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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의 전문성 · 기숱성이 요구되는 부문과 원자력 안전규제부문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하로써 규정 

· 위임입법을 합리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적 

정성과 효율성을 제고 

· 간주규정 또는 준용규정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의 혼선과 난맥상을 방지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현행 원자력 법령체계상의 문제점 내지 불합리성을 법학적인 관점에서 

제기하는데 활용 

· 현행 원자력 법령체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한 타당성을 법학적으로 논 

증하는데 활용 

· 원자력 법령체계의 개선방향을 정립(복수법체계화)하는데 기간자료로서 

활용 

· 원자력 안전규제 법렁체계의 미래지향적 선진화 방안의 수립에 법학적 

기본자료로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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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목 

o 
-니- 약 무 

· 원자력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목 적 : 현행 원자력 법령체계상의 문제점 내지 법령구조상의 붙합리 

성을 법학적인 관점에서 분석 · 정리 

중요성 :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을 거듭하는 각 목적벌 원자력사업과 

그 필요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사업을 현행 

의 원자력 법령체계로써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그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시급히 분석 · 정리함으로써 

원자력 법령체계의 규범력을 실효적으로 정립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내 용 : 현행 원자력 법령체계가 지니는 문제점 내지 불합리성에 대한 

법학 이론에 기초한 원인분석과 그 종합 

범 위 현행 원자력 법령체계에 대한 헌법 · 행정법학적 분석 

IV. 연구개발결과 

· 현행 원자력 법령체계와 유사한 문제점을 지닌 국내의 타법 

령 체계의 개선사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 외국의 원자력 법령체계의 운영현황 검토 

· 현행 원자력 법령전체를 일단 백지화한 후 법령체계를 새로이 체계적으 

로구축 

· 목적 사업벌로 복수법화(복수법체계의 선택)시행 

· 법령의 단계적 기능과 효력에 부합되도록 입법의 적정화를 도모 



SUMMARY 

I . Subje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Concerning 

Korean Atomic Energy Act 

II. The Goal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1. The Goal 

It is to analyze and adjust,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structual problems and irrationality in the current Atomic Energy Act. 

2. The Necessity 

As nuclear power industries with various objects have been 

rapidly developed, it is necessary to heighten measures for safe use 

of nuclear power. Under the system of the current Atomic Energy 

Act, it is hardly expected to regulate nuclear power effectively 

because of its structual problems and irration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Atomic Energy Act to be effective by 

analyzing and adjusting its structual problems and irrationality. 

m.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1. The content 

Cause-effect analysis, adjustment, and generalization of the 

current Atomic Energy Act are contents of this research. These are 

to be based on the legal theory. 

2. Th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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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alysis of the current Atomic Energy Act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B. Review of the other domestic legal systems which have 

similar problems as the Atomic Energy Act has. 

C. Inquiry about the operation of Nuclear legal systems of 

foreign nations. 

N. Results of the research 

A. Establishment of newly reformed Atomic Energy Act by 

ab이ishing the current act. 

B. Classification of Atomic Energy Act according to purpose of 

use of nuclear power and separation of it into various kind 

of independent laws. 

C. Planning of reasonableness in the legislation of Atomic 

Energy Act corresponding to functions and effects of 

concerned laws and regulations in every step. 

D. Providing things which need specialization and technology 

in high level into administrative orders. 

E. Achievement of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in the 

interpretation and execution of law and order by enforcing 

properly delegated orders. 

F. Prevention of disorder in interpretation and execution of law 

and order by preserving fictitious provlslons and correspon

ding provisions from abuses. 

V. Plan to utilize results of the research 

A. Application to bring forward problems and unreasonalble

ness in Atomic Energy Act based on legal theory. 

B. Application to demonstrate necessities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Atomic Energy Act. 

C. Applying the res비ts as materials to establish plural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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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 Using the results as jurisprudential materials toward more 

advanced nuclear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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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훌 서 톤 

제 1 절 연구의 목적 

l. r원자력법」 법학적 조명이 없었던 법 -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이하 “원자력 이용”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 

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 

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올 목적으로 한다」 

우리 나라 원자력 법령체계의 중추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법」 제 

1조의 내용이다. 

원자력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조문올 원고 나서 도대체 무엇이 이 법 

의 목적인가를 깨닫기가 결코 쉽지 않올 것 같다. 

또한 굳이 법학올 전공하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즉 보통상식인 누구 

든지 이 법문올 원는다면 금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올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조문은 그 목적이 애매하고 부정확하다. 원자력 이용의 진홍 

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처럼 묶여 있는가 하면， 안전관리가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홍에 기여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논리적 모순은 물론 상 

반되는 여러 가지의 목적올 하나의 법률 속으로만 규정하여 달성하려는 

무리한 입법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현재 우리 나라 원자 

력 법령체계의 현모습올 극명하게 말하여주는 단적인 대목이 아닐 수 없 

다하겠다. 

원자력의 문명사적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여 가기만 하고， 또한 현시점 



에 있어서도 원자력이야말로 국가의 서열과 경제력의 우열을 판가름해 주 

는， 문명의 최후적 이기(利器)인 것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에 있어서 아직 

은 후진국인 우리 나라가 원자력에 관한 총괄법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 

법」의 「목적」부터가 이렇듯 혼돈스러움올 보여 주고 있는 것은 관련 부처 

의 무사안일주의 속의 사명감 없는 태도의 소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 

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나라 원자력 법령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의 단초(端初)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를 보면 열올 알 수 있다」고1"목적」 조항에서 이처럼 

상반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규정하고 있듯이 r원자력법」전체를 볼 때에 

도 역시 난마가 얽혀있는 것 같은 혼돈스러움올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이 

다. 즉， 품목과 동급이 가려지지 아니한 채 상품들이 그저 대충대충 되섞 

여져 진열되어 있는 「슈퍼마켓」에 들어서 있는 인상을 떨굴 수 없다. 

실로 우리 나라 원자력 법령체계의 「낙후성」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를 극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특히 요즈음에 들어 원자력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 내지 행복추구 

에 대한 국민의 정서가 급격하게 문제시되고 있는 점과， 원자력의 문명사 

적 의의도 크게 변천되어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즉 이렇듯 원자 

력에 대한 변화된 환경여건에 적정하게 대옹하기 위해서라도， 현행의 진 

부하기 만한 「원자력법」올 비롯한 우리 나라 원자력 법령체계에 대한 재 

조명(再照明) 작업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까지 다다라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사정이 이지경으로까지 악화된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이겠는 

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원자력법을 제정 · 개정할 때에 그것이 전 

적으로 원자력전문가(과학자)들만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원자력법올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 적어도 헌법학자， 행정법학자 내지는 

」‘ 



민법학자들올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도록 우리 나라 원자력법령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는 지적과 논의는 무수하게 제기되어 왔음도 사실인데， 이러한 문 

제제기 또한 주로 원자력관련 사업종사자들에 의한 것이었지， 법학자의 

안목올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명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 1의적 목표는 무엇보다도 그 동안 원자력 관련사 

업 종사자들이 무수하게 제기해 온 우리 나라 원자력법령체계상의 문제점 

들올 법학적인 관점과 차원에서 분석 · 검토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 

다. 

2. 원자력과 규제법규 체계 

원자력을 인류가 발명해낸 太陽이라 말할 수 있다면， 그 에너지源으로 

서 차지하는 막강한 위상 만큼이나 그 파괴력 내지 위험성 또한 가공스러 

울 정도의 것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원자력에는 필 

연적으로 「규제」가 따르게 마련이었으며， 그것은 의당 「법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법규」는 초기에는 미국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이 

용과 그 독점올 위한 군사적 비밀유지를 주목적으로 한 것에서 출발하여， 

민간기업이 원자력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8년 3월 11일 최초로 「원자력법」이 제정되었던 

바， 당시에는 원자력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원자력의 평화적 개 

발 · 이용에 관한 개념적 골격올 구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0년 

대 들어 원자력발전 건설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부터는 원자력법의 

내용도 개발 · 이용 중심에서 「안전규제」쪽으로 그 중심의 축이 이용되게 

되었다. 더구나 에너지 부폰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나라의 처지로서 원 

자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고， 그 중요도가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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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 않게 야기되는 원자력 자체에 내재된 방사선의 잠재적 위험성 때문 

에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그 안전성의 확보가 중대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 문제는 날로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겠다. 

즉， 초기의 원자력규제는 원자력 사업의 국가독점을 위한 목적에서 출 

발하였으나 원자력사업의 팽창과 함께 원자력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강 

조됨에 따라 점차 안전규제 목적의 활동이 주축올 이루게 된 것이다. 어 

쨌든 원자력규제를 그 목적별로 갈라보면 (1) 원자력사업규제， (2) 원자력 

안전규제， (3) 특수핵물질규제의 세 가지 상이한 목적의 규제로 나눌 수 

있는 바， 바로 이러한 상이한 세 가지 규제는 물론 원자력의 진홍까지를 

현행의 단일 「원자력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우리 나라 원자력법령체 

계가 지니고 있는 모든 구조적 모순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의 우리 나라의 전체 원자력 관련 법령체계는 원자력의 연구 · 개 

발 · 이용 및 안전규제에 관한 법령(원자력법 둥)， 특수법인의 설립을 위한 

법령(한국 원자력연구소 법령 및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법령)， 원자력 손 

해배상 법령(원자력 손해배상법 및 원자력 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 

령) 및 원자력 시설지역지원 법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원 개발에 관한 특례법)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규제는 대체로 「원자력법」이 그 중심적 역할올 

감당하고 있는바， 여기서 「원자력법」의 대강올 살펴보면 @제1장， 총칙(제 

1조 및 제2조)， (2)제2장， 원자력 위원회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제3조 내지 

제8조)， @제3장， 원자력 진홍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 · 

개발 둥(제8조의 2 내지 제10조의 2), @제3장의 2,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제 10조의 3 내지 제 10조의 5), (5)제4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운 

영(제 11조 내지 제36조)， @제5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생산 동(제37조 

내지 제42의 8) , (J)제6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둥(제43조 내지 

제64조)， @제7장，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제 65조 내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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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 @제7장의 2, 역무제공업，@제8장， 폐기 및 운반， 띠)제9장 방사선 

피폭선량의 판독 퉁 @제 10장， 면허 및 시험 @제11장， 규제 · 감독 @제 12 

장， 보칙 @제13장， 벌칙(제 114조 내지 제 122조)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렇듯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개발 · 이용 및 원자 

력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은 그 직접적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 

두 단일의 「원자력법」 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원자력안전규제에 있어서도 시설 규제(원자로， 핵주기시설， 폐 

기시설 동)와 행위규제(핵물질 사용， RI 및 방사선 둥)를 분리하여야 한다 

는 지적도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의 원자력법령체계가 더 이상 그 

효윷적인 기능을 발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그에 대한 환골 

탈태의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분석이 요청된다 하겠다. 

