의 민 화 측면에서 에너지 시장에의 경쟁체제 도입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 있고, 발전기술은 시장에 의해서 보다는 기술에 의해 움직여야 

된다는 주장도 음미해볼만 하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폐기물 처리 등 안전성 문제 등으로 각국에서 운전중인 원

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유럽 국가들에 있어 최근의 환경보호 이슈와 안정적 에

너지원 확보라는 전략으로 기본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모든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의 경우 현재까지의 민 화 사례와 제3기 노동당 정부에서 국이 에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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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족국가에서 수입국으로 변화되고, 북해유전과 가스매장량의 한계뿐만 아니라 늘어

난 가스발전소의 절대적인 러시아 의존도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향후 맞게 될 원자력 정책의 커다란 정책방향은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특히, 지난해 말 세계원자력협회의 원자력의 새로운 경제학이라는 보고서에서 확

인하듯이 건설단가 저감, 신규원전건설 금융비용 감소 및 지속적인 운 비용 감소 등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경제적이

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새로운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위해 원자력의 성과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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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자력기술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발전원별 환경 향의 외부비용 평가

전력생산 기술은 우리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에너지 생산이라는 막대한 유용성에 

더하여 대기, 수질, 토양 그리고 지구의 기후변화 등 부정적 환경 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환경 향에 있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외부비

용으로 평가하 다.  이 평가를 위해서 IAEA가 개발한 SimPacts 모형을 이용하 다.  

외부비용은 국내 발전량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상으

로 하 고, 이들의 평가를 위해 SimPacts의 하위 모듈인 NucPacts와 AirPacts를 적용

하 다. 단위 발전량을 기준으로 평가한 외부비용 평가 결과 원자력의 경우는 Co-60과 

58 동위원소가 큰 향을 미쳤고, 향경로는 90% 이상이 토양이나 야채에 침적되어 

나타났다.  석탄화력의 경우는 2차오염원인 질산염과 황산염의 향이 크고 PM10은 

이 보다 적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 평가개요

가. 연구배경 및 목적

발전기술은 전력생산을 통해 우리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순기능뿐만 아

니라 발전소의 건설, 운전과 송․배전, 그리고 수명기간 후 해체라는 수명주기(life cycle)

를 거치면서 지역의 환경피해와 범지구적 환경 향 물질의 배출과 같은 역기능을 갖

기도 한다.  최근 환경중시 문화의 보급에 따라 발전회사들도 자사의 환경 향 크기를 

과학적으로 계량화하여 보다 유효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사업주비용(private cost)과 별도로 이른 바 외부비

용(external cost)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아직까지 고거의 모든 사업기획 시 외부비용

의 감안 없이 사업주비용만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환경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해진 오늘날 외부비용의 산입 없이 기업이 계속 운 된다면 이 조

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대한 장애로 대두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전력기술의 환경 향 평가를 위해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1991년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시작된 ExternE 프로젝트

를 들 수 있다.  1997년 Ⅲ단계 연구를 완성한 바 있는 이 프로젝트는 거의 모든 EU
국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발전기술에 대해 외부비용을 분석한 포괄적인 연구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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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모형은 EU 이외의 중․후진국들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오염에의 노
출에 따른 반응관계가 다르기도 하며, 이 보다도 입력해야하는 자료가 너무 상세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서는 회원국들의 전력생산에 따르는 

외부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ExternE(External costs of Energy)를 기반으로 한 단순한 

모형으로 SimPacts를 개발하 다.

이번 평가의 목적은 IAEA의 SimPacts를 이용해 국내에 가동되고 있는 특정 발전

소를 대상으로 환경에 미치는 보건외부비용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SimPacts모형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외부비용 평가의 중요성 소개,

-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보건위해 요인 및 외부비용 평가,

- 유연탄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보건위해 요인 및 외부비용 평가,

- 두 발전기술들의 보건위해 외부비용 비교

나. 발전기술의 환경 이슈

발전산업은 2003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의 약 22%를 사용하고 있으며(그림 3-1 참

조), 이에 따라 연료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비중은 국내 총배출량의 30%이상을 배

출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국내 전력공급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

의 연료 연소에 기인한다.  또한 SO2 배출도 환경부의 연감46)에 수록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2002년도 에너지산업 연소부문은 저유황중유의 사용과 청정

연료인 LNG 사용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유연탄의 사용증가에 따라 179,703톤을 배출

해 국내배출의 35.7%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기술의 환경 향이 국가별로 중요하게 여겨짐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기

술 개발과 적용에 노력할 뿐 아니라, 국에서는 LNG 발전소에 응용하고, 스웨덴의 

Vattenfall사는 독일에 화석연료 발전소의 건설을 표방하는 것과 같이 일부 국가들에서

는 환경 향이 전혀 없는 소위 ‘Zero emission power plant'를 발전기술의 개발을 새 

목표로 설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46) 환경부(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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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에너지원별 비율 추이 

2.  SimPacts 모형 개념

가. 외부비용 평가

전력생산에 따른 환경위해의 외부비용 추정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

에 따라 각기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발전소와 입지지역의 인문, 사회, 환경적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 보다는 무엇을 외부비용의 대표치로 삼았는가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외부비용 추정을 위해 배출물 감축에 투입된 한계비용인 환경저감비용

(abatement costs)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환경에 관련된 자발적 사업주 

비용이지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간과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지역

이나 국가 수준의 통합된 수준에서 일괄 추정하는 "top-down"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

으나, 이 방법은 거시적 평균치의 추정치로는 의미가 있지만 부지 특성자료의 반 이 

어렵고 보건 향의 부가 혹은 한계치의 추정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EC에서는 역내 국가들이 모여 전력생산에 따른 환

경과 보건 향을 상세 분석하기 위해 ExternE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기에 향경

로분석법(Impact Pathway Assessment, IPA)을 활용47)하 다.  IPA는 일종의 

‘bottom-up" 방식으로 환경물질의 배출이 향을 미치는 경로를 하나씩 추적한다.  따

47) EC(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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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 방식은 대기 중 오염원의 거동변화나 피해자의 분포 등과 같은 부지특성 여

건의 반 이 가능하다.

나.  SimPacts 모형 개요

(1)  IPA

IPA 방법은 특정 입지환경에서 전력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비용을 계량적으로 추

정하고 향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우선 경로의 선정기준은 오염원 배출

에서부터 인체, 곡물, 건축물 등 다양한 흡수자에 이르기 까지 피해를 유발하는 잠재

적 크기이다.  평가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배출 - 분석하고자 하는 발전소와 대기배출물 특징 조사 
② 침적 - 오염원들의 침적과 화학적 전이과정 그리고 이들 배출물들이 지역의 대

기 농축 행태 모형화(2차 오염형태 포함)

③ 향 - 오염원의 대기 농축 추가에 따라 야기되는 보건과 환경 향 계량화.  여

기에 오염원 단위증가에 따fms 흡수자 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흡

수-반응함수 (Dose-Response Function, DRF)를 이용하며, 이를 통해 지

역수준의 향을 계량화

④ 비용화 - 이들 보건과 환경 향을 화폐단위로 전환

 

(2)  SimPacts 모형의 구성

SimPacts 모형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 배출 향을 평가하는 NukPacts, 화

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 배출을 평가하는 AirPacts, 그리고 수력의 건설․운 에 따른 환

경 향을 평가 하는 HydroPacts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2 참조).

이 평가에서는 국내 전력생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

전소에 대해 이들 발전원의 환경 향을 살펴보고, 2% 정도에 그치고 있는 수력의 환

경 향을 평가하는 HydroPacts의 적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두 모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NukPacts는 EC의 ExternE 프로젝트의 방법론과 변수들을 기본으로 하여 정상운전

시의 환경 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듈이다. NukPacts에서는 대기 내 확산 모델로 

Gaussian Plume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계산한다. NukPacts에서 보

건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호흡이나 음식물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과 방사성 구름이

나 지표면 침적에 의한 외부피폭을 피폭경로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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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SimPacts 모형의 구성 요소

AirPacts는 석탄, 석유, LNG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소에서 대기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인체, 농작물, 건축물 등이 입는 피해를 비용화 한다.  이들 

오염물질로 인한 보건 향 평가는 단순화 향경로 분석법(Simplified Impact Pathway 

Analysis)을 이용하는데 여기에는 해양, 하천, 토양, 그리고 농축산물의 경로가 고려된

다.

3.  SimPacts를 이용한 전력생산의 보건위해 외부비용 평가

가.  오염원 반  범위

SimPacts모형을 이용해 국내 가동중인 발전소의 운전에 따른 보건 향 외부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원과 그 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모형에서 취

급하는 대기배출물은 1차오염원으로 PM10, SO2, 그리고 NOx과, 2차 오염을 유발하는 

질산염과 황산염 에어로솔 그리고 오존을 포함한다.  이들 오염원은 발전소 주변과 지

역은 물론이고 지구적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존의 경우 보

건 향 이외에도 기후변화 향도 있으나 이는 이번 평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한다.  또한 중금속, NMVOC, CO 등의 원소도 보건 향을 끼치지만 배출자료의 

부족과 비용화에 필요한 DRF이 없어 비용화가 불가능하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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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발전소의 선정

(1)  발전소 입지지역 데이터

이 평가의 평가에 대상으로 한 발전소는 울진지역을 기준으로 이곳에 원전과 화력

발전소가 입지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동일한 부지의 가정은 상이한 입지를 가정할 

때 인문‧자연적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평가의 차이를 방지하고, 평가결과가 발전원

별 절대평가에 더해 발전원간 상대평가로도 의미를 갖도록 하 다.  

이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국내 데이터의 부족으로 완전한 실측 DB의 구축은 어

려웠으나, 울진지역의 입지자료와 발전소의 운전자료는 국내 가동중인 발전소의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하여 가급적 국내 실정을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1, 2, 3 참조)

<표 3-1>  후보부지에 대한 인구 및 대기 조건1)

입력변수 단  위 특성값

인구 도 person/㎢ 24.9

평균 풍속 m/sec 1.6

대기 
안정도 (%)

A very unstable 22

B moderately unstable 4

C slighty unstable 4

D neutral 29

E stable 20

F very stable 21

(2)  발전소 특성 데이터

원자력발전소의 환경 향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대기 배출에 향을 받기 때문에, 

배출되는 동위원소의 종류와 양에 향을 받는다.  이 모델에서는 주요 7개 방사성 동

위원소의 방출 양 자료는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선조사보고서48)에 수록된 방사성 

물질의 방출 양과 부지 특성자료를 이용하 다.(표 3-4 참조)

48) 원자력안전기술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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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의 대기 환경 향은 발전소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원들의 물질종

류, 양 그리고 설비특성에 따라 향을 받는다.  화력발전소 고유의 설비특성자료는 

배연탈황설비나 연료전처리와 같은 환경관리가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최신의 화

력발전소를 기준49)으로 하 다.(표 3-5 참조)

<표 3-2>  연간 소비량과 섭식 비율1)

식품구분
연평균 소비량 
(㎏/person․yr) Edible Fraction (%)

소고기 8.5 90

돼지고기 17.0 90

닭고기 8.0 80

쌀 144.0 100

채소류 148.1 95

뿌리식물 46.7 95

우  유 63.9 100

기타 유제품 13.7 100

<표 3-3>  인간보건에 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변수 단위 변수값

성인 평균 호흡율 ㎥/yr 8,390.0

침적 속도 m/sec 0.001

건강 향 
단위비용

 암 사망

$

4.92E+05

암 상해 3.67E+05

유전적 향 1.10E+06

49) 한국서부발전(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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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원전배출 방사선 배출 자료 (Bq/sec)

방사성동위원소 정상운전

H-3 1.41E+05

Co-58 3.71E+00

Co-60 7.45E-01

Kr-85 5.23E+04

I-131 5.45E+00

I-133 2.46E-05

Xe-133 7.26E+01

<표 3-5>  석탄화력 발전소의 기술 특성 자료 

지리정보 위치정보(degree)
위도/경도 37.1/230.8

지역특징 농촌

굴뚝정보

높이(m) 158.0

지름(m) 6.9

유동속도(m/sec) 14.8

가스온도(
o
K) 360.5

오염원 생성량

종  류 배출량(ton/연) 감쇄량 (㎝/초)

분진(PM10) 112 0.57

NOx 2820 1.47

SO2 - 0.73

CO - -

Nitrate Aerosol - 0.71

Sulfate Aerosol - 1.73

(3)  오염노출과 피해간 관계식

환경오염에 노출된 후 인체가 반응을 보이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Exposure Response Function, ERF)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와 이에 따른 손실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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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EC에서 수행한 ExternE에서는 몇 가지 유형으

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그림 3-3 참조)  SimPacts는 ERF가 선형적으로 나타나

는 경우로 가정하고 있다.

SimPacts에서는 화력발전소의 배출 오염원별 보건위해 유형이 정해져 있고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비례식과 위해 사례 당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은 평가치를 적용하

다.(Table 3-6 참조)

<그림 3-3>  다양한 ERF 패턴

<표 3-6>  보건 향의 단위비용

Health Endpoint Pollutants Cost ($/case)

Chronic mortality PM10, Nitrates, Sulfates 1.87E+5

Infant mortality PM10, Nitrates, Sulfates 1.87E+5

Acute mortality SO2 1.49E+5

Bronchitis PM10, Nitrates, Sulfates 1.26E+5

Restricted activity 
days

PM10, Nitrates, Sulfates 90

다.  대상발전소의 외부비용 평가 결과

(1)  원자력의 보건 향 외부비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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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acts의 NucPacts 모듈을 이용해 원자력의 7가지 방사성동위원소 배출로 인한 

보건 향 외부비용을 평가한 결과, 원전의 가동에 수반하는 총외부비용은 

1.16E-04mills/kWh으로 평가되었다.  이들을 동위원소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원전의 동위원소별 외부비용 추정치 (mills/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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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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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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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E-11

1.00E-10

1.00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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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E-07

Co-60 Co-58 I-131 I-133 Xe-133 H-3 Kr-85

Fatal Cancer

Non-Fatal Cancer

Severe Hereditary Effects

Total

또한 보건 향을 피해경로별로 보면 토양이나 야채에 침적되는 경로가 90% 이상

으로 가장 크고, 이어 흡입, 섭취경로이고 마지막으로 방사능의 외부피폭이 가장 작은 

0.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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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위해 경로별 보건 향 비중 

흡입

5.5%

섭취

2.3%

외부피폭
0.1%

침적
92.1%

(2)  화력의 보건 향 외부비용 평가

화력발전소의 다양한 오염원에서 기인되는 보건위해 비용 추정결과에 대부분 2차 

오염을 야기하는 질산염과 황산염의 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1차 향물

질에서는 PM10의 보건 향이 가장 크고, 이에 비해 급성치사를 야기하는 SO2의 향

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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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석탄화력의 오염원별 외부비용 추정치 (mills/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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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전원간 보건 향 평가 결과 비교

각기 평가된 후보 발전소들의 보건 향 외부비용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전력생산

량 기준으로 석탄화력 발전이 원자력발전에 비해 150배 이상 많은 보건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 참조)  

또한 이 평가결과를 ExtrenE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외국의 평가사례들과 비교하면, 

평가치의 절대값에 차이는 있지만 비율에서는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Fig. 8 

참조)  이 같이 절대값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

다.  하나는 이번 평가에서는 입지주변의 보건 향만 평가하 고 지역이나 지구차원의 

향은 생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울진지역의 인구 도가 낮고 산업발전이 낙후되어 

있어 비교국들에 비해 인문․사회적 피해 향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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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발전원별 외부비용 평가결과 비교 (mills/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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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EU의 평가결과와 비교 (mills/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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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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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에서 개발한 SimPacts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 배출되는 방사성과 대기오염 물질이 인체보건에 미치는 향을 외부비용으로 

평가하고 비교하 다. 

원전의 가동으로 방출되는 7개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원소의 인체보건에 미치는 

향은 Co-60과 Cs동위원소의 향이 가장 크고 피폭경로별 향으로는 토양이나 경작

물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의 외부피폭으로 인한 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호흡으로 

인한 외부피폭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1차오염원보다는 

2차오염 물질인 질산염이나 황산염에 의한 외부비용이 크게 나타나며 1차오염원 중에

서는 미세먼지에 의한 외부비용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연탄 화력발전과 원자력발

전으로 인한 인체보건에 미치는 향을 인체보건에 미치는 외부비용으로 비교하면 유

연탄 화력발전이 원자력발전에 비해 약 150배 정도 크게 나타난다. 이는 외국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경우, 발전소 입지 선정시 환

경 향 평가나 연돌의 높이, 환경저감설비 설치의 우선순위 결정 등과 같이 기술적 의

사결정 지원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지원 사업비 배분기준으로 사용

하는 등 국내전력산업의 정책 활동의 기초자료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 평가는 IAEA가 개발한 SimPacts 모형을 국내 전력산업에 활용가능한지를 검토

하 다.  그 이유는 오염원별 ERF나 보건 향 단위비용 등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입

력자료의 조달이 불가능했던 데 기인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 오염원의 확대반

과 입력자료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모형의 입력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경우, 발전소 입지 선정시 환

경 향 평가나 연돌의 높이, 환경저감설비와 같은 환경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결정과 