사업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그에 대한 규제 法理도 달라야만 하는 

각각의 목적 사업들올 통일한 법 속에서 일률적인 法理로써 규제한다는 

자체가 커다란 행정법학상의 모순이고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목적 달성에 

비효율적인 상호적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현상의 배경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원자력법은 그 자체의 발전적 성격으로 인하여， 원자력의 개발 · 이용에 

따른 문제점들이 대두될 때마다 무수한 개정이 되풀이되었다. 또한 그 내 

용 중에서도 정책적 결정올 내릴 수 없었던 사항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임기옹변 식의 대응 입법적 개정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원자력의 

이용을 둘러싼 문제들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향후 진행 상황올 예측하 

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다고 예상되는 상황을 모두 사전 

에 규정하는 것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원자력 법령체계의 운영은 이제 한계상황에 이르 

렀다고 본다. 이처럼 불합리한 법령체계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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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원자력법올 비롯한 원자력 법령체계를 그 각각의 규제 목적에 

적웅시켜 그 고유한 法理에 기초하여 재정립 · 체계화시켜야 할 필요가 생 

긴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법학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3. 원자력법령체계와 법단계의 합리화 

원자력이 국가와 국민생활에 기여하는 중요도에 비추어， 그와는 너무 

도 어울리지 않게 법가치적 기초지움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독점에 의한 경쟁시대로서 과학기술진홍올 위한 적 

극적 계획과 형성의 방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법체계 

를 법학 단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과학기술의 개발 · 이용 · 규제 

및 권리구제를 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헌법 처11127조 제 1항은 「국가는 과 

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올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하여야 한다.J 라고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홍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과학기술법에 대한 법이론적 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 

지만， 과학기술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하여 볼 때， 과학기술법이란 과학적 

지식체계에 의한 기술개발， 기술보호， 기술이용 및 규제와 권리구제에 관 

한 법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학문적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들이 행정법상의 급 

부행정법과 규제행정법 편에 산재되어 규정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지 

양하여 현대 사회의 특정인 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옹하여 독자 체계적인 

과학기술법으로 분류，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자력법은 과학기술법의 한 분야이지만 원자력이 국가와 국민생활에 

대한 광범위하게 기여하고 있고，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치명적인 위험성올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 

-6-



로 일반의 과학기술의 관리 · 운영에 비하여 특수한 규율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전제한 후， 그것에 대하여 맨 먼저 헌법 

학적으로 가치지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자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consensus)를 먼저 도출함으로써 원자력사업의 진정 

한 성공을 비로소 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술적으로는 가 

능하지만 사회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원자력사업계의 도착된 정서 

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론적 방법으로는 원자력 

관련법올 헌법상의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전문)， “자 

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전문)， “인간의 폰엄과 가치"(제10조)， “행복추 

구권"(처1110조)，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보호"(제22 

조)， “인간다운 생활"(제34조)， “환경권"(제35조)， “국가의 과학기술의 혁신 

올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올 위한 노력의무"(제 127조) 그리고 “국가의 안 

전보장"(제37조) 둥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를 원자 

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을 수 있는 헌법학적 근거로 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으로서 이러한 법학적인 요청올 원자력법령 

체계상으로 어떻게 정립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올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넓은 의미의 법령에 법률 · 명령 · 규칙올 들 수 있는바， 이들 각 

각의 법령들은 헌법올 최고 단계로 하여 그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아래 

로 법률 · 명령 · 규칙 퉁은 나름대로 고유한 기능올 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원자력법령체계상으로 보면， 그때 그때의 형편에 맞추어 임기웅변 

적 대옹 입법올 해와서 인지， 이러한 법령상호간의 단계가 뒤죽박죽이 되 

다시피 한 예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자력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기가 몹시 어렵게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위임규정과 간주규정 또는 준용규정의 부적절한 구사와 남용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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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운영에 설상가상격의 혼돈과 난맥상올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단계에 맞춘 법령체계의 정비와 입법의 간명화를 

위한 문제점의 정리를 또 하나의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4. 원자력법령체계와 개선방향 

위에서 언급한 사항올 종합하여 결국 현행의 원자력법령체계가 가지고 

있는 법학적 견지에서의 문제점올 먼저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문제점올 

극복 ·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방향올 제시하는 것올 본 연구의 마지막 목 

적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국민의 공감대 위에 성립하는 원자력법령체계， 헌법이 제시 

하는 가치에 밑받침되는 원자력법령체계 각 규제목적에 맞는 법리에 입 

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별법령체계， 법이론에 합치되는 법단계적 입 

법에 기초한 이론 정연한 법령체계， 그리고 간명하고 해석 · 적용하기에 

용이한 입법에 기초한 법령체계 둥에 대한 기본 방향올 제시함으로써 원 

자력올 통한 행복이 더해지는 국민， 더욱 막강해지는 국력， 더욱 쾌적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원자력법」올 비롯한 우리 나라의 전체 원자력법령 

체계로 삼는다. 다만 원자력법령체계의 중핵은 「원자력법」인 바 논의의 

주된 대상올 「원자력법」으로 삼아 그에 대하여 분석 · 검토를 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원자력 안전규제 요건올 설정하는 데 필요한 원자력법령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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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선방안 연구의 제 1단계인 원자력법(복수법화)체계 및 구성요소 구 

축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번의 연구는 1단계의 1차년도 연구 

로서 현행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 체계의 문제점올 분석」 하고， 원자력 규 

제의 각 분야별 목적에 따라 복수법화(개별법화)하는 데에 법학적 논리를 

개발하고 또한 법령 구조상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동의 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 구체적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내 · 외 원자력법령체 

계의 실정과， 또한 원자력법령과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는 국내의 타법령 

체계를 분석 · 검토하도록 한다. 

맨 끝으로 개선 원자력법령체계의 개선올 위한 제도화로서의 기본방향 

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현행 원자력법령체계에 대한 법학적 이론에 입각한 문제점의 파악과 

그 법학적 해결방안올 정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그에 따라서 

본 연구는 제 1의적으로 법학의 전통적 방법론인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법 

학적 방법으로써 수행해 내고자 한다. 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해석작업 

과 그간의 관련 연구 실적물을 참조하여 문헌적， 이론적 논리를 전개하는 

문헌탐구적 방법올 택한다. 그와 함께 국내 타법령체계 및 국외 관련 법 

령체계와의 비교 · 분석올 통하여 이론적 논리를 전개하는 비교법학적 방 

법을 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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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 2 창 원짜획법령혜계의 현황콰 그 특청(불합리청) 

제 1 절 서 설 

오늘날에 들어와서 원자력은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서 지구 환 

경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에너 

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의 원자력은 그 안정적인 커다란 에너지 

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는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에 의한 잠재적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핵연료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지구부폰 자원의 고갈화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충 파괴와 같은 산업화 

로 야기된 것과는 그 차원과 유가 다른 치명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사 

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 처분문제 퉁은 일반공중의 

안전과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오늘날 원자력의 이용과 관련된 주요 관심사는 원자력발전의 안 

전성 확보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처분에 귀결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 

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제도적 

정비의 초점은 단연 난마와도 같은 현행의 원자력법령체계에 모아지고 있 

다. 비합리적인 덧칠(개칠)입법의 반복과 부적절한 법령화에 따른 법적용 

의 혼선과 비효율올 초래하고 있는 현행 원자력법령체계의 개선 없이는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공허할 뿐이겠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대， 원자력의 이용과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바침하는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은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3호로 제 

정된 이래 이제까지 13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이제까지 13 

차례의 개정올 거치면서도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따 

른 대웅입법의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원자력법령체계에 대하여 심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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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구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 동안 원자력을 

둘러싼 기술적 또는 기술외적 환경의 변화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령체계를 재검토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법이론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적 

절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나라 원자력법령체 

계의 연혁 및 현황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제 2 절 연 혁1) 

1. 제 1 기， 초기 원자력법령시대(제정--제4차 개정) 

우리 나라에서는 1958년 3월 1일 최초로 원자력법(법률 제483호)이 제 

정되었고， 그 동안 13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법령체제가 정비되어 왔다. 

1958년 원자력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에는 원전이 없었기 때문에 원자력법 

의 내용도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 개발 · 이용에 관한 개념적 골격올 구성 

한 것에 불과하였다，2) 

원자력행정이 처음 도입되었던 1950-60년대에는 원자력 기술개발이 주 

된 목표였고 또 당시만 하더라도 원자력프로그램은 곧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이 내면적인 제 1의 목표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처음 제정된 원자력 

법은 표면상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올 진홍한다는 목표를 달고 있었 

지만 내면적으로는 국가가 배타적으로 원자력올 독점하기 위한 근거를 제 

공하는 목적이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즉 원자력사업은 개인인 국민이 아 

무나 추진해서는 아니되는 특수사업이며 국가가 직접 또는 국가를 대리하 

여 특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개념이었다. 국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서 원자력원 및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원자력 연구에 

1) 원자력법 개정상황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대우했으며， 

1962년 제 1호 연구용 원자로(Triga Mark II)가 도입되자 원자력시설의 

[ 개 정 공포일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제1차 
1961. 10. 2. o 일부개정 

。“대통령령”을 “각령”으로 함 
(735) 。헌법개정 

제2차 
1963. 12. 16. 

O 일부개정 
。원자력원에 “방사선의학연구소”설치 

(1537) 。 원자력위원회에 2인의 상임위원 선임 

제3차 
1963. 12. 16. 。일부개정 

。 “내 각수반”을 “대 통령 ”으로 함 
(1615) 。헌법개정 

제4차 
1966. 8. 3. 

。일부개정 
o 방사선의학연구소를 “방사선의학연구소”와 “방 

(1833) 사선농학연구소”로 분리 

제5차 
1967. 3. 30. o 일부개정 。원자력원을 과학기술처의 외청인 원자력청의 소 

(1948) o 기구개편 속하에 둠 

제6차 
1969. 1. 24. 

。일부개정 
。원자력시설의 검사규정 신설 

(2æ3) o 원자로파괴죄 신설 

1973. 1. 15. 。일부개정 
o 인 · 허가권자를 원자력청장에서 과학기술부장관 

제7차 
(2444) 。원자력청폐지 

으로 변경 

。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둠 

제8차 
1973. 3. 5. 

。일부개정 。 제한구역설정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규정 
(2602) 

제9차 
1982. 4. 1. 

。전면개정 
。 핵연료주기사업의 세분화 및 인허가절차의개선 

(3549) 。환경보전기준준수규정 신설 

o 원자력위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제10차 
1986. 5. 12. 

o 일부개정 
장을 부총리로 함 

(3850) 。국제규제물자계량관리규정 신섣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설치 

제11차 
1993. 3. 6. 

。일부개정 
。동력자원부가 상공자원부로 통합됨에 따른 직명 

(4541) 변경 
O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 

제12차 
1995. 1. 5. 

。일부개정 
정 신설 

(494이 o 정부직제 변경(재정경제원 및 통상산업부의 통 

합선섣) 

제 13차 
1996. 12. 30. 

。전면개정 
o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폐지 및 원자력연구 개 

(5233) 발기금의 섣치 추진 

2) 1953년 12월 미국의 아이젠하우어 대통령은 제8차 유엔총회에서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립되었다. 한편， 미국 의 

회는 1954년 8월 원자력의 군사적 비밀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였던 원자력법을 개 

정하여 민간기업이 원자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와 같이 

미국의 1954년 개정 원자력법은 그 후 서방세계를 비롯하여 각국의 원자력법 체 

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u 



보안을 위해 원자력연구소 가까이 일반인의 주거와 출입올 통제하기 위해 

제한구역 설정권한올 부여하기도 하였다.3) 

2. 제2기， 원자력 억제기 시대(1967년， 제5차 개정 이후) 

1960년대 중반 선발 핵무기 개발국인 미국 · 소련 · 영국에 이어 중국， 

프랑스 퉁이 핵보유국으로 동장하자 1970년대부터는 국제적으로 핵확산 

억제정책이 강화되어 이에 따라 후발국에서 군사적으로 전용가능한 원자 

력 연구는 강력히 억제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우리의 원자력 정책기관이 

초기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실에서 출발하여 원자력청을 거쳐 과학기술부 

원자력실로 개편되어온 사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다만， 때를 같이 한 

발전용 원자로의 공급과 인공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확대는 원자력연구 

개발의 대체 추진력올 제공하였기 때문에 원자력 프로그램이 크게 약화되 

지는 않았다. 