같은 기술적 의사결정의 지원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발전소 입지지역

에 대한 외부비용 평가결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등 국내전력산업의 정책 활동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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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원자력 기술의 발전방향

신기술의 등장과 이에 따른 기술진보의 가속화,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세계화의 

진전,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추구 등 최근 

과학기술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고 있으며,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신기술 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의 경쟁력 

구도가 핵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과학적 발견과 산업적 응용의 시

차가 급속히 단축됨에 따라 과학의 산업화가 촉진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지식의 창출과 함께 창출된 지식을 경제사회 활동 전반

에 확산, 활용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향상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공급되며 대

부분의 고용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과 관련된 정보화 시대로의 이행을 촉

진시키고 있으며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구현, 효율적/안정적/환경 친화적 

에너지 수급 및 산업화, 자연생태의 보존 및 이용,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한 양질의 수

자원 확보, 환경 친화적 재순환 사회 구현 등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에 대한 가

치 추구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의 목적은 기술혁신의 격동기에 있는 원자력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과학기술 

환경의 분석과 환경변화에 따른 원자력기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원자력 기술

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1. 과학기술 환경 분석

가.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진보의 가속화

21세기 경제 및 사회 변혁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나노

기술 등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그 파급효과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 신기술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산업의 경쟁력 구도가 핵심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재편되는 한편 과학의 산업화가 촉진되고 있다.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산업도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S/W 산업, 전자상거래, 광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와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한 환경관련 상품과 서비스 산

업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인간 유전자 지도의 완성과 주요 동식물 유전자지도의 규명

에 따라 보건, 농수산 등의 분야에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역이 확대되면서 의학, 

농학, 식품, 유전자원 산업 등 바이오산업이 주요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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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구조의 초미세 역에 도전하는 나노기술의 발전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형태를 근

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50) 

기술 학제간 상호작용과 융합/복합화 현상에 의한 시너지 효과의 증대 또한 나타

나고 있는데, 생체정보처리, 메카트로닉스, 생체 친화성 재료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융

합기술 및 복합기술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 산업의 창조적 파괴와 결합된 기술진보 속

도의 가속화는 기존의 안정적인 산업의 경쟁력과 구조의 변화에 큰 향을 끼치고 있

으며 기존 산업의 역량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이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급진적 변화의 파괴적 결과를 피

하기 위해 기존 기술은 다양한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신기술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려 하거나, 별도의 사업부를 구성하여 역량 파괴적 

기술혁신을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51)

나.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지금 세계 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경

제로 이행하고 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역의 개척과 동시

에 외부로부터의 활발한 지식획득과 함께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여러 형태의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유, 확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창출된 정보와 

지식이 생산요소 및 하나의 상품이 되어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유통, 활용되고 있으

며, 정보통신기술 등에 기반한 신산업의 등장, 산업구조의 디지털화, 지식집약화가 진

행되고 있다. 경제 주체의 투자 형태가 종래의 유형설비투자 중심에서 교육, R&D, 

S/W 등 지식관련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노동/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에 의한 경쟁력

보다는 기술력, 브랜드, 신제품 개발 등 무형자산의 경쟁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쟁의 핵심요소가 아키텍처, 도미넌트 디자인, 기준표준, 소프트웨어, 시스템, 부품 등

으로 전환되고 있다.52)

이처럼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화 및 경제의 지식 기반화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

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

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식을 창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

수적이며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경제 주

50)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3.12 안두현 외)에서 인용

51) 기술변화와 혁신전략(1994, Utterback)에서 인용

52)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3.12 이정원 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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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모든 생산 자원과 경제 주체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 창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상호 협조적인 네

트워크 구축과 공식 또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지

식의 광범위한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적으

로 절대 우위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만 세계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을 확

보해 나갈 수 있다.53)

다. 세계화의 진전

정보통신기술과 교통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국가의 경제활동 역을 세계로 확대

시켰으며, WTO의 등장은 전 방위적 산업부문에서의 시장개방을 가져왔고 경제활동의 

세계화를 부추기는 일익을 담당하 다. 상품 및 서비스 등 국제적인 교역 자유화가 진

전되는 한편 초국적/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간 자본 및 인력의 교류 

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국경 개념이 퇴색되는 로벌 경제/사회가 구현되고 있

다. 세계 경제는 지역, 국가 기업의 모든 경제활동이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상호 의

존하면서 긴 하게 작용하는 한편으로 각국의 경제활동이 반드시 국제 사회에서 통용

되는 규칙과 제도에 따라 진행되고 접촉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기술개발의 로벌화는 R&D 집약산업에서 국제무역 증대, 

로벌 기업의 사업 네트워크 내에서의 기술교류 증대, 국제과학기술협력의 급부상 등

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전체 국가의 GDP에 대한 집약산업의 

국제무역규모가 1990년 3.5%에서 2000년에는 6.5%로 증가하 으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특허 소유와 외국에서 국내인의 특허 소유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미국기업의 

국내 R&D 지출 증가보다 외국기업의 미국 내 R&D 지출증가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4) 

기술개발의 로벌화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국제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노동/자본

과 같은 생산요소에 의한 경쟁력보다는 기술력, 브랜드, 신제품 개발 등 무형자산의 

경쟁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핵심원천기술의 확보와 산업

화경쟁에서 승리하는 국가/기업이 세계 경제를 선점하고 있다. 즉, 국제표준의 선도 

여부에 따라 세계 시장의 성패가 결정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도입과 모방에 의한 추격 전략이 아닌 선진국 기업과 동일한 시

기에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53) 지식기반 경제의 이론과 실제(2000, 이선 외)에서 인용

54)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3.12 이정원 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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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정보화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전달/공급되며 대부

분의 고용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과 관련된 정보산업에 집중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속도는 국가/기업/개인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이룬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다. 정보통

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을 결합한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 고, 정보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왔다. 정

보화 사회로의 진전은 과학기술 협동연구의 가속화, 거버넌스의 속성 변화, 새로운 조

직형태의 창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경제, 정치, 행정, 제도, 문화 등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역에 걸쳐 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과학기술정보와 산업정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통합 DB 구축이 필요하며 암묵적 정보를 명시적 정보 체계로 전환하는 체계형성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분산된 정보 수집 및 정보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며, 국제 

정보 수집을 위한 수집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서로간의 연계를 강화

하여 체계적인 정보축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55)

55)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부문별 과제(1999, 이언오)에서 인용

<표 3-7> 정보화 기술로 인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이전 정보화 기술 이후

에너지 집약적 정보 집약적

표준화 고객화

안정지향적 제품혼합 제품혼합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

전용화 공장 및 설비 유연한 생산시스템

자동화 시스템화

단일 기업 네트워크에 의한 가상기업

계층적 관리구조 수평적 관리구조

부서별 분담화 통합화

서비스로서의 제품 제품으로서의 서비스

중앙 집중형 분산적 지능형

전문화된 기술위주 다중 기술위주

훈련의 최소화 지속적인 훈련 및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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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학기술부(2005)에서 재인용

마.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는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 경제적/사회적/환

경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의 중요성은 21

세기에 지구 온난화, 에너지 고갈 등 국제적인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심화되며 동시

에 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쾌적

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 구현, 효율적/안정적/환경 친화적 에너지 수급 및 산업

화, 지속 가능한 자연생태의 보존 및 이용,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한 양질의 수자원 확

보, 환경 친화적 재순환 사회 구현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확대되고 고도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부하가 지역 차원을 벗어나 지구 

전체로 확산된 결과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증가 등의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와 산성비 문제는 주로 경제활동의 양적확대 및 질적 고도화

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플라스틱과 프레온과 같은 신소재의 사용은 오존층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 일부 선진국만이 향유하던 산업화가 개발도상국으로 전파되면

서 개발도상국도 산업화와 개발의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파괴라는 개발의 부작용을 경

험하고 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인구 폭발과 빈곤의 악순환이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56)

국제에너지 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는 IEA 가입 국가들의 단

위 GDP당 에너지 생산량이 1973년에 비해 33% 부족하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는 

2001년에서 2025년 사이에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

지 에너지 수요충족을 위한 새로운 투자로 약 16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 다. 

또한 향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과 가치, 기술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은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석유가 여전히 40% 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

라 전망하 다. 현재 세계의 화석연료 지속가능연수는 석유가 42년, 천연가스가 68년, 

석탄이 177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56) 과학기술부(2005.5)에서 인용

경쟁적 산업관계형성 장기적으로 대화와 참여적 산업관계로 발전

정부 통제 및 기획 정부 역할의 축소

완전 고용 유동적 사회

전일제 고용 강조 유연한 근로 시간 및 은퇴후 직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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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의 미래 수자원 관련 전망에 의하면 물 수요의 증가, 인구증가, 도시화의 

진전은 현재의 시스템이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향후 수자원은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될 것이며, 물 부족에 의해 고통을 받거

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AO는 2030년에 인류의 인구규모가 현

재보다 20억명 늘어날 것이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농업용수는 현재보다 60%가 더 필

요하다 분석하 고, IAEA는 2002년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약 11억명이 안전한 식수원

에 접근하지 못하고 25억명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여 있으며, 500만명 이상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현 추세라면 2025년에는 약 27억명이 담수부족에 직면할 

것이라 예측하 다. 또한, UN은 2003년 세계수자원개발 보고서에서 지구의 1인당 담

수공급량은 앞으로 20년 안에 1/3으로 줄어들어 2050년까지 적게는 48개국 20억명이, 

많게는 60개국 70억명이 물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 으며, 2050년까지 인구는 93억

명으로 늘고, 오염된 담수원 면적은 현재 관개용 수자원면적의 9배에 달할 것으로 보

았다. 이러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매일 34만개 이상의 상수도 시

설과 46만개 이상의 하수도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2020 ~ 2025년 사이에 관련 시설 

확보에 180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WPFWI(World Panel on Financing Water 

Infrastructure)는 분석하 다.57)

<그림 3-9>  담수 갈등지역 현황

57) 수자원공사(200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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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추구

경제발전,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진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 대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사회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소

득 수준 및 교육 수준의 증대에 따라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 즐거움 및 레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 및 의료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인간 본

연의 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

인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식기반경제의 대두, 정보화 

시대의 진전에 따라 경쟁력을 제고 하고 생산되는 제품 및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

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및 국가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탐구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보다 편리한 삶의 실현을 위해 교통, 통신 등 사회하부구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58)

58)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3.12 이정원 외)에서 인용

<그림 3-10>  식수에 대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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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기술에 대한 예측

신기술의 등장과 이에 따른 기술진보의 가속화,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세계화의 

진전,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추구 등 과학기

술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래기술에 대한 예측이 다양한 규모와 

방식으로 여러 전문가에 의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스탠포드연구소(SRI)는 정보기술, 컴퓨터 장비, 텔레커뮤니케이션, 환경서

비스와 설비, 전자, 첨단소재, 정보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품, 의학 장비, 생

명공학, 화학, 건강관리, 교육서비스 및 자재, 여행 및 관광, 오락/미디어 등을 미래유

망산업으로 예측하 고, 일본의 미쓰비시연구소가 예측한 21세기 유망산업을 보면 정

보통신기기, 바이오 및 의약, 정보통신서비스, 신소재관련 제품, 환경산업 등이다. 우

리나라의 삼성경제연구소는 초고집적 메모리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정보서비스, 통

신기기, 소프트웨어, 신소재, 연료전지, 바이오식품, 의약품, 휴먼인터페이스 등을 21

세기 주요 유망산업으로 예측하 다.59)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기술예측을 통해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

분야인 정보기술, 생명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생명/의료 기술, 환경오염문제에 대응하

고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기술, 에너지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

지기술, 모든 기술 분야의 기반이 되고 새로운 기술 역을 창출하는 소재기술 등을 핵

심유망기술로 설정하고 있다.

59)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 추진보고서(2003.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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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주요 국가의 미래 기술에 대한 예측

국가 

(예측목표연도)
선정된 주요 기술

미국 (2030)
에너지, 환경, 농업/식량, 정보통신, 소재, 로봇, 의료, 우

주, 교통

일본 (2030)

정보통신, 전자공학,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수산 식품, 

우주, 자원/에너지, 환경, 제조, 유통, 경 /관리, 도시/건

축/토목, 교통, 서비스, 해양/지구

국 (2020)
환경/교통, 화학, 국방/항공, 에너지/자원, 금융/서비스, 

농업, 보건의료, 소재, 서비스

독일(2025)
정보통신, 서비스, 경 /생산, 화학/소재, 보건생명, 농업

/식량, 환경/자연, 에너지/자원, 건축, 우주, 항공

스웨덴(2020)
보건의료, 생물학적 자원, 기반구주, 생산시스템, 정보통

신, 소재, 서비스, 교육

3. 원자력기술의 발전 방향 모색

가. 신기술 융합 원자력 첨단기술의 개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에너

지 생산 위주의 개발 방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역의 신기술 등 비 원자력 기술과

의 융합을 통해 국가 미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신기술 및 미래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자력 기술과 

비 원자력 기술의 융합이나 응용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성화된 단계이다. 실례로 대표

적인 핵파쇄중성자원 개발사업인 미국의 SNS(Spallation Neutron Source)는 Nano-Fab.

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일본 원자력연구소 산하에도 생명공학, 재료 기술 등과 관

련된 연구센터들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며, 프랑스의 CEA의 경우, 그 산하에 나노기술 

및 바이오 기술 등에의 원자력의 응용 및 융합을 위한 연구센터를 두고 있다.60)

신기술과의 융합화를 통한 첨단기술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러한 기술의 대부분은 기존의 원자력기술에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적용 또는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미래 세계시장이나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60) NuTRM(2005. 6 과학기술부 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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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할 수 있는 분야이다. 다음으로 이 분야는 원자력과 비 원자력 분야의 경계를 접목

시키는 기술 분야이므로 원자력분야 기술 개발 추이뿐만 아니라, 비 원자력 분야 기술 

개발 추이나 변화에도 민감하게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호 기술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융합기술 창출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

한 진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기술 협력을 통해 그 동안 한정되어 있던 연구비 

조달의 원천을 다양화시킬 수 있으며, 원자력 기술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대국민 수용성 증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첨단 융합 기술은 기술진보 가속화에 따른 기술 수명 주기의 단축에 적절

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다. 21세기에 들어 산업 분야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

어 기술 수명은 이전에 비해 크게 단축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기술은 긴 수명 주기

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 창출도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다.

원자력과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신기술 창출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기술은 물리, 기계, 전자, 화공, 재료 등의 여러 분야 기술의 종합체적인 

기술로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NT, BT, IT, ST, ET, 의료, 해양 등의 여러 기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공통기술 및 기반 원천기술 제공의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이러

한 점은 원자력 기술과 신기술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 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데, 

원자력 기술은 신기술 개발에 관련된 대형시설(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가속기 등)을 보

유하 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에 있어 새로운 도구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신기술은 원자력기술에 전문적인 기술과 이와 관련된 축적된 노

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자산의 존재는 두 기술 간의 협력을 증

진시킬 뿐만 아니라 두 기술이 융합된 기술 및 사업의 탄생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나. 원자력기술 혁신체제의 구축

원자력기술과 같은 대규모적이며 지식 집약적인 복합 과학기술 시스템의 경우에 

기술모방 단계에서 혁신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활동보다 연구개발성과를 주

축으로 한 국가 차원의 원자력 혁신체제로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 

기술과 같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지식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연구개발 및 관련 주체들이 적절한 지식의 흡수, 창출 및 확산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과학기술지식 요소들과 조직/제도적 요소들 간의 원활한 상

호작용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정부주도의 노력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개발을 위

한 고유기술능력을 축적해 왔으며, 그 결과 개발도상국에서는 매우 드물게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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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국산화를 달성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차원의 원자력 이용개발 시스템은 외

국의 산업기술을 효율적으로 습득/모방하거나 또는 미래의 유망한 기술의 잠재적 능

력을 확보하는 데 적응해 왔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기술개발 초반 및 중반 단계에서

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방단계의 기술개발 시스템은 

국산화를 넘어서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혁신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술의 추격단계를 넘어서 세계 일류의 원자력 기

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중심이 ‘산업의 모방에 의한 학습’에서 ‘연

구개발을 통한 지식 창조’로 그 축이 이동되어야 하며 이러한 체제 변화에 알맞은 과

학기술적/조직제도적 원자력기술 혁신체제가 필요하다.

다. 원자력기술의 신성장동력 창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 세계경제를 주

도할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5 ~ 10년 후 우리나라 경

제를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핵심분야 선정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방향을 감안하여 원자력 기술도 집중과 선택을 위한 전략적인 우

선 순위에 따른 세계 선도형 기술개발에 초점을 둠으로써 국가 발전목표와 연계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성장동력 기술은 시장성과 수익성을 동반한 사업성이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 니즈

에 부합하여야 하며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고 미래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기

술 변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의 역할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요기술

의 경쟁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새로운 cash cow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유망분야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신기술 및 융합기술을 모색할 수 있

는 기반이 된다.