3. 제3기， 원자력 발전의 급성장 시대(1982년， 제9차개정 이후) 

제 l호 동력로인 고리 1호기의 건설과 핵연료주기 사업계획의 추진， 방 

사선 취급 기관수의 증가는 이제 원자력 이용과정에 수반되는 방사선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국민올 보호하기 위한 안전규제 시스템의 구축올 요 

구하게 되었다. 특히 1974년에 발간된 ‘원자로안전연구(Reactor Safety 

Study; WASH-1400)’는 원전에서 심각한 사고발생 가능성올 예견했으며 

1979년에 발생한 미국 TMI-2 원전사고가 이를 실증함에 따라 원전의 안 

전성 확보 문제는 원자력 추진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도 1973년과 1979년의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오일쇼크는 경제개발계획 

의 추진으로 팽창하는 국내의 전력수요 증가와 함께 ‘탈유전원개발’ 정책 

3) 초기의 원자력원은 대통령 직속이었다.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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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속시켜 원전의 급속한 신장을 가져왔다. 1980년대에 원전수가 증가 

하자 자연히 핵연료 수급의 안정올 위한 핵연료 주기사업이 본격화되었고 

또 원전 운전 과장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도 당면과제로 되었 

다. 

국내 원자력사업의 규모가 이렇게 팽창함에 따라 안전규제 업무도 동 

반하여 확대될 수밖에 없어 과학기술부에는 원자력안전국이 설치되었고， 

1982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직에 ‘원자력안전센터’를 두어 원전 안전 

심사 퉁 전문，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원 

자력안전센터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기관을 거처 1990년에는 독립기관 

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확대개편되었다. 한편으로. 과학기술부에는 

원자력안전국과 원자력개발국이 각각 안전심사관과 원자력정책관으로 개 

편되었고 이를 통괄하는 원자력실이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제4기 r원자력안전」의 국민인식제고 시대(원자력안전과 그 투명성) 

1996년 우리 나라의 에너지 수입액 240억불 중， 석유가 82% , 석탄이 

9% , 그리 고 LNG가 8% , 우라늄이 196를 점 하고 있으며 , 그 196에 해 당하 

는 우라늄으로 생성하는 원자력의 에너지 공급량이 전체의 11.2%를 차지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에 비하여 얼마나 경 

제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세계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규제 

둥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에 청정 에너지인 원자력올 이용한 전력 에너지 

의 공급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우리 나라는 78년 고리원자력 1호기를 처음 가동한 이래 지속적인 설 

비확보로 1996년 7월 상업운전올 시작한 월성 원자력 2호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1271 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원전 설비용량이 1,031 

만 6천kW로서 처음으로 1천만 kW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전력공급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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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3분의 1 이상올 담당함으로써 석유， 석탄 둥 화석연료올 이용하는 

발전원보다 핵심 발전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 

라 앞으로 201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45% 이상 

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전력공급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 

획이라 한다. 

그러나， 원전의 이용확대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 

은 그리 깊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국 어느 곳에서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원전의 부지와 방사성폐기 

물 처리시설의 입지 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올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계 당국은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 해소와 함께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원전 건설 · 운영에 있어서도 관련자 

료의 공개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원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들로부터 신뢰받는 원전사업이 되도록 추진하여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또한 원자력발전 정책의 수립 · 집행 과정에서 각개각충의 폭 넓 

은 참여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원전 주변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원자력 

법령체계도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 정책적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웅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선이 따라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제 3 절 현행 13차 개정 원자력법령의 현황 

우리 나라는 대체로 원전 건설올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자력법 및 관련 

하부규정올 정비하여 왔는 바， 기본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 원자 

력법시행령 및 원자력시행규칙은 일본의 원자력법령체제를 참조하여 제정 

되었다. 다만， 발전용 원자로에 대하여는 미국과 같은 2단계의 인 · 허가제 

도(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도입하였으며， 구체적인 심사 · 검사기준은 미 

국의 각종 Code & Standard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절충적 입법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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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자력계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올 남겨 놓았다. 

또한 우리 나라 원자력법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황변화에 따 

라 개정올 되풀이한 대옹입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성 

이 결여되어 있다. 

더구나 그 본질과 목적이 상이한 내용을 단일법 체제하에 수용함으로 

써 법률의 운영에도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 비근한 

예로써 원자력법 제10차(1986. 5. 12) 개정에 따른 원자력법시행령의 개정 

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요윷결정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합의가 지연 

됨에 따라 원자력법이 개정된 후 3년이 훨씬 지난 1989년 6월 16일에 이 

루어 졌고， 그 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규정마저 시행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여기에는 원자력위원회 원자력 개발 · 이용 및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은 그 직접적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원자력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원 

자력안전규제에 있어서 시설규제(원자로， 핵주기시설， 폐기시설 둥)， 행위 

규제(핵물질 사용， RI 및 방사선 둥)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생각건대 원자력법은 다른 일반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사항인 원 

자력법과 그 하위법령인 원자력법시행령(대통령령) 원자력법시행규칙(총 

리령) 및 과학기술부 장관 고시 둥이 있으며 이들은 상호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원자력법은 기술적 성격올 가지는 법률인데다가 원자 

력기술은 매우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규제에 관한 실질적 규 

제는 대부분 하위법령 주로 시행규칙 이하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각국 

의 보편적 경향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체제 하에서는 안전규제에 관한 실질적 

내용들이 주로 원자력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상 기술발전에 따른 

신속한 법령정비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시 

행령의 개정은 관계 부처(주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간의 합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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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가능한데， 만약 정부 부처간에 특정한 사항을 둘러싸고 이해가 대립 

되는 경우에 이해대립의 여지가 거의 없는 순수 기술적 사항조차 개정이 

지연되어 적정한 안전규제업무 수행에 지장올 초래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나라 원자력법올 단일법체제로 할 것인가 또는 복수법체제 

로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입법정책올 결정함에 있어서는 양자에 관련한 장단점 비교 분석， 

법률의 운영경험， 앞으로의 전망 둥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원자력법령의 내용이 보다 고도화되고 다양화될 것올 감안한다면 

그 본질과 목적에 따라 별도의 복수 입법올 하는 것이 법의 운영에 있어 

서 효과적이리라고 판단된다. 

한편， 원자렵법령의 단계적 구조에 있어서도 급속한 기술발전올 적시 

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각종 인 · 허가기준 및 기술기준 둥에 관한 규정을 

대폭 시행규칙이하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요컨대 현행의 원자력법령은 이렇듯 내용상으로 또한 법령의 형식상으 

로 문제점올 지니고 있음으로써 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입장에 

처해 있다 하겠다. 

여기서 현행 원자력법령체계가 지니고 있는 내용 및 체계상의 맹점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 국내의 수개 분야의 타 법령들 

도 그에 대한 개혁작업이 최근에 단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음은 잘 알려 

져 있는 바이다. 이에 원자력법령의 체계 개선에 상대비교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개선 작업 현황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법령 체계 개편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1997년 12월에 교육의 구체제를 청산하여 21세기에 

알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 교육올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법의 기본체제를 개편하였다. 낡은 교육법을 

폐기하고 교육기본법， 초 · 중퉁교육법， 고둥교육법으로 학급별 특성에 맞 

게 법령체제를 l개편하고， 사회교육법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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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것이다. 

1949년 제정 당시 성안 초기에는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 

퉁 3개 법으로 시안이 만들어졌으나， 성안과정과 국회심의 과정에서 단일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됨으로써 법률의 성격이 다른 3개의 법률이 한 개의 

법률안에 복합적으로 구성된 모순올 갖고 있었으며， 제정이후， 1995년 1월 

현재까지 총 37회의 개정올 거룹한 결과 형식적 법체계가 무너짐으로써 

법률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올 잃고， 이 때문에 행정가나 일반인의 입장 

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법령의 내용 면에서 상하위 차원의 법령이 섞여 있고， 같은 내용 

이 중복되거나， 서로 모순 · 상치되는 사항이 많으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회입법올 통하여 규정함이 원칙인데도 하위 시행령 

에 규정한 사항이 많았다. (법률이 규정할 사항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로서는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 학생의 입학 · 전학 · 편입학 · 

퇴학 둥 신분 변동에 관한 규정 둥 다수 있음.) 그리고 국가 교육 전체를 

조정 · 총괄토록 하는 기본법이 없었던 데다， 조문과 장， 절의 위치가 일관 

성올 잃고 있으며，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가 많고 법률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이에 교육에 관한 헌법상의 이념올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 체계와 내 

용상으로 법령상호간 또는 상 · 하 간을 통일성과 일관성 속에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법령의 체계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전면 개편하였던 

것이다. 

즉， 단일 법률에 성격이 다른 법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법률을 분리하 

여， 교육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학교급별 특성올 반영하여 현행 교육법올 

교육기본법， 초 · 중둥교육법， 고퉁교육법 둥으로 분리하여 전면 개정하고 

사회교육법의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법체제를 정비하였다. 

둘째， 환경법령체계 개편에 관하여 살며보면，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그 규제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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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성에 비하여 그간 우리 나라 환경법체계는 비교적 합리적인 기조 위 

에 체계화된 모범적인 입법 태도를 보여 주었다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 환경문제는 경제개발 5년계획올 수립하여 공업화를 본 

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3년 우리 나라 최초의 환경법이라 할 

수 있는 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공해방지법은 전문 21개조에 불과한 

소규모 입법으로서 규제내용과 그 실효성 측면에서 미홉한 점이 많았으므 

로， 1961년 1월에는 종래의 법을 대폭 수정 · 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 

시설 설치허가제도， 이전 명령제도 둥올 도입하였다. 

이후 고도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 둥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 

심이 중대됨에 따라 1977년 12월 31일에는 공해 방지법을 대체하는 환경 

보전법올 제정하였으며， 환경파괴 또는 환경오염올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 

된 환경올 개션함으로써 보다 적극적 · 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웅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총량 규제 제도 퉁올 새로이 도입하 

게 되었다. 1990년 8월 1일에는 70-80년대의 산업화와 경제구조의 고도 

화로 더욱 심각해지고 다양화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오염 분야별 대책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라 1977년 제정 

된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둥 4개법으로 분법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토양환경올 보전하고 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 

법， 먹는 생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먹는 물 관리법， 지하역 

사 퉁의 공기오염올 체계적 ·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한 지하 생활공간 공기 

질 관리법 둥 다수의 환경법이 제정됨으로써 1997년 5월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 관련 개별법은 총 24개에 이르고 있다. 

다른 한편， 원자력 선진 외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 독일 둥)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령체계와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 

는 국가는 없다. 거의 모든 나라가 원자력 기본법올 제정하고 있고， 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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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각 사업별로， 즉 행정법학상의 행정작용별로 복수법올 제정하여 운 

영하는 이른바 복수법체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우리 나라 원자력법령의 당초 준거법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원자력법과도 

현재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이점은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제 4 절 현행 원자력법령체계상의 특정(불합리성) 

1. 내용상의 불합리성(단일법체계의 문제성) 

우리 나라 원자력법은 원자력에 관련된 각각 그 사업성격이 다른 광범 

위한 사항올 원자력법이라는 단일법 속에 규정하고 있는 데다 그 내용도 

대부분이 규제에 관련된 사항으로 되었다. 이렇듯 원자력에 관한 기본원 

칙의 규정올 비롯하여， 법원리가 다른 규제와 조성 둥의 모든 사항이 “원 

자력”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여져 규정되고 있는 사실이야말로 바로 

우리 나라의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상의 그 내용면으로 본 문제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원자력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면， 원자력의 연구 ·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국가 정책적 의지 · 기본적 이념을 표명하는 

법률(원자력기본법)이 제정 ·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모든 원자력 

관련 법령의 모법으로서 이 법에 근거하며， 원자력에 관한 특정분야는 별 

도의 개별 법률로 규윷되도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이다. 