라. 국제 교섭능력 강화

최근 경제/기술 활동이 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과학기술 발전의 사회

적 향이 국경을 넘어 쉽게 확산되어 원자력, 정보보호, 유전자조작식품, 생물종의 보

존 등 전 지구적 차원의 과학기술협력이 요구되는 이슈들이 증대함에 따라 과학기술

과 관련된 초국적 규범이나 규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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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인간유전체연구 등 과학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이에 대한 지구적 

조정 및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과학기술관련 이슈가 UN을 넘어 다양한 국제기

구나 국제사회에서 로벌 거버넌스의 주요한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교섭능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강대국과 약소국

간이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강대국에 의해서 주도되며, 강대 선진국이 국제 기술 및 

경제 활동의 ‘게임 규칙’을 제도화한다. 이 때 강대국들이 강한 교섭능력은 대부분 이

들 규칙들을 강대국에 호의적으로 설정되도록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소 개도국은 

이러한 규칙이나 제도를 설정할 때 거의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강대국이 주도한 

국제적인 규범을 따르게 된다. 특히, 국제적인 규칙이나 제도에 강대국이 경제적, 전략

적 이해가 반 될 때, 이들 국제 체제들은 기술, 자본, 제품과 서비스 등의 남북 교역

을 규제하면서 기술변화의 국제 경제적 과정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61)

마. 클러스터(Cluster) 구축

기술체제를 산업차원에서 조직화할 때 지리적 의사소통과 지식흐름 측면에서 클러

스터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클러스터는 지역의 중견 기업, 벤처 

기업 등이 대학, 연구기관 등의 Seeds를 활용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산업조직 구조이다.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각 지역별 클러스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역량에 

달려있다. 둘째, 클러스터란 개념은 경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셋째, 한 국가

가 고부가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가의 여부는 많은 

지역을 혁신의 허브로 만들고, 이를 어떻게 강화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넷째, 지역 

번 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창출되는 것이지, 물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클러스터의 효과는 지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생산

성 향상의 토대가 되며 새로운 사업체의 형성을 자극해 클러스터 자체를 확장하고 강

화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의 경쟁력에 향을 미친다. 이처럼 클러스터는 자신의 유연성

을 희생하지 않고도 대규모의 효과, 다른 곳과 공식적으로 합작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적 인프라 및 정보인

프라, 혁신적 교육시스템의 구축, 대학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 개발을 상업화로 연결

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 숙련되고 전문화된 노동력과 경 진, 행정 비효율성과 부처 

이기주의의 최소화, 효율적 정부 정책, 지속적인 지역발전 전략의 개선을 통한 일관된 

추진 등이 필요하다.62)

61) 원자력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가혁신체제 구축 예비연구(2005. 3 한

국과학재단)에서 인용

62)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1998 Porter)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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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자력 역할 재정립

지속가능에너지로써 원자력은 공급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경제성이 있고, 

환경 친화적이며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주장이 그 동안의 원자력계의 주된 의견

이었고 이러한 의견은 유가의 폭등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주요 이슈와 맞물려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었다. 하지만 최근 우라늄 원광 및 변환 가격의 급등, 농축가

격의 상승기류는 원전 경제성에 확실한 적신호이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개

선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인식, 사후처리비용, 기타 보상비용 등을 고려하면 타 에너

지 공급원에 대한 원자력 발전의 비교 우위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이 국가 에너지원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원전 설계기술 향상과 설계개선, 핵연료성능 개량, 발전소 성능 향상 

등을 통해 염가의 원전 건설 공사, 연료비 및 유지 보수비의 절감을 통해 경제성을 보

다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용량상승 및 수명연장 등을 통한 원전 발전원가 절감 잠재

력을 최대한 활용, 원전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수소생산 및 

해수담수화 등 원자력의 비전력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켜야 하며 방사선 관련 기술 등 

개발 주기가 비교적 짧은 기술의 집중적 투자와 단기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미래 사회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기술 변화의 추세를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에너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화석연료 체제에서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에너지 체제로의 전

환에는 기술적/시대적 갭이 크며 급격한 체제 변환은 기술적 미완성으로 인한 안정성

의 부재 및 사회적 부담 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충격을 완화

시켜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은 기술적으로 

검증되어 있으며 화석 연료의 경제적/환경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원자력 기술은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준비하는 단계의 구심

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와 첨단 융합기술의 기

반 기술로써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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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가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자력 기술개발 전략

1. 국제 에너지 환경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가. 기술패권과 에너지

산업혁명 이후로 세계는 에너지-동력에 의해서 지배구조가 정립되고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의 지위가 결정되고 있다. 최근 중국 또는 인도와 같이 거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의 경제개발과 고성장은 급격한 세계 에너지 수요를 유발하여 에너지 자원을 독

점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과다소비에 의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는 21세기 세계가 해결하여

야 할 급한 문제이지만 에너지-기후변화협약-환경오염방지를 연계하는 국제적인 견제

와 경쟁의 전투적 요소가 되어 활용되고 있다. 

나. 21세기 에너지 신패러다임

21세기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기술에너지산업이 등장하여 기존 

에너지산업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Economy, Energy, Environment 3E 시대의 도래).

<그림 3-10> 21세기 에너지 신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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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민영화
세계화, 민영화

동북아지역 부상
남북협력 진전

동북아지역 부상
남북협력 진전

무한시장경쟁
기술무역시대

무한시장경쟁
기술무역시대

지속가능 발전(3E)
지속가능 발전(3E)

시장기능형
시장기능형

개방형 시스템
개방형 시스템

세계시장 개척형
기술개발

세계시장 개척형
기술개발

국제경쟁력 있는 에너지신기술개발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

국제경쟁력 있는 에너지신기술개발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

정부주도 시장운영
정부주도 시장운영

21세기 에너지 분야에 새롭게 펼쳐질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31 -

• 국제적으로 에너지기술 선진국 사이의 공조적 기술협력이 강화되면서 분산형 
네트워크에 의한 고급에너지 공급형태가 구성되며 민간 개방형으로 전환

• 시장 기능에 따라 에너지 장치별 (자동차용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의 터빈재료 

등) 요소기술들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경향

• 거대 에너지 및 관련 장치(ITER, ILC, GEN 4, INPRO 등)에 대해서는 기술 및 

산업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해가 결부되어 국제협력을 추구하는 경향

다. 국제 에너지 이용 환경 변화

o 다양한 형태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협약 이외에도 에너지환경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지속적으로 진

행될 것으로 예상

- 에너지효율등급제, 환경 표식제도 등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 또는 

기준이 제정되고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산업제품들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무역 규제 가능성 증대

o 지역간 통합 에너지체계 구축

- 지역간 통합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며 에너지

기술을 공유하면서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경향 증대

o 국제간 에너지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제 강화

- IEA, IAEA,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한 에너지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경

향이 강하게 대두(ITER, INPRO, GEN IV 등)

o 첨단 에너지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화 되며 첨단 기술에너지와 관련되는 기술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가 강화되어 기술 후진국들의 에너지기술에 의한 기술식

민지화 강화 예상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고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

고 있으나 오히려 연료전지 등 에너지 첨단 요소기술에 대한 보안체계는 세계 

각국이 강화

- 극한과학과 연계된 에너지 소재, 공정 등과 같은 기술들이 국방기술과 관련성

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기술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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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에너지 기술개발 동향

o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

- 에너지 다소비 부문별 효율개선 기술개발

-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기술 개발

o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유인

- 2005년도 6월말 현재 75개소 113기(117MW)가 설치되어 국내 총 발전용량의 

약 0.2%를 차지함

- 2005년도 6월말 현재 75개소 중 53개소 아파트에 72기 23.1MW가 보급되었고 

산업용 및 상업용은 보급이 미흡한 실정임

o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기술개발방향

- 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 국산화 : 현재는 전량 유럽 및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

나, 다양한 수요처에 적합한 200~400kW급 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개발하고 

차후 IT기술과 접목된 가전제품수준의 마이크로(1~50kW) 열병합발전

- 가스열병합발전 보급화 기술 개발 : 다양한 사례별 열병합발전의 경제성 분석

과 결과들의 DB화를 수행하고, CES(Community Energy System)사업추진을 

위한 Engineering 기술 확보

- 차세대 열병합발전기술 개발 : DME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료전지 

Hybrid 열병합발전시스템 개발

o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

- 화석연료의 유한성, 고유가 시대의 도래,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이행에 따른 

환경 요인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함께 내부적으로 인위적 노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통제 가능한 변수를 가져 순수 국산화가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우리

나라 에너지 자립에 기여 가능

-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을 3대 중점 기술개발 사업

으로 선정하고, 총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 확대(‘03년 1.5% → ’11
년 5%)한다는 국가적 목표 설정

o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 미국 : 대통령 연두교서(‘03) “수소․연료전지 강국 건설” 선언하고, 향후 2007년

까지 5년간 Hydrogen Fuel Initiative에 12억불, Freedom CAR 개발에 5억불 

등 총 17억불 투자하고 있음.