생각건대 우리 나라의 원자력 법령체계가 이렇듯 난맥상올 보여 주고 

있는 배경은， 1958년 원자력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올 당시는 원자력산업 

이 지극히 유치한 초보적 단계에 있었던 만큼 법자체도 그 수준올 뛰어넘 

지 못하는 차원으로부터 출발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후 주 

변상황이 변할 때마다 들쭉날쭉한 임기용변식의 미봉적 대웅입법에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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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옹 탓이라고 본다. 나아가 원자력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자 미처 그에 

부응할 수 없었던 데다가 「원자력법」 이라는 단일법체계를 유지하려는 

경직된 사고방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쨌든 원자력법령체계를 단일법체계로 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 

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올 들 수 있겠다. 즉， 

(1) 광범위한 원자력분야를 단일법 속에서 규정함으로써 법의 각기 다 

른 성질인 규제적 측면과 조성적 측면이 상호저촉되는 현상올 초래한다. 

(2) 법의 전문화 및 세분화 추세에 부적합하다. 

(3) 규제목적， 규제대상， 규제방법의 상이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하나 

의 법 속으로 통합함으로써 법령체계상 혼란을 초래한다. 

(4) 단일법체계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원자력사업에 대한 규제(예: 다 

목적원자로， 고속증식로 및 핵융합 둥)까지도 원자력분야라는 이유만으로 

원자력법으로 규정하게 되는 불합리성이 발생한다. 

(5) 상 · 하위 법령간의 상호불균형과 난맥상이 초래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원자력법은 그 대상을 (1) 원자력 사 

업규제(연구 · 개발 · 이용)， (2) 원자력안전규제， (3) 특수핵물질 규제를 한 

꺼번에 하나의 법률에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4) 원자력의 진홍 

까지를 무리하게 규정한 모순적이고 비효윷적인 법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들 각 사업의 내용과 성질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사업규제; 원자력사업은 여전히 아무나 추진해서는 아니되 

는 성격의 업무이므로 국가 또는 국가로보터 특별히 허가 받은 자 외에는 

원자력사업을 임의로 수행하는 것올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자력안전 

(nuclear safety)올 위한 규제와는 구별할 수 있다. 물론 국가기관 또는 특 

허 받은 특정기관이 원자력사업올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 

원 · 육성 정책도 넓게는 원자력사업규제의 보조적 수단으로 추진된다. 

(2) 원자력안전규제; 원자력 또는 방사선의 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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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올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서， 정부가 국민 

올 위하여 행하는 기본적인 활동중의 하나이다. 즉， 안전규제는 원전 동 

원자력시설의 운영이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과정에서 예상되는 사람의 방사선 피폭， 방사능에 

의한 재물이나 환경의 오염올 방지하는 원자력 안전목표 및 방사선 방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3) 특수핵물질규제; 핵확산 금지조약과 협약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핵 

무기의 재료나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물질， 핵원료물질， 우라늄 

농축이나 조사연료 재처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나 기술， 기폭제용 특수 

폭약이나 중성자 선원 둥 국제적으로 약속된 일정한 물질， 기기， 기술의 

무단이전을 방지하고 도난이나 약탈로부터 방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 크게 핵보장조치 (nuc1ear safeguard)와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물리 

적 방호(physical protection)로 대 별 된다4) 

그렇다면 이들 세분야에 따른 각 사업의 목적과 성질이 서로 판이하다 

는 사실올 금방 알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각각의 목적과 사업성질에 따른 

입법(복수법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2. 형식상의 불합리성 

가. 법 단계상의 난맥성 

일반적으로 법령의 형식은 헌법→법률→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 

4) 원자력사엽규제와 특수 핵불질 균제는 원자력의 비평화적 사용을 억제한다는 

성격으로는 그 목적이 상통하는 바가 있으나 규제의 개념에서 크게 차이 나므로 

이를 구분하였다. 쥬， 사엽규제는 원자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특 

정기관에만 원자력사엽의 수행을 허가하는 정책적， 행정적 균제임에 반해 특수 

핵물질 규제는 핵물질 뉴세는 핵물질 등의 겨l 량관랴， 사찰 등 고도의 분석， 평가 

기술과 원자력시설이나 핵물질의 방호둡 위한 방벽체계， 첩보 및 정보체계 운용， 

대응타격계획 및 준비 태세 유지 동 보안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주업무로 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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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부령)으로 단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그리고 법령체계상의 것 

은 아니지만 행정규칙의 일종인 고시(告示)도 그에 보충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 단계상의 법령 퉁은 각각 그 고유한 기능적 내용올 가지고 있는 

바 그것을 나누어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률;CD헌법에서 위임한 사항(법률유보 사항)， (2)국민의 권리 · 의 

무에 관련되는 사항(특히 침해적 행위)，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련되는 

사항，@국가 정책의지를 표현하는 사항 

2) 시행령: φ법에서 위임하는 사항 둥，(2)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토 

의할 사항，@ 대통령이 서명 · 공포 

3) 시행규칙(총리령 · 부령); CD국무위원 토의가 불필요한 사항，(2)서식 

· 신청 절차 퉁올 규정 @기술적인 내용(허가기준 둥)올 포함 

그런데 앞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현행 원자력법은 그 대상을 (가)원자 

력사업규제(연구 · 개발 · 이용). (나)원자력안전규제 (다)특수 핵물질 규제 

를 한꺼번에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다 (라)원자력의 진흥까지를 무리 

하게 규정한 모순적이고 비효율적인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일단 난마와도 같이 대단히 방대 ·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모습올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형식상 체계적인 면에서， 법단계상 각 법령들이 

그 기능과 내용에 걸맞지 않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상이 허다하 

게 빚어지고 있다. 

즉， 사업규제분야에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사항이 안전규제분야에서 

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는 것이며 또는 특수 핵물질 

규제분야는 법률로써 규정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원자력법은 단계상 법령을 각기 다른 사업규제 분야에 합리적 

으로 연결시킨， 즉 구체적인 적실성 (Relevency)에 따라 운영해 오지 않았 

던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따른 법률유보 사항과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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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에 관련되는 사항만 원자력법 동에 규정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 순수 기술적인 사항까지도 모두 원자력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욱이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자력사업을 그 기술적인 부문까지를 모조리 원자력법에다 포 

함하여 규정한 것은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극도의 반입법원 

리적인 처사였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원자력에 관련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항올 원자력법에다 

가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일이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 

문에) , 그것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시행령에다가 규정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법률(안)과 시행령(안)은 사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토록 하고 있는 바，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처이기주의에 의하여 

많은 비효율과 불합리성올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원자력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과 전문성이 날로 

더욱 요구되고 있는 「원자력에 관한 실질적 규제」 에 관한 사항은， 원칙 

적으로 시행규칙 이하( 1"고시」 둥에 까지)에서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 을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끔 개선하여야 할 것이 

다. 

생각건대 원자력법 시행규칙은 대부분의 규정이 기술 기준에 관한 사 

항이나 제출서류 둥 형식적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는 바， 이는 합 

리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원자력법령체계상으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한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시행령 속에 시행령 조항의 

근 50%나 차지하는 양올 기술기준 또는 제출서류 관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CD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시행령 제50조 내지 제 112조절， 63개 

조항)CZ>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기술(시행령 제 155조 내지 저11169조， 15개 

조항)@핵물질의 사용에 판한 기준(시행령 제 181조 내지 제 191조，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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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죠)방사성동위원소 둥의 기준(시 행 령 제207조 내지 제219조， 13개조 

항) ~)방사성물질 둥의 폐기기준(시행령 저11229조 내지 제234조， 16개조항) 

ffi)방사성물질 동의 운반 및 포장(시행령 제 239조 내지 제281조의 2, 45개 

조항) 둥을 들 수 있다. 

요컨대 기술기준이나 제출 서류 동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고시 

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것은 원자력 기술기준은 수시 

로 급속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 가변성이 큰 사항이므로 그에 대하여 신 

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어서 시행령보다는 그 제정절차가 단순한 시행규 

칙 내지 고시에까지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사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그리고 심각하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사업 분야에는 이러한 취지가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원자력법은 원자력이라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사항 

올 단일법인 원자력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원자력에 관한 모든 집행사항에 걸쳐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사항올 단일 

한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사업올 단일법으로 규정 

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입각하고 있는 이상， 시행령도 단일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관념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법자체가 방대하고 

되섞여 있는 체계이다 보니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둥도 양적으 

로 방대하고 혼란스럽게 규정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나. 입법기술상의 무원칙성 

또한 각 규제 사업별 그 성격이 상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위임」 및 「간주」 또는 「준용」 규정이 남용되므로써 법의 해석 및 집 

행에도 많은 혼선과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법에서의 「준용」 규정 

또는 「간주」 규정은 입법시 같은 규정올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입법의 편 

의와 법규의 간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입법기술상 장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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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법규의 검색을 번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해석상의 

분규도 야기시키는 단점이 있다. 

우리 원자력법령에는 「준용」 규정 또는 「간주」 규정이 무수하게 구 

사되어 있다. 그것은 광범위한 원자력사업 속에 규제목적별， 규제대상별로 

다양한 유사규정올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반복규정을 피하기 위 

하여 준용규정올 빈번하게 원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준용규정 또 

는 간주규정의 남용은 법해석상의 분규와 법집행상의 난맥올 초래하여， 

원자력 법령을 적용 · 해석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사업자는 물론 원자력 안 

전규제기관의 실무자조차에게까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한 원인 

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광범위한 원자력 사업올 무리하게 단일법으로 규 

정하고 이에 따라 입법의 편의상 준용규정 또는 간주규정을 남용하고 있 

는 법체계에서 비롯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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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창 원짜력 법령콰 타법형훌l계의 분석 

제 1 절 서설 

1. 법체계 일반 

법규범은 법을 형성하는 기본적 단위이며， 조문은 법규범올 표현하는 

문장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의 법전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법규범은 단편 

적으로 제각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통일성올 가진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제반법률의 조문은 법규범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 

이다. 법규범의 종합적 통일체라고 하는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단 

위로 하여 그 국가의 사회 · 경제를 토대로 구축된다. 법체계의 존재적 기 

반이 사적 소유냐 국가적 소유냐 또는 사회 적 소유냐에 따라 자본주의 적 

법체계， 공산주의적 법체계 또는 사회주의적 법체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하여튼 법체계는 통일적 성격올 가진다 하지만， 그 내용올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서로 모순 · 대립하는 듯한 법규범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헌법에서도 한편으로는 사유재산을 보장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올 두고 있다. 그러나， 법체계는 상위법과 하위법， 신 

법과 구법， 일반법과 특별법， 원칙법과 예외법 및 평둥 · 비례의 원칙 퉁 

일반의 법원칙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그러한 모순 · 대립을 넘어서 통일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우리 나라의 법체계는 행정소송사항과 관련하여 다시 공법 · 사법 · 사 

회법 둥의 세 가지 법체계로 나누어지고 그것들은 다시 개별적인 법분야 

로 나누어 진다. 공법체계는 헌법 · 행정법 · 형법 · 소송법 · 국제법 둥올 

내포하며， 사법체계는 민법 · 상법 을
 

E 
} 
。 포함하고， 사회법체계는 노동법， 

경제법 풍을 포함한다. 물론 이러한 법체계의 분류와 법분야의 분류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공법은 공익달성올， 사법은 사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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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사회법은 공공의 이익의 달성을 그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 공익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가 주체가 되어 이룩하여 

야 할 행정주체의 고유한 이익인데 반하여 공공이익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이익이라는 것 

이다. 공법이나 사회법이 공적인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공법은 처음 

부터 행정주체의 고유업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회법은 원래 사인의 생 

활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생활 가운데에서 공공이 

익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개입하여 사인 

들이 자발적으로 이룩한 것과 똑같은 공공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인들의 생활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법의 경우에는 당사자 특히 

사인의 의사개입의 여지는 극도로 적은데 반하여， 사법의 경우에는 당사 

자의 의사개입의 여지가 많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에 의한다. 사 

회법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자치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법률상 평 

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자력법은 공법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근거를 먼저 헌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헌법 제 120조 제 1항 

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 수산자원 ·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 

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우라늄 · 토륨 둥 원자력올 발생 

할 수 있는 물질의 사사로운 채취와 이용올 금지하고， 채취 · 개발 · 이용 

올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올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의 원 

료가 되는 광물자원은 국가의 보호하에 개발과 이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 127조 제 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올 개발올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 

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자력기술올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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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헌법규정올 통하여 볼 때 원자력의 개발 · 

이용 · 제한 퉁은 국가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는 원자력법은 당연히 공법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근거로서는 원자력 관련의 행정이 행정법상의 급부행정과 규제 

행정작용에 속한다는 것이다. 현행 원자력법상 원자력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금올 설치 · 운영하는 것은 과학기술조성행정으로 급부행정영역에 속한 

다고 볼 수 있고， 각종의 검사 · 규제 · 감독은 규제행정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자력법은 공법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법은 공법체계에 속하고， 행정법분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법이 내포하고 과학기술의 속성과 원자력법이 규율하 

고자 하는 원자력의 유용성과 위험성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규제， 피해보 

상문제 둥은 일반 행정작용법 논리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고 때로는 사 

법원리 및 사회법원리에 의해서도 규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 

전소사업은 공기업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사회법의 한 부분인 경제법원리 

에 의하여 고찰될 수 있고，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는 환경법원 

리에 의하여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며， 피해보상은 사법원리에 의해 고찰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자력법은 개별적인 법 

분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한다. 국세행정도 행정법의 규율영역에 속하지 

만 조세가 가지고 있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정수한다는 속성과， 각 조세의 

재정학적 기능， 재산권 보장 동과 관련하여 일반의 행정법과 똑같이 규윷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연유로 권리구제절차도 일반행정구제절차와 달리함 

으로써 개별적인 법분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나름대로의 복수법(개별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 단일법체계와 복수법(개별법)체계 

개별적인 법분야가 공법 · 사법 · 사회법체계 중 어느 체계에 속하느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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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법규범의 종합적인 통일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개별적인 법분야가 그 폰재형식에 있어서 어떠한 체계에 속하고 있는지 

또는 속하여야 하는지도 법규범의 종합적인 통일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법령을 그 존재형식에서 파악하여 보면 단일법 

체계， 복수볍체계 또는 단일법체계와 복수법체계를 절충한 혼합법체계로 

대별할 수 있다. 단일법체계는 개별적인 법분야가 규울하고자 하는 그 대 

상을 성질과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분야를 단일의 법령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 

다. 예를 들면 사법체계에 속하는 민법분야는 민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민법에， 상사분야는 상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올 상법에 규정함으로써 단 

일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복수법체계는 개별적인 법분야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방법을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서로 각기 다른 

법령들에 규정함으로써， 각 법령의 합목적성， 정당성 및 실효성올 확보하 

고， 이들을 통하여 개별적인 법분야 전체의 종합적 통일성올 기하고자 하 

는 법체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조세법분야에 있어서 과세주체에 따라 국 

세와 지방세로 분류하고， 국세에 관하여는 국세에 대한 일반적이고 공통 

적인 사항올 규정한 국세기본법， 각 조세의 성질과 기능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세법 퉁 각 조세실체법， 강제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처벌 및 처벌절차법， 그리고 재 

화나 용역의 국경통과에 대한 관세법 및 지방세법 퉁 복수법으로 각기 규 

율하면서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는 것은 개별법체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개별법체계의 예로써 후술하는 바와 같은 교육 

법분야와 환경법분야를 들 수 있다. 혼합법체계는 단일법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 관련 복수법올 갖춘 것으로서 단일법체계와 복수법체계의 중간에 

해당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혼합법체계는 처음에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 

기 때문에 단일법체계로 출발하였으나 경제의 발달 빛 과학기술 동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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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로 새로운 규율영역이 생겨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접근방법으로 대 

중요법적 방식올 취하여 그때 그때 필요한 법령올 제정하는 데서 비롯된 

다. 따라서 혼합법체계는 일정한 복수법분야와 관련된 모든 법의 「모자 

이크」 식 혼합체를 의미한다. 어펀 면에서는 혼합법체계는 일정한 복수법 

분야가 단일법체계로부터 복수법체계로 이행되어가는 과도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일정한 복수법 분야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올 위하여는 법적 

접근방법을 대중요법적인 것으로부터 적정관리적인 것으로 전환시킴과 함 

께 새로운 법리의 형성에 호소하지 않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합법체계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원자력법분야인 것 같다. 목적이 상 

이한 사항들올 원자력법이라는 단일법령에 묶어 놓고，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 

력연구소법，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둥을 갖추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의 교육법분야와 환경법분야가 복수법체계를 이루기 전에 

이러한 혼합법체계를 구성하였던 것이 또한 이러한 혼합법체계로부터 복 

수법체계에로의 이행과정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경제의 발전과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영역 중에는 일반행 

정보다는 전문적인 행정을 요하는 분야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분야는 

단일법체계， 또는 대중요법적인 혼합법체계로는 그 합목적성， 전문성， 정 

당성 및 실효성올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분야는 개별적인 특성 

을 살리면서도 전체로서의 통일성과 조화를 기할 수 있는 복수법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규율의 실효성과 안정성올 기할 수 있다고 본다. 나날이 그 

중요성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있는 교육법분야， 환경볍분야， 조세법분야가 

이미 복수법체계를 갖추었고， 원자력법분야도 그 중요성과 전문성에 비추 

어 복수법체계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 2 절 원자력 법령체계 분석 

‘ ‘ “ 



1. 원자력법의 의의 

원자력법이란 일용 원자력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립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행법체계를 중심 

으로 볼 때 두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에서의 원자력 

법이란 원자력행정의 조직 ·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원자력법은 원자력관련법령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원자력행정의 주무부서인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 

령령， “원자력법 “한국원자력연구소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 

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퉁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원자력법은 “원자력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 

규칙만을 의미한다. 원자력행정이 일반적인 행정상의 지식과 경험에서 더 

나아가 원자력에 대한 전문적 · 기술적 지식과 경험올 요하고， 원자력이 

가지는 생활상의 유용성과 그 가공할 파괴력 및 피해를 감안할 때 원자력 

법올 넓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자력법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그 폰재형식에 있어서 혼합법 

체계로 구성되고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단일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관련의 법령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서로 목적이 상이함에도 “원자력법”이라는 단일의 법령 속에 내재하는 

문제점올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분석도 “원자력법”과 그 시행령 · 시 

행규칙에 한한다. 

2. 원자력 법령체계의 편제와 분석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은 1958년 3월 11일 법률 저11483호로 제정 · 공포 

되고， 1982년 4월 1일 법률 제3549호로 전면개정된 이래 1996년 12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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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함으로써 상황변 

화에 대처하여 왔기 때문에 대중요법적인 접근방법올 취하여 왔고， 그 결 

과 단일법체계를 고수하여 왔다. 

가. 내용상의 면제와 분석 

현행 원자력법의 편제상 주요내용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 1 장 : 총칙 

원자력법의 입법목적(제 1조)과 원자력법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한 

입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목적이 그 성질올 달리하고 있는 원 

자력에 관한 사항들올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 특정이다. 

그 목적을 살펴보면， CD원자력의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에 관한 사항 

의 규정，(2)원자력의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 

항의 규정，@학술진보의 촉진，@산업진홍의 촉진，(5)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의 기여，@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도모 둥 

다양하면서도 산만한 목적을 보여 주고 있다. 입법목적이 다양하다는 것 

은 원자력의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 안전규제， 학술진보의 촉진， 산업진 

홍의 촉진，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 방사선에 의한 재해방지와 공공 

의 안전도모 둥이 서로 성질올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목적이 

산만하다고 하는 것은 목적조항이 원자력의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과 이 

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올 규정함올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학술 

의 진보와 산업의 진홍올 촉진함올 간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과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올 

도모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 

공의 안전도모가 직접적인 목적과 간접적인 목적올 통하여 당연히 달성되 

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만성을 불식하기 위하여는 입법목적올 원자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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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도모에 필요한 사항올 규정함으로써 학 

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홍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올 

도모함올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은 원자력법과 상 

관없는 목적처럼 보이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민생활에의 기여라 

는 사실과 헌법이 광물 둥 천연자원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에 

대하여 국가가 채취 · 개발 · 이용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헌법 제 

120조)， 이를 제9장 경제편에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처11127조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을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 

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을 연과시키고 있 

으므로， 원자력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올 천 

명하는 것이 원자력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개 

법에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은 구체적인 규정을 그에 대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련분야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다양하고 산만한 목적올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이에 따른 복수 

법을 제정하여 그 목적과 관련된 사항들올 규정하는 것이 원자력법령체계 

의 전문성올 살리면서 전체로서의 통일성과 실효성올 거둘 수 있다고 본 

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의 입법목적올 정리하면 @원자력의 연구 · 개발 

· 이용과 학술의 진보 및 산업진홍의 촉진，(2)원자력에 관한 행정의 효윷 

성 제고，@원자력의 계획적 실시와 원자력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규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 판매 · 폐기와 이와 관련되는 방사선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규제 동으로 분류하고 현행 원자력법의 내용올 이 목적에 따라 

각기 복수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제 2 장 :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올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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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두고，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올 심의 · 의결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 

다. 이는 행정조직에 관한 만큼 원자력행정의 책임성 · 공개성 · 투명성 · 

법률적합성올 보장하여 실효성올 기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법률로 제정함 

이 적절하다.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현행의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있는 원자력실올 원자력청으로 개편하고 이와 각종 위원회를 포 

함하여 규율하는 “원자력청법”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법 

에 의하면 원자력위원회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전문성이 의문이다. 따라서 그 자격기준으로 원자력관련의 

전문가와 이에 관계되는 행정부서의 공무원 및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구체 

적인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원자력행정의 전문성과 원자력행정에 대한 국 

민의 공감대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3) 제 3 장 : 원자력진홍종합계획의 수립 및 원자력의 연구개발 둥 

제 4 장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제3장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홍종합계획올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내용에는 원자력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둥올 포함시키도록 하고있 

으며，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올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법올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의 연구 · 개 

발 · 생산 · 이용과 이에따른 안전관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이라는 

목적하에 별도의 개별법올 제정하여 제3장과 제4장을 수용할 수 있다. 즉， 

원자력의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향 및 육성책 그 

리고 원자력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성확보에 대한 기본방향둥 국 

가의 일관된 정책이념이 천명된 법의 제정으로 이들올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은 성질상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관한 기 

X 

μ
 



본법의 형태를 갖는다. 