- 일본 : 2010년까지 4,82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여 국제 경쟁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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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현재 세계시장 50% 이상 공급하고 있는 태양광기술 분야의 주도권

을 유지하고, 수소․연료전지에 과감한 투자로 연료전지는 2010년까지 자동차 5
만대, 가정․상업용 약 220만kW 등 보급

- 독일 : 국가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하여 풍력은 ‘03년말 세계 

풍력발전 누적 용량의 86%를 차지하는 실적 보임.  태양광의 경우 2010년 

437MW, 2020년 2,606MW 보급 목표 수립

o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

-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저소비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석유의존도 감소, 신재생에너

지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중장기적 수급 시스템 혁신에 주력

- 일본 : ‘省에너지법’ 개정('05.8)하여 산업, 수송 부문 중장기 절약계획수립 의무

화하고 건축 부문 에너지절약조치 신고 의무화 실시

- EU : ‘Green Paper' 발표(’05.6)하여 2010년까지 연간 7천만톤의 석유절감과 

12%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설정

- 미국 : 신 ‘Energy Policy Act' 제정(’05.8)하여 재생가능 자원을 증대하고 차세

대 원전 확대하며 섬머타임 기간을 1달 연장 시행

- 중국 : 에너지 행정조직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領導小組’ 설립(‘05.6)하여, 신재

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전략석유비축시설을 건설․운 하여 ‘05년말까지 35일분 

그리고 ’10년까지 50일분 확보를 달성

o 무․저공해 청정에너지 플랜트 기술
- 신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수소경제사회가 정착되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

문에 현실적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하지만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

- 다양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므로 자원 확보가 용이 : Tar sand, Oil shale, 

Biomass, Orimulsion, 중질 잔사유

- 이를 위해 미국은 Vision program(2000), Future Gen project(2003), 일본은 

C3(Clean, Coal, Cycle) Initiative(2004)을 수행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의 경우는 DME와 GTL이 대안이 될 수 있음

3. 우리나라 원자력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전망 

가. 원자력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전망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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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에서 44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그 발전

용량은 370GWe에 달한다(IAEA, 2005). 원자력발전은 이미 입증되고 성숙된 기술이며, 

기존의 대부분 발전소가 투자비의 감가상각이 거의 완료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되면, 운 비가 저렴하여 한계발전 단가 면에서는 경쟁력이 매우 높다.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생명주기(life-cycle)에 걸쳐 비교할 때, 타 화석에너지 발전

에 비해 두 자리 숫자이상 낮은 편이며,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와 비교하여도 거의 차이

가 없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은 기존 발전소의 생명주기 연장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저

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원자력 자체가 지니는 근본 문제점들

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문제점

o 원자력 무기의 증강에 의한 군사력 확보 경쟁

- 2차대전 전후의 원자폭탄의 확보 경쟁

o 원자력 강국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불신

o 원전사고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전성 논란

- 1979. 3. Three Mile Island 원전 사고

- 1986. 4. Chernobyl 원전 사고

(2) 세계 원자력에너지의 해결과제

o 유효경쟁여건 조성의 한계

- “규모의 경제”효과 이외의 대안 제시 한계

- “ 역 독점”체재 탈피의 한계 : 고유 안전성?

o 외부효과의 소비자 전가

- 안전성/안정성 관련 비용의 전가

- 국제적 규제 수용과 시장개방 불가피 : 완전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가? 

- 불확실한 미래 기대수익 개념의 수용 불가피

o 시장 평균수익률 이상의 수익 보장 요구

- R&D 투자비용의 공적 부담 압력

63) 서주석(2004), 유엔 기후변화 대책과 에너지 전략방향, 최기련(2005), 에너지 여건변화와 원자력에

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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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원자력에너지의 해결과제

o 전력생산의 하위개념 탈피

- 에너지 Carrier 역할 증대에 유의

- 전력설비확장 기피추세에 대응 필요

- 에너지전환효율의 한계에 봉착한 기존 전력산업과의 새로운 관계는?

o 종합 에너지산업으로 개편에 기여

- 열, 동력 등 최종 에너지수요 공급기술 개발

- 지역에너지산업 육성 기반 제공

- 청정 에너지산업으로 전환

- RI 산업 등 신산업 육성 기반 확대

o R&D 위주 생존논리의 탈피

- 장기 투자 우선논리의 지속가능성 재검토 : 개방형 전력산업시대

- 지식정보사회에서의 R&D 투자 유형은 무엇인가? : 설비보다 지식정보창출이 

우선이 아닌지?

- 제4세대 R&D 전략에 부응 : 지식창출과 경제와의 완전한 융합

(4)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 방향

o 기후변화 대책으로서의 원자력 발전

-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

o 에너지 시스템상에서의 위치 설정

- 발전기술간 유효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기술 전략 수립

- “규모의 경제”효과 이외의 파급효과 규명

- 소비자와 직접 연계의 한계 극복기술개발 : source/carrier간의 선택이 수소경

제 기여로 가능한가?

- 에너지→전력→원자력 순의 계층구조 수용이 가능한가?

o R&D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

- 단기전략과 단기과제의 구분

- 투자우선순위, 공공적 책무와 기업성의 구분

o 새로운 원자력기술개발 목표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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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스템의 단선적 고착화(Uniformity) 현상 탈피

- 발전/에너지 전환 효율 향상을 최종 목표로 선택

- 기존 역 고수형 전략의 역할 복귀

o 주요 과제 및 전략  

- 안전성 확보 및 발전 효율 증대

• 우라늄 채광 및 제련(milling)에 따른 미분(tailing)의 최소화

• 우라늄 농축(enrichment)의 확산(diffusion)에 소요되는 전력소비의 감축을 위하

여 원심분리기(centrifuges) 및 레이저 기술에 의한 대체 촉진

•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핵연료의 연소효율 증대 및 완전 연소
•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첨단기술 적용 및 지속적인 확충
• 방사능 고체 폐기물 체적의 최소화

- 새로운 전원 설계, 실증성, 경제성 확보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안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공공 수용성, 사회 및 정치적 합의의 확보 ;

•  그간 원자력의 안전성을 대폭 증강한 설계개념의 신형 원전의 경우도 건설단가
가 높아($1,700~3,100/kWe) 천연가스 사용 CCGT에는 경쟁력이 없으나(OECD, 

1998), 발전단가가 3.9~8.0 센트/kWh의 신형 원전은 수송비가 비싼 석탄 또는 

천연가스에 비하여서는 경쟁력이 있음. 

•  폐기물의 안전처리에 있어서도 약 100년의 안전 확보 기술이 가능하고, 이 경

우 발전단가에의 추가비용은 약 0.02 센트/kWh에 불과함

• 고준위 폐기물의 안전 및 장기 처리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
며, 지하 심부의 저장고에의 격리방법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재적인 운전안전상의 안전 측면과 사용 핵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

하는 폐기물 처리 등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설계개념의 개발 및 실용화가 요구됨

•  최근 남아공의 ESKOM 전력회사가 개발한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는 

안전성 및 경제성 면에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1,000MWe급 10modules

의 건설비용이 약 $1,000~1,200/kWe로 기저부하용의 경우 발전단가는 핵주기 및 

해체비용 포함시 약 2센트/kWh로 추정)(Nicholla, 1998)

•  소형 분산형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 방식의 개발

4.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현황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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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에너지 부문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논리를 최대한 활용하

는 것이 효율성 제고에 가장 접근하는 것이라고 통념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개

방화, 자율화 추세가 범세계적 조류로 등장함에 따라 더욱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국제 에너지부문 여건변화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기술개발과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가운

데 에너지 정책 형성과정에 큰 향을 주고 있는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국가간의 무역방벽이 와해되고 자국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정책이 불
공정 무역관행의 일환으로 협상대상이 되는 추세로서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경

제활동의 세계화, 지구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은 각

국의 경제정책에 전반적인 제약과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즉 산업별 지

원이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며 산업기반정책도 국제화와 개방

화 등 국가간 이해갈등의 조정과정을 거쳐 국제적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약자체의 완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불가피한 국제적 합의는 준수하는 

산업정책의 시각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의 개방적 국제

경쟁,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이 어느 국가에서나 주요 산업정책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② 반면에 지역적 경제 블록화는 강화되고 있어서 EC, NAFTA, ASEAN 등 권역 

내 경제 활성화와 권역 외 보호주의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③ 또한, 기술패권주의(TR : Technology Round)가 심화되고 있어 선진국들은 생산

요소차원에서의 부족한 국제경쟁력을 지적재산권 강화로 지켜나가면서 기술고

도화, 정보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④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GR : Green Round)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존 관

행에 의한 에너지 이용의 구조적 제약조치의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

라 나아가서는 산업구조 조정 등 경제운  관행의 변화와 함께 생활방식 변화 

등 가치관(價値觀)의 변화까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인식하에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등 에너지 수입 의존국들이 당

면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 : 시장의 개방과 국내 경제 질서의 국제화가 진행되어 

과거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이던 특정 산업의 보호나 지원 등이 불가능하게 되

어 가고 있다. 특히 공공독점 체재하의 에너지부문의 개방화는 수요증대에 효율

적인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는 대내적 필

요성과 함께 국가 이익의 장기적 보장이라는 전략적 한계를 제시하는 특성이 

있어 개방화 전략의 새로운 해결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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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구조 조정 : 기술중심, 지식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이 

긴급한 과제이나 기업경 혁신이 미흡하고 과거의 조립생산중심 전략과 저가품 

생산위주의 관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기술혁

신의 속도가 제한적이며 대규모 투자수요와 함께 장기간의 투자선행기간이 요

구되고 있어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효율적 추진전략 선택에 한계를 보일 가능

성이 제시되고 있다.