4) 제 4 장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운영 

제 5 장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생산둥 

제 6 장 :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둥 

제4장， 제5장， 제6장은 원자력올 발생시키는 핵물질사용과， 핵물질중 

핵연료물질올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둥의 생산 · 건설 · 이용 둥에 대한 허가와 그 기준 둥올 규정한 것으로 원 

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규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들은 핵물질사용 둥올 

중심으로 하고 있어 그 규제대상， 규제방법， 인허가절차， 및 안전규제에 

있어서 공통되므로，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재해방지를 도모하여 안전성 

올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개별법화함으로써 방사성동위원소 및 발생장치 

에 관한 사항과 구별하여야 한다. 

5) 제 7 장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발생장치 

제 7 장의 2: 역무제공업 

제 8 장 : 폐기 · 운반 

제 9 장 : 방사선 피폭선량의 판독 

제7장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대한 허가와 허 

가기준 및 안전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7장의 2는 방사성오염 

제거， 방사성폐기물수거 · 처리 · 운반， 관련설비기기의 점검 · 보수둥 방사 

선취급관련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퉁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8장은 방사성폐기시설의 건설 • 운영에 대한 허가와 허가기준 및 안전규 

제를 내용으로 하고， 제9장은 방사선피폭선량에 대한 판독엽의 승인 또는 

허가와 그 기준 및 안전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련된 사항이 규제대상이 되는 것 

으로써，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웅영에 관한 사항과 핵물질사용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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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항올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양자 모두 방사선에 의 

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성올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규 

제목적과 대상에 있어서 구별된다. 후자는 안전한 정련， 전환， 가공 및 사 

용후 핵연료의 처리와 원자로의 건설 ·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제대상인데 

반하여， 전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발생장치의 사용 판매 및 폐기에 관한 

사항들이 규제대상이 되어 규제방법과 인허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제7장， 제7장의 2, 제8장 및 제9장은 별도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 

선장해방지에 관한 법으로 개별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6) 제 10 장 : 면허 및 시 험 

제 10장은 원자로의 운전， 핵연료물질 ·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 

생장치의 취급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면허를 받 

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시험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므며 면허의 종 

류를 열거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자로와 핵연료물질에 대한 규제 

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규제는 상이하므로 면허와 

시험의 종류도 이에 따라 해당법규에서 규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제 11 장 : 규제 · 감독 

저1111장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제한구역의 설정， 

방지조치， 소리 및 양도 · 양수의 제한 둥올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사성동 

위원소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8) 제 12 장 : 부칙 

제 12장은 원자력에 관련되는 각종의 허가나 지정에 조건올 붙일 수 있 

는 근거조항과 청문 주민의 의견수렴 수출입절차， 비밀누설금지， 권한의 

위탁 동 행정일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자력행정의 조직에 관 

한 법률， 예컨대 원자력청법에 포함시키거나， 원자력에 대한 기본법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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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따라 복수화(개별화)한 법에 해당사항별로 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9)제 13 장 : 벌칙 

제13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운영 · 생산과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둥에 대한 위반과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 

련된 사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별로 원자력 

규제와 방사성동위원소규제로 나누어 관련법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상과 같이 현행 원자력법의 목적과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목적의 

상이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여 원자력기본법， 원자력청법 또는 원자 

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법，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나. 형식상의 편제와 분석 

현행 원자력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원자력법”과 그 하위법령인 “원 

자력법시행령"(대통령령) , “원자력법시행규칙"(총리령) 및 원자력관계의 

“과학기술부고시"(과학기술부 장관의 명령)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 

호간에 상하관계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없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형식상의 편제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φ 원자력법에 의하여 위임받거나， 원자력법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 

체적인 사항들이 원자력법시행령 · 원자력법시행규칙이라는 단일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모법인 원자력법이 광범위한 영역의 원자력에 관한 사 

항올 단일법인 원자력법에 규정하고 있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일지는 

모르지만， 상이한 목적을 가진 원자력법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은 그 목적 

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오히려 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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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폐지되었지만 1961년 5월 10일 법률 제 616호로 제정되었던 “특정 

외래품판매금지법”은 단일법인데도 불구하고 4개의 대통령령을 하위법령 

으로 두었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 

정령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4조 제3항 시행에 관한 규정" “특정외래 

품판매금지법 제5조 제 1항 단서 시행에 관한 규정” 및 “ 특정외래품판매 

금지법 제 10조 시행에 관한 규정” 퉁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경제현상의 변화에 부웅하여 적정한 그리고 상이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원자력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 

전에 부웅하여 효율성 있는 규제를 한다는 의미에서 원자력법도 하위법령 

의 단일성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구체적이고도 가장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법시행 

규칙”의 제정권자가 일반행정법 분야와는 달리 국무총리이었다. 정부조직 

법상 과학기술처가 국무총리의 소속하에 있었기(동법 개정전 제25조) 때 

문이겠지만， 국무총리소속 기관의 직제에 원자력이라는 전문분야에 대한 

부서가 없고 오히려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에 원자력실을 두어 

원자력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원자력법 

시행령”을 원자력담당기관인 과학기술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중복올 피하고 신속하고도 효윷성있는 원자력 

행정을 보장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 

하여 대통령의 통할 아래 둔 것은 (동법 제26조) 과학기술부 장관이 원자 

력법에 대한 시행규칙올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원자력법시행령”과 “원자력법시행규칙” 및 과학기술부 장관의 다 

수의 결정사항들은 과학기술부와 관계부처(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동)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원자력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원자력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이 당연직위원이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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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부 장관은 발전용원자 

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하며(원자력법 제 11조 제6항)，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 처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과 통상산업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 

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3조 제4항). 이는 정부 부처간 

에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에 필요한 하급법령의 제 

· 개정이 어렵게 되고， 이해가 대립되지 않는 기술적 · 사항마저 제정 · 개 

정이 지연되어 적정한 원자력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올 가져올 수 있다. 이 

러한 문제는 형식상의 편제와 내용상의 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 

하여야 할 것이다. 

@ 상위법인 “원자력법”에 규정된 사항올 하위법령인 “원자력법시행 

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이 법률의 수권없이 과학기 

술부 장관의 소속하에 있는 원자력안정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심의를 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동 시행령 제22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동 시행령 제33조의 (2)) 

연구용둥 원자로시설의 건설 · 운영허가(동 시행령 제44조 (2)) 

외국원자력선의 운영허가(동 시행령 제45조 (2)) 

변환사업허가(동 시행령 제 125조 (2)) 

가공사업허가(동 시행령 제137조 (2)) 

사용후 핵연료 처리 사업허가(동 시행령 제 145조 (2)) 

이와같은 경우를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 

방세법”이 지방세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재결청으로 내무부 장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동법 제58조)， “지방세법시행령”은 법률의 수 

권없이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사건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관청이 일정한 처분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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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일정한 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 

의 처분의 적정성과 신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위원회는 의 

결권은 없고 심의권만을 가지므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올 구속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올 

하위법령에 의하여 규율한다는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에 배치되는 것이 

기 때문에 최소한 법률에 위원회의 사전심의의 근거를 규정하여야 한다. 

(5) 원자력에 관한 “과학기술부고시”에는 법규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있다. 고시는 행정기관이 결정한 시항 및 기타의 일정한 사항올 일반 

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의사표현의 한 방식으로 그의 법적 성 

질 내지 효력은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시의 내용이 

일반사무처리기준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없으므로 행정조 

직내부에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 

러나 고시의 내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형식 

을 띄운 법규명령으로서 법규성을 가지므로 국민올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올 갖는다. 

과학기술부고시인 “성능검증업 허가기준 및 성능검증 대상부품”은 원 

자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통상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부품(동법 제42조의 2 제1항)과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동법 제 

42조의 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규적인 성질을 갖는다. 또한 과학기술 

부고시인 “방사선량 동에 관한 규정”은 원자력법시행령에서 “방사선량 동 

에 관한 규정” 원자력법시행령에서 “방사선량의 물리적 정의는 과학기술 

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역시 법규적 성질올 가지므로 일반국민올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 

력올 갖는다. 이에 반하여， 과학기술부고시인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작성지침 “원자력관계시설의 사고 · 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 퉁은 법률의 수권없이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사무처리기준 

올 정한 것으로서 법규적 성질올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해당된다.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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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자력영역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항올 규윷하기 위하여는 과학기술 

부 고시도 이에 부웅하여 다양성을 띄어야 되겠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 

으로 검증된 수 · 량에 관한 기준은 고시에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제 3 절 국내 타법령체계의 분석 

1. 서언 

모든 종류의 규율대상올 한 개의 법률 속에서 총괄하여 취급하는 단일 

법체계의 입법방식은 초기의 환경법과 교육법분야에도 나타났었으나， 규 

율대상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특질을 가지는 관계로 그 규제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관한 입법도 역시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경제의 발전과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는 환경법 분야와 교육법분야에도 많은 영향올 끼치어 규 

율대상의 다양화 · 심각화 및 전문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규율대상의 다양 

화 · 심각화 및 전문화 경향과 함께 국가의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화함에 

따라 법개정의 빈도가 격증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에 대한 특별법 

제정의 수요도 점중하게 되었다. 단일법올 고집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의 

위임증가로 입법형식상의 기형화 내지는 위헌문제의 시비를 야기시킬 우 

려마저 없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규율대상의 다양화 · 심각화 및 전문화 

에 따른 환경행정과 교육행정의 적극화는 필연적으로 환경대책입법과 교 

육대책입법의 개별화를 요청하게 되었고， 원자력법분야도 같은 이유로 복 

수법(개별법)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대개의 경우 규율대상의 다양화 · 심각화를 경험한 선진제국에서는 복 

수법체계를 그리고 원자력 · 교육 · 환경문제에 대하여 초기단계에 있는 개 

발도상국가에서는 단일법체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나라도 OECD 

에 가입하는 퉁 선진제국의 대열에 참가하는 퉁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는 점에서도 환경법， 교육법에 이어 원자력법 둥의 복수법화가 요청된다. 

냉
 



2. 환경법령체계의 분석 

가. 환경법의 의의와 연혁 

환경법이란 환경에 관한 법 또는 환경의 이용 · 관리 · 보전에 관한 법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환경이란 인간의 생활을 위한 주위의 모든 요소의 

일체를 말하며 이에는 자연환경， 인공환경 및 사회적 환경이 있지만， 환경 

법의 형성과정이나 연혁에서 볼 때 자연환경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법의 

대상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래의 급속한 산업화 · 도시화는 선친 제국 

에서와 다름없는 성격의 환경오염문제를 겸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문 

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선진 제국의 입법추세에 쫓아 1963년 

11월 처음으로 “공해방지법”올 제정 · 공포하여 최초의 환경법의 탄생올 

보았다. 산업진홍을 통하여 근대화를 촉진하자는 정부의 기본정책에 잇따 

라 만들어진 이 법은 그 동안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한갖 입법의 구 

색을 갖춘 데 지나지 않았던 느낌이 있었다. 그 후 1971년 1월에 종래의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 · 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둥올 도입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공해대책에의 의 

지를 보여 주었다. 1977년 12월에는 공해방지법에 대체하는 “환경보전법” 

을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총량규제제도 퉁올 도입하여 나 

날이 중대되어 가는 환경오염문제에 보다 적극적 · 종합적인 대용을 하고 

자하였다. 

환경오염문제가 급기야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되자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관념이 출현하게 되었고， 1980년 헌법 제33조가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로서의 환경권개념올 명백히 하였다. 1987년 10월 29일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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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된 현행 헌법은 환경권 조항에 자구 수정만올 하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 "(헌법 제 235조 제 1 

항)， 라고 규정하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동법 제35조 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권의 구체화를 법률에 위임하 

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 보장올 환경법의 지배원리로 하였 

다. 

그 후 계속되는 인구의 증가와 고도의 산업사회의 경제구조는 대량생 

산과 대량소비를 낳고 이에 따른 환경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심각 

성이 날로 더해지자 기존의 환경보전법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1990년 8월 1일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이에 대치하여 환경정 

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둥으로 복 

수법화 하였다. 

이와같이 환경법을 복수법화하게 되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어도 환 

경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관련법올 체계있게 제정하여 나 

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토양환경보존법， 먹는물관리 

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자연환경보존법 및 호소수질관리법 퉁이 

있는데 환경부 소관 환경법의 분야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환정부소관 환경법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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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 ·수도 ·환경기술개 

환경 환경 환경 관리법 물질 법 발및지원에 

보전법 보전법 보전법 관리법 관한법률 

· 환경 · 소음진동 • 오수 · 분 ·자원의 ·환경범죄 ·먹는 ·환경오염 

영향 규제법 뇨및축산폐 절약과 의처벌에 물 피해분쟁 

평가법 수의 재활용 관한특별 관리법 조정법 

처리에 촉진에 조치법 

관한법률 관한법률 

·지하생활 ·하수도법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 ·환경개선 

공간공기질 설치및주변지역 비용부담법 특별회계볍 

관리법 지원등에 관한법률 
·호소수질 ·토양환경 ·환경관리 

관리법 보전법 공단법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4 
U 



3. 환경법 령에 대한 분석 

현행 환경법령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색올 지적할 수 있다. 

가. 공법체계에 속하는 행정법분야 

환경권을 새로운 환경법의 법리로서 확립시키려는 법영역으로 보고 환 

경법올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둥과 같이 공법과 사법을 초월하는 제 

3의 법역인 사회법체계에 속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회법은 사법의 

원칙적 폰재와 그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 

장에서 공법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사인간의 실질적 평동올 실현하려고 

하는 법이다. 따라서，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구별없이 모든 인간의 생존올 

위협하는 환경오염올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법이므로， 환경법이 사회 

법체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행정법은 환경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공적 임무에 관한 것으로 

국가가 사전대비의 원칙에 따라 포괄적으로 파악되는 자연의 이용올 위하 

여 생태계의 관리 ·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금지 ·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법 

이기 때문에， 환경법은 공법체계에 속하고 행정법으로서의 성격올 가지게 

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환경법에는 일반행정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 

러한 환경법의 성격을 살펴보면 ; 첫째， 환경법은 구체적인 환경위험올 극 

복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대웅하는 법이므로 처분법률로서의 성격을 가 

진다. 둘째， 환경법은 예견할 수 있는 목표와 수단에 관심올 갖고 미래의 

발전에 대한 동인올 설정하여 환경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려고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계획법의 성격올 갖는다. 셋째， 환경법은 기술상의 발전과 규 

범화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자연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규정올 갖게되므로 기 

술법의 성격올 갖는다. 이러한 기술성으로 인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넷째， 환경법은 현대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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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현대법이라 부를 수 있다. 

나. 복수법체계 

1990년 8월 1일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보전 규율 대상들이 그 

성질에 따라 별도의 법률로 제정됨으로써 환경법은 복수법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환경보전법 현행법 

제 1장 총칙 

제2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 

규제법，수질환경보전법에 

각각 그성질에 따라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장 대기보전 

제4장 소음 · 진동 퉁 규제 • 환경보전법 

제5장 수질 및 토양의 보전 • 수질환경보전법 

제6장 비용부담(환경오염방지 • 환경관리공단법 (83. 5. 21 제 

제7장 방지시설법 

정. 90. 8. 1. 환경정책기본법 

의 제정과 더불어 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 

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퉁에 별 

도로 규정 

제8장 축산폐기물처리(삭제) •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 

사업의 재원으로써) 

리에 관한 법률 

제9장 분쟁조정 및 피해보상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97. 8. 28. 제정) 

• 각 개별법에 규정 제 10장 보칙 

끼
 
m 



제 11장 벌칙 • 각 개별법에 규정， 환경범죄 

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91. 5. 31.제정)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과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올 

규정함으로써 환경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올 담당하게 되었고， 환경에 

관한 다른 법들은 이를 기초로 하여 그 규윷 목적과 대상에 따라 복수법 

으로 각기 제정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보전법에 대치하여 기본적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둥이 

제정되었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97. 8. 28 제정)둥 앞의 도표에 열거 

되어있는 법률들은 그 후에 제정되었다， 다만 기폰의 환경관리공단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개정되었으며， 하수도법과 수도법은 그 

후에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환경법분야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복수법체계를 이룬 것은 

환경문제의 다양성 · 광범성 · 심각성 · 전문성올 인식하여 환경문제의 근본 

적인 해결올 위하여 환경법에 대한 법적 접근방법올 대증요법적인 것으로 

부터 적정관리적인 적으로 전환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똑같이 과학 

기술과 그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올 전제로 하고 있는 원자력법이 대중요 

법적인 법적 접근방식올 탈피하지 못하고 단일법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원자력의 유용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피해의 광범성 및 심각성은 일반의 환경오염문제보다 훨씬 크 

다고 하겠다. 일반의 환경오염피해는 치유가 가능하지만 원자력피해는 치 

유가 어려운 것으로 인간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만큼 원자력법올 적정관 

리적인 차원에서 복수법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다.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의 확립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는 본법의 기본이념올 규정함에 있어서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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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올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올 천명하고， 이를 위하 

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올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 

지 ·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의 원칙을 선언하였으며， 환경보존의 혜택을 국민들이 널 

리 향유하고 그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올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환경보전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환경보전우선주의를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환경보전은 경제개발이나 군사목적과 같은 다른 국가목적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경문제는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노정되는 것이 

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두 가치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에 따라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지도이념은 경제성장우선주의， 경제성장 · 

환경보전조화주의， 환경보전우선주의중의 어느 하나로 결정된다. 환경문제 

의 해결올 위한 노력은 이르면 이를수록 그 성공의 기회는 더욱 크고， 보 

다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즉 환경권이 

생폰권적 기본권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책기본권이 환경보전 

우선주의를 채택한 것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다. 

라. 복수의 하위법령체계 

환경법이 개별법체계를 이루면서 형식변에서 달라진 것은 환경법령체 

계가 종전의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을 하나씩 갖게 되는 도식에서 벗어 

나 법률하나에 동급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두 개 이상 갖게 되는 복수 

의 하위법령체계를 띄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먹는 물 관리법”에 

는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하나와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둥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퉁 2개의 시행 

규칙을 두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올 전제로 하는 환경법분야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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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대두되는 환경문제해결에 탄력성 있게 부옹하여 환경보존의 실을 거 

둘 수 있는 길올 열어 놓은 것이라고 보여진다. 동일한 사항에 대한 동법 

의 하위법령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 서로 저촉되거나 모순되어 규 

윷에 있어서의 일관성 또는 통일성올 잃게 될 우려가 있지만 신법우선의 

원리 특별법우선의 원리에 의해서 하위법령간의 조화를 이루고 전체로서 

의 통일성올 견지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마. 환경법령과 환경관련법령과의 관계 

환경법령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환경올 보존할 목적을 갖는 법으로 

환경부 소관의 법령이고， 환경관련법령은 환경보전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목적으로 특정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타부처 소관의 

법령이지만 환경에 영향올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진 것올 말한다. 

이와같은 환경법령과 다음 도표에서 보듯이 수많은 환경법령은 그 소 

관 부처가 다르고 정책목표가 상이한 관계로 상호모순 또는 충돌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부처간의 협조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으면 각부처의 소관업무수행이 비효율적이고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관련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로 이를 방지할 것이 요구된다. 

타부처 소관 환경관련법 

% 



부문별 법 령 명 

도로교통법， 원자력법，원자력손해배상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 

대기오염관계 너지사업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석유사업법， 중기관리법， 오존층 보 

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 • 규제 둥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관계 
해양오염방지법， 지하수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특정다목적햄법，골재채취법，소하천정비법，지방양여금법 

소음관계 도로교통법，학교보건법 

국토·토양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건축법，자연공원법， 

관계 
도시공원법，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토지수용법，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토지구획정리사업법，택지개발촉진법，고속 

일반 
철도건설촉진법，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촉진법，국제회의 

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주도개발특별법 

농업 
농약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식물방역법 '1 

농어엽재해대책법 

축산 축산법，낙농진홍법，초지볍 

수산，항만 수산업법，수산진홍법，어항법，항만법 

산림 산림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사방사업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볍조치법， 환경친화적기업경영체제로의전환 

기타 
촉진에관한법률， 광엽법， 광산보안법，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대외 

무역법，과학기술진흥법，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풍수해대책법， 경범죄 

처벌법 등 

또한 경제활성화 둥올 위하여 기업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유로 환경법령 

에 대한 특례규정올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환경법의 기본 

이념인 환경보전우선주의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는 소음 · 진동배출시설에 관한 특례규정이 

고， 제54조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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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이다. 경제생활도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하 

여 환경법의 적용올 완화한다 하더라도 환경법의 기본이념과 본질올 훼손 

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환경부와 관련부처간의 협 

력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속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 

의 노력을 견지하여야 한다. 

4. 교육법령체계의 분석 

가. 교육법의 의의와 연혁 

교육법(실정법으로서의 “교육법”을 포함한)이란 교육에 관한 법으로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교육은 인 

간의 소질올 개발하고 지적 능력올 조성하여 문화적 · 사회적인 능력올 향 

상시키기 위한 가치창조의 활동이기 때문에 인간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것 

이다. 오늘날의 교육활동은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향상이 요구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방향을 규제하고 또는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법은 각급학교의 교육목적， 교육방법 및 운영 둥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구 “교육법”에 포함시켜 왔는데， 

1998년 3월 1일 교육법 전반에 걸친 개편올 통하여 개별법화하였다. 구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 · 공포된 이후 38회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의 교육여건에 부웅하지 못하며，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동의 문제점이 있어 

구 “교육법”의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교육개혁위원회 

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구 “교육법”올 “교육기본법 “초 · 중둥 

교육법" “고둥교육법” 둥 세 개의 법률로 구분하여 새롭게 제정하였다. 

“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계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올 구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올 규정하여 모든 

교육관계법의 기본법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본법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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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올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 10조) , 

기존의 “사회교육법"(1982. 12. 31 제정 · 공포)은 이번에 제정된 다른 법 

률들과 함께 교육법의 근간을 이룬다. “초 · 중둥교육법”은 초 · 중둥교육 

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교육받올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한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제정된 법률이 

다. “고둥교육법”은 고동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에게 고둥교육을 받을 기 

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교육 

개혁방안들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올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다. 

5. 교육법령에 대한 분석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한 교육법령은 체계상 다 

음과 같은 특색올 가지고 있다. 