③ 경제 주체간 역할분담 : 정치의 민주화와 민간의 자율의식이 진작되고 지방자치

와 분권화에 가시적 발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운용과 정책수립과

정,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등 경제정책 전 분야에 걸쳐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

고 있다.

④ 복지수요 증대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복지, 환경, 소비자 

보호 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강조되고 있다. 이에 고급에너지, 민생에너지 중

심의 수요증가 현상이 가시화, 정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 단계에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차원의 경제사회여건을 반 하여 최근 한국의 에너지부문이 해결해

야 할 과제를 대표적 사례로 소개한다면 과거 소요 에너지원의 안정 확보 위주 전략에

서 벗어나 다각화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중심과제로 전환되는 가
운데 문제의식의 구조변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즉,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공급중심의 에너지체계가 수요부

문 중심으로 구조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요(Requirement)의 궁극적 역할 내지 

그 파급효과를 근원적으로 재평가하고 에너지 소요의 충족방안의 기존 체계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 현안과제를 

부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환경부문과 에너지부문 연계 강화 필요성 증대에 대처

- 소득 수준 향상으로 생활의 질(質) 중시 경향

- 에너지부문의 환경관련 부담 증대 예상

o 고급에너지 수요의 증가요인 해결

- 가스, 전력 수요의 급신장, 무연탄 수요의 격감

- 에너지 산업 투자 수요 증대

- 에너지의 품질 차별화 시대 개막

o WTO 체제하 경제개방화에 따른 에너지 산업 구조조정

-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의 확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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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경쟁력 강화 필요

- 정부의 관련 산업 보호와 규제 장치 조정

o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조정 필요성 대두

- 지역개발과 에너지 산업간 연계 강화

- 발전, 정유․석유 비축, 가스배관망 등 중앙공급식 에너지설비의 입지난 예상

- 지역이기주의의 향력 증대 예상

o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

- 에너지 공급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필요

이 같은 한국의 사례는 많은 국가 특히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에도 해당되

는 것이다. 이는 이들 국가들의 에너지 여건이 대부분 대외의존형이며 급격한 수요증

가를 수반하는 가운데 환경오염의 증가에 따른 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책임 등이 강요

되고 있어 정책 기조의 전환이 심각하게 모색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분야 가운데에서도 에너지 분야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개

방이나 시장경제 논리만을 적용할 수가 없는 분야이며, 많은 경우 시장 왜곡과 국민부

담 증가라는 역효과(속칭, 시장실패, 정부실패)를 유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에너지 분야가 현실적으로 고갈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노동이나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투입증가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여타 경제 분야와 다른 특성을 가진 점

에 기인한 것이며, 그 외에도 에너지 및 자원산업의 발전과정상 장대한 생산준비기간

이 소요되고 자본투입 강도가 높으며 중앙집중식 공급체계를 갖는 등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독특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고갈성 자원에 의존

- 경제시스템의 투입요소로 주로 작용하여 파생 수요적 특성

- 수급구조의 범세계화

- 지역적 부존 편재에 따른 전략적 가치

- 환경 문제 등 외부효과(externality) 발생 소지

따라서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감안한 유연성

(Flexibility) 확보 측면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전」(Vision) 제시 기능면들이 여타 

경제정책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에너지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안과제를 연계할 경우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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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는 수요부문의 에너지 서비스제공 기능 충족도 증진과 개방경제체제에 부

응하기 위한 경쟁(競爭) 촉진이다. 
에너지부문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개입 축소, 민간 주도 체제 구축, 에너지 

가격 결정의 시장경제논리 확대, 에너지산업에의 신규진입 규제 완화 및 에너지 산업

의 민 화의 추진 및 수출 산업화 시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개입 축소 수준 등 각

종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과 개별 전략의 내용 및 수준 결정에 

관한 이론 정립이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이 같은 경쟁촉진은 확대재생산

이 가능한 재화생산을 전제로 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거나 한 시대의 조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수준에 있다.

둘째는 에너지 수급체계 구성, 운  시 지금까지 간과해온 외부효과를 통제하

기 위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전략의 강화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전략 수립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3E(경제-환경-에너지) 조

화체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기반 확보, 에너지절약체

계 강화를 위한 수단, 특히 소비자 참여 동기유발수단 완비, 청정에너지, 대체에너지 

기술 능력의 확보와 청정생산기술(Clean Technology) 개념 확보 및 에너지 가격체계 

내 환경비용 내재화 시책 추진 기반의 확보가 분명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정책형성

체계에서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경제-환경 상관체계에 대한 규

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논리적 기반의 부재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는 에너지 정책과 여타 산업정책 및 거시경제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

하는 동시에 에너지부문의 특수성을 반 하는 정책형성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

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거시 경제적 당위론(當爲論)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직접적

이고 예측이 가능한 이득(利得)을 제시하는 논리적 기반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환경변화 감지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정책형성 과정을 보장하는 체

제 확보가 시급하다. 예컨대 에너지 전문가들은 누구나 지난 80년대 초 이래 소요자원

의 안정 확보 문제는 크게 완화되었고, 심지어 공급과잉현상이 지속되는 측면이 강하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에너지 정책은 정책형성체계의 미흡 내지 왜소화로 인해 말로만 탈피

를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아직도 자원안정공급체계 형성에 치중하고 있다. 저에너지

가격 지속, 소득증대에 따라 고급에너지의 수요급증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관련

공급시설 증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단견이며 경제자원 배분 면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



- 141 -

점을 낳고 있지만 에너지 특수성을 거시경제 목적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능력은 보이

지 않고 있다. 

고급에너지에 대한 근원적인 정책은, 소비자가 에너지 질에 대한 선호(preference)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에너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한 합당한 공급체계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안정공급 위주에서 저급 혹

은 불균등질의 에너지를 소비자를 무시한 채 공급해온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고급에너지 수요증대를 유발한 측면이 크다. 이에 에너지의 질을 고려한다면 지금 그 

시행에 어려움이 큰 에너지사용 합리화 시책의 발전적 추진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안

정공급측면에서 국민의 욕구를 무시하고 “사용억제” 위주로 추진해온 「소비절약」시
책은, 사용합리화시책으로 전환되어 국민의 협조 속에 에너지 용도에 적합한 질적인 

측면의 적정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요 투자 및 지

원수단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국민적 합의 도출 메커니즘도, 적정 에너지 정책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여건은 정책적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시급히 보정되어야 할 것

이다.

이 경우 질적인 차원에서의 사용합리화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승화되어 투자합리화

로 발전될 수 있다. 민주화시대, 분배중시시대에서 부문별,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는 한 사회가 보유한 제한된 경제자원의 적정 배분이 무엇보다 긴요한 것이며 에너지

부문도 이러한 견지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투자합리화에 기여하는 가능성을 개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 현행 에너지정책 형성체계상 개선 대상과제를 몇 가지 열거하

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형성체계의 기준은 에너지원별이 아닌 그러한 에너지들이 주는 효용이 
무엇인가를 평가 분석하는 기능별로 전환되어야 한다. 

② 정책기초자료 수집, 분석에 있어 단순히 해외수급여건 자료의 파악보다는 기술

평가(Technology Assessment) 기능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치중해야 

한다. 

③ 독과점 공급체계, 특히 공공독점체계 유지가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되 

이를 효율적인 가격규제, 시장관리를 통해 공공독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

는 방안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환경정책, 산업구조조정정책 등 직접적인 관련분야 정책과의 연계 뿐 아니라 

분배정책, 통상정책, 경제개발전략 등 상위개념의 정책 및 국가목표달성에 

에너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되 에너지 부문의 특수성

을 분명히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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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를 특별히 인용한다면 현행 에너지정책 형성체계는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산업정책과 통합되어 그 기능이 약화되고 전문 관료들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 결과 에너지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되고 경제의 기반으로서 장기적 

기여 가능 공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독과점 체제 하에서 보호, 통

제 관행에 익숙한 에너지 관련 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설정
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국내외 에너지 여건의 변화가 진행되고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산업발전의 토양이 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검토해 보면 경제 주체들간의 이해상충 

현상이 심화되어 바람직한 자율적 경쟁과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

황이다. 이러한 경제 주체들간의 알력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는 정부의 정책형성체

계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장기적인 비

전을 갖고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잦은 변경을 피하여야 한다. 비록 환경변화에 따

라 정책목표 수정의 부분적인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 조차도 단기적인 피해를 감수하

면서 까지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도 자신이 정한 게임의 규칙을 자기 

자신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민간의 강한 신뢰성이 

없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일지라도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

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회복될 때 자율화, 분권화에 대한 정부정책

의 실패와 과도한 규제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국가정책은 그 역할을 충

실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현재의 우리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를 감안하고 완전한 선진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과 기업운 의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설정, 예를 들면 투명

성이 요구되며 나아가 투자재원 배분의 효율성 강화 확대가 더욱 요구된다.

더욱이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와 이에 따른 경기전망의 불가피한 하향조정과 에너

지 가격의 상향조정은 향후 상당기간 에너지수요의 하향조정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국가경제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특단의 원칙하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는 에너지 부문의 경우 수요증가세의 축소

에 따른 투자규모의 축소 뿐 아니라 고자본 투자요구 속성을 탈피할 수 있는 고유한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에너지부문에서 특단의 조치는 고자본 투자 속성을 수요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기

술대안(Technological Option)의 선택에 의해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 부존자원

의 빈곤에 의해 에너지자원간의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환, 가공 및 최종소

비단계에서의 적용기술의 혁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에너지기술혁신은 더욱이 정부정

책 성안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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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21세기 들어 원자력에너지 사용은 안전하고 투명한 사용 환경이 지켜진다면 부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는 21세기 직전 20여 년간 세계적인 원자력 침체기에 표준화 

원전을 달성하는 등 적극 기술개발에 주력해온 우리나라에게는 커다란 기회와 도전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원자력계에서는 각 참여조직들이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점들을 한 데 모아 대내적으로는 원자력 개발․이용의 비
전을 공유하고, 대외적으로는 원자력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2005년 10월에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원자력의 연

구․‧개발․이용 장기계획인 ‘원자력정책대강(안)’을 책정하 다. 이 계획에서 일본은 일본

은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을 2030년 이후에도 총발전량의 30~40% 수준 유지하

며, 2030년경 대체원전으로 대형 경수로를 선택하고 중형 경수로도 선택사항으로 두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속증식로는 2050년경 상업화를 목표로 추진하며, 지연

될 경우를 가정하여 고속증식로 도입되기전까지 개량형 경수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원자력장기계획 책정에 있어서 핵연료주기 비용 산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증가로 신원자력책정회의 산하에 「기술검토소회의」를 설치하여 직접처분을 포함한 
시나리오에 따라 안전성, 경제성, 환경적합성 등 10가지 관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된 우라늄, 플루토늄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핵연

료주기를 계속 추진할 것을 재확인을 한 것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록카쇼무라의 재처

리사업, 플루서멀, 중간저장을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MOX연료 사

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핵연료싸이클개발기구(JNC)를 통합하여 신설된 

일본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 원자력 기초연구부터 프로젝트형 실용화연구개

발까지를 총망라한 일본 내의 유일한 원자력 종합연구기관이다. 이 기구는 일본의 원

자력정책대강(안)에서 밝힌 원자력 장기계획에 따라 기관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점 연구개발로는 고속증식로 주기 확립을 연구개발, 고준

위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기술 연구개발, 원자력시스템의 새로운 가능성 개척을 위한 

연구개발로는 분리‧변환기술, 고온가스로 및 수소제조기술, 핵융합에너지 기술 시스템, 

민간 원자력사업 지원 연구, 양자빔 이용기술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연구개발을 Gen IV, I-NERI, INPRO 등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IF 창설 회원국으로서 초기부터 GIF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연구개발계획에 있어서도 SFR, VHTR, SCWR의 3개 시스템의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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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에 참여 중이다. 2005년에는 한국과학재단에 Gen IV 사무국을 개소하여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효과적 추진 체계의 구축을 위한 R&D 기획 및 국제협력

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대비한 선행 연구를 추

진하여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에서의 우리나라의 공동연구 참여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를 수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향후의 연구개발 추진시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환경을 고려한 장기적 안목의 노형 전략 측면과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비용에서의 최

대 효과를 거두기 위한 효율적 공동연구 추진과 원천기술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Gen 

IV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I-NERI는 기본적으로 본 I-NERI 협정에 명기된 분야인 Gen IV, AFCI, NHI

가 주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이 분야들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Gen IV 원자력시스

템 개발과 관련된 분야임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개발하고 관

련된 기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이의 추진은 원자력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기술적 돌파구를 제공하거나 또는 시너지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라야 할 것이다. 한∙미 I-NERI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진

기술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원자력선진기술을 확보와 원자력원천기술 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고, 미국과의 양자 간 국제공동연구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에서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져

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INPRO는 2007년부터 기술개발에 해당하는 제2단계(Phase 2)에의 착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필요한 INS의 해석지원, R&D 평가 수행 지원, INPRO 하에서 수행될 구체적 

R&D 선정 등의 R&D 관련 활동과 INS 지속적 개발을 위한 역할의 강화 등 제도/인

프라 관련 활동, INPRO 방법론 평가방법의 구체적 개선에 대한 방법론상의 활동 등

으로 구분하여 3가지의 범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INPRO는 평가방법론을 개발함으

로써 회원국들의 INS 개발과 도입배치에 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INPRO를 통하여 회원국들이 수요를 확인하고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기 위한 안내로 

평가방법론을 제공하 다. 앞으로 IAEA는 회원국들의 수요가 사무국의 특별기여금 또

는 정규예산에 의한 프로그램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GIF 회원국이 INPRO에 참여하고 있고, INPRO가 IAEA를 중심으로 추

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INPRO는 세부기술개발에 치중하기 보다는 미래혁신형 원

자력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각 국가별로 그 나라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여

러 다른 경과와 모습들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의 시장경쟁체제로의 변

화, 즉 민 화가 가격하락 및 운 성과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각 

에너지원별 성과와 가격의 추이를 일정기간 추적 조사해 필요성이 제기된다. 체르노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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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와 폐기물 처리 등 안전성 문제 등으로 각국에서 운전중인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유럽 국가들에 있어 최근의 환경보호 이슈와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라는 전략으로 기본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모든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의 경우 현재까지의 민 화 사례와 제3기 노동당 정부에서 국이 에너지 자급자

족국가에서 수입국으로 변화되고, 북해유전과 가스매장량의 한계뿐만 아니라 늘어난 

가스발전소의 절대적인 러시아 의존도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

점에 향후 맞게 될 원자력 정책의 커다란 정책방향은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새로운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위해 원자력의 성과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환경 향에 있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외부비용으로 평가

하 다.  이 평가를 위해서 IAEA가 개발한 SimPacts 모형을 이용하 다.  외부비용은 

국내 발전량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 고, 

이들의 평가를 위해 SimPacts의 하위 모듈인 NucPacts와 AirPacts를 적용하 다. 단위 

발전량을 기준으로 평가한 외부비용 평가 결과 원자력의 경우는 Co-60과 58 동위원소

가 큰 향을 미쳤고, 향경로는 90% 이상이 토양이나 야채에 침적되어 나타났다.  

석탄화력의 경우는 2차오염원인 질산염과 황산염의 향이 크고 PM10은 이 보다 적

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과 기술개발을 둘러싼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에너지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안과제들을 연계할 경우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수요부문의 에너지 서비스제공 기능 충족도 증진과 개방경제체제에 부응

하기 위한 경쟁(競爭) 촉진이다. 둘째는 에너지 수급체계 구성, 운  시 지금까지 간과

해온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전략의 강화이다. 셋째는 에너지 

정책과 여타 산업정책 및 거시경제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에너지부

문의 특수성을 반 하는 정책형성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성과 선진국 

독점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갖는 원자력의 고유한 문제점과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의 

전가 지속 가능성 한계 등을 원자력에너지의 해결과제라고 볼 때, 우리나라 원자력의 

기술개발 지속가능성은 전력생산의 하위개념에서 탈피하여 에너지 산업개편에 적극 

참여하고 기술개발의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안전성과 효율개선 등과 같은 경쟁력 

증대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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