가. 공법체계에 속하는 행정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은 사인의 자유로운 행위로써 이에 대한 공권력이 

관여할 필요가 없으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조직체에서 행하여질 때는 

공적인 입장에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적 · 문화적 및 윤 

리적 가치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의 조성과 통제가 

행하여 지므로 교육법령은 공법체계에 속한다. 이와 같이 사인의 교육활 

동에 대해서도 공공의 견지에서 공권력이 발동되며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법 

규는 매우 광범하여 이 교육법령에 의거하여 공권력의 작용으로서의 교육 

행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육법령은 행정법분야에 속한다. 교육법령의 

특수성은， 첫째， 교육의 기회균퉁 보장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 

동하게 교육올 받올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헌법 제31조 제 1항 및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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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4조). 교육은 국민의 생존능력， 즉 근로에 의한 생활유지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교육의 기회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기회가 균퉁하 

게 보장된다.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이다. 교육자체의 중립성이 

보장될 뽑만 아니라(헌법 제31조 제4항 및 교육기본법 제6조) 교원이 자 

신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 14조 제3항). 

나. 복수법체계 

교육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초 · 중둥교육과 고퉁교육올 구 “교육법”에 

모두 규정하여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었는데 현행 교육법령은 

“교육기본법 “초 · 중동교육법 “고퉁교육법” 둥으로 구분 · 제정되었으 

며， 이에 따라 “사회교육법”도 개정되었으므로 교육법령이 복수법화되었 

다.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교육법 현행법 

제 1장 총칙 

제2장， 제3장(삭제) 

제4장 교원 

제5장 제 1절 학교 

• 교육기본법 

• 교육기본법 

• 초 · 중둥교육법과 고둥교육법에 각각 

규정 

제5장 제2절 초둥학교 

제3절 중학교 

제4절 고둥학교 

• 초·중동교육법 

~ ν 

ν ~ 

제7절 기술학교와 고풍기술학교 • 초 · 중둥교육법 

제8절 공민학교와 고퉁공민학교 • ν 

제9절 특수학교 

제 10절 유치원 

~ ν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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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절 각종학교 

제5장 제5절 대학 

제6절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 ν 

• 고퉁교육법 

-’ ν
 
ν
 
ν
 
ν
 

제6절의 2 전문대학 • 

제6절의 3 방송통신대학교 개방대학 ---• 

제6절의 4 기술대학 

제6장 수업 

~ 

• 초·중둥교육법과 고퉁교육법에 각각 

규정 

제7장 학과와 교과 

제8장 교과용 도서 

제9장 장학과 장학금 

제9장의 2 재외국민의 교육 

• 초·중둥교육법 

• ν 

• 교육기본법 

~ ν 

제9장의 3 국제교육 및 국제교육협력 • ν 

제9장의 4 보칙 • 초 · 중둥교육법과 고둥교육법에 각각 

규정 

제10장 벌칙 .~ ν 

이와 같은 교육법령의 복수법화는 다양한 종류의 교육과 그 특성 및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접근방식에 있 

어서 대중요법적인 것으로부터 적정관리적인 것으로 전환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 헌법이념의 구현 

구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 · 중둥교육법， 고둥교육법으로 개별화하 

여 그 특성올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에 대한 학 

생， 학부모 및 교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며(교육기본법 제2장)， 학 

생자치활동의 권장 · 보호(초 · 중퉁교육법 제 17조 및 고퉁교육법 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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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교장의 학칙 제 · 개정에 대한 법적 근거의 확립으로， 현행교육법령 

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자유민주주 

의란 @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인 지배의 부정，(2) 자유와 평둥의 보장，@ 

다수결의 원리，@ 국민의 자윷성，@ 법치주의 퉁올 그 개념적 요소로 한 

다. 현행법령에 있어서의 청문， 자치활동의 권장 · 보호， 학칙의 제 · 개정， 

교육의 자주성 보장 둥은 자유민주주의에 합치되는 것이다. 

라. 교육개혁법안의 수용 · 입법 

교육개혁위원회가 수립한 “신교육체계 수립올 위한 교육개혁방안”올 

실현하기 위하여 개혁방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법령에 수용되어 입법 

화된 것이 현행의 교육법령이다. 특히 교육기본법， 초 · 중둥교육법， 고퉁 

교육법에 반영된 교육개혁방안의 정신과 관제는 열린 교육사회 · 평퉁학습 

사회의 구축(교육기본법 제 10조)，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고등교육법 제 

28조-제59조)， 초 · 중둥교육의 자율적 운영올 위한 학교공동체의 구축(초 

· 중둥교육법 제31조-제34조)， 대학입학제도의 개선(고둥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36조)， 인성 및 창의성올 함양하는 교육과정(교육기 

본법 제9조) 퉁이다. 

마. 유기적 종합적인 법체계 

구 “교육법”은 1949년 제정이후 교육법령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은 

1998년 3월 1일 이전까지 38회의 개정올 거듭하는 동안 변화하는 교육문 

제해결올 위한 법적접근방법에 있어서 적정관리적이지 못하고 그때 그때 

의 필요한 사항올 규정하고 개정하다보니 대중요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법률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올 결하게 되고， 상하위법령간에 모 

순되거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위법령에서 제한하는 퉁 

교육법령간의 유기적인 관계와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미홉하였다. 예를 들 

면， 구 “교육법” 제76조 제2항에서는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올 퇴학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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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인 구 “교육법시행령” 제77조는 학교 

장으로 하여금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의무교육학 

령 대상아동에 대해서는 퇴학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는 상위법령의 수권도 없거니와 상위법령의 강행규정까지도 무시하는 것 

으로 법체계의 혼란올 가져오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현행 초 · 

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올 징계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올 퇴학시킬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저1118조 제 1항)， 동법 시행 

령에서 이에 저촉되는 규정올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전 

체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가진 학교급별 특성올 

각 복수법에 반영함으로써 교육법령간에 통일성과 일관성올 유지할 수 있 

게 되었다. 

제 4 절 일본 및 기타 외국의 원자력법령체계 현항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령은 일본의 원 

자력법령체계올 참조하며 만들어졌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있어서 

양국의 원자력법령체계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또 

한 경제 선진국들인 OECD회원국의 원자력법령체계에 견주어 볼 때도 우 

리 나라의 그것과는 역시 현격히 다른 법령체계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 

음올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일본과 기타 선진 원자력 국가의 원자력 법령 

체계의 운영 현황을 개략해 보고자 한다. 

1. 일본의 원자력법령체계 

다른 에너지원에 없는 원자력의 특색은 그 커다란 유용성과 함께 그 

반면으로써 잠재적 위험성올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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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본에서는 원자력의 개발 · 이용 둥에 관한 법령을 체계화함에 있 

어서 개발 · 이용의 촉진과 안전규제의 조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어 왔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연구 · 개발 

· 이용에 관한 법령체계를 일본의 원자력 이용의 기본원칙올 나타낸 것이 

라 말할 수 있는 「원자력기본법 J <1955. 12. 19, 법률 제 186호)을 중심으 

로 하여 조직법， 연구 · 개발 촉진법， 규제법， 손해배상법 둥 분야별로 각 

각 개별화하여 편성함으로써 상당히 합리적인 법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즉， 일본의 원자력관련 법령체계상 입법의 기초는 원자력기본법(기본 

법)이다. 이 기본법에서는 미래에 있어서 에너지 자원의 획득， 연구 · 개발 

의 증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퉁올 기본법의 목표로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이용에 수반되는 규제의 근간올 규정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 

령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또한 기본법에서는 원자력위원회와 동력로 · 핵연료개발사업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핵원료물질， 원자로， 방사선방호， 원자력손해배상 둥 

에 관한 규제를 선언적으로만 언급하고 그에 관련된 후속 개별법령을 통 

하여 국가의 규제를 규정토록하고 있다. 즉， 핵연료물질 둥이나 원자력시 

설을 규제하는 원자로 둥 규제법과 방사성동위원소를 규제하는 방사선장 

해 방지법이 그 예이다. 참고로 원자력기본법에 기초한 일본의 원자력 법 

령 체 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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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원자력 법령체계 

미국에 있어서 원자력 입법체계의 중심 법은 1954년의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인바， 이 법은 원자력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 

로서 일반적인 기본 구조 사항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핵물질의 안전올 확보하기 위한 연방 통제기관으 

로서 원자력위원회 (Atomic Energy Commission AEC)를 설치토록 하였 

으나， 그후에 특히 일반시민들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과 공공적 사용을 

모두 규제하는 AEC의 역할올 혼동함에 따라， 미국의회는 AEC를 폐지하 

고， 모든 핵물질의 공공사용올 규제하는 권한을 가진 원자력 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NR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에너지 

재 편 법 (Energy Reoganization Act of 1974)을 제 정 케 되 었던 것 이 다. 

이렇듯 NRC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1984년의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of 1984)과 안전규정(Safety Regulations)들이 공포 

되었다. 그와 함께 1984년의 원자력법은 NRC가 규제해야 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둥과 NRC의 조직과 임무에 관하여도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4년의 원자력법은 인 · 허가절차， 검사제도 및 핵물질사용 

에 관한 세부규정들도 정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에 있어서의 원자력법령체계는 원자력법올 기본법으로 삼 

고서， 에너지 재편법에 따른 NRC, 즉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한 후， 

NRC를 중심으로 원자력 관련 각 현안사업에 따른 개별적， 구체적 규제를 

행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취하는 법운영체계라 할 수 있겠다. 

예컨대 NRC의 사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입법례들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1) 원자력 기본법 : 원자력 법 (Atomic Energy Act of 1954, 1984) 

2) 기본 규제 기관법 : 원자력 재편법(Energy Recorganization Act of 

1974) • CD NRC설치，(2) 종래 AEC가 담당했던 인 · 허가 관련 규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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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시킴 

3) 에 너 지 정 책 법 (Energy Policy Act of 1992) 

4) 저준위(低準位)방사성폐기물정책법 (Low-Level Radioactive Waste 

Policy Amendments Act of 1985) 

5) 핵 폐 기 물정 책 법 (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6) 연방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둥 

3. 카나다의 원자력법령체계 

카나다에서는 전체 전력생산의 15%를 원자력이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카나다는 22개의 원자로와 9개의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시키고 있다. 카나 

다도 역시 원자력 「기본법」 에 해당하는 원자력통제법 (Atomic Energy 

Control Act, 1946)을 국회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원자력의 개발 

과 시설 및 이용올 통하여， 그리고 국제적인 핵통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카나다의 원자력사업에 관 

한 기본법인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규제기관으로는 AEC Act에 근거하여 

설립된 원자력통제위원회 (Atomic Energy Control Board)7} 있으며， 동 위 

원회는 AEC Act에 따라서 원자력과 방사성에 대하여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을 기본적 업무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핵관련 사업에 대한 

인 · 허가와 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자력 통제 규정 (Atomic 

Energy Control Regulations)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련한 복수법 령들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핵안전보장법 (Nuclear Liability Act, 1970, 국회제정법) 

2) 우라늄 및 토륨 채 광 규제 법 ( Uranium and Thorium Mining 

Regulations, 1988) 

3) 방사선 법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1970) 

4) 방사성 물질 수출입규제법(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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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 물질 이 동 규제 법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Act, 

1985) 

6) 원자력통제위원회 원자력 개발비 규정 (AEC Board Cost Recovery 

Fees Regulatory, 1993) 둥 

4. 프랑스의 원자력 법령체계 

프랑스의 원자력 관련 입법은 국가가 1945년에 설립한 원자력위원회가 

출범한 때부터 행해지기 시작했다. 

프랑스 역시 핵관련법을 단일한 법령체계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프랑스에서는 원자력규제대상을 「기술적인 부문」 과 「원자력부문」 으로 

구분하고 그에 대하여 각기 다른 법리로써 규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환경， 수자원， 대기오염， 공중 보건 및 노동 퉁에 

관한 각각의 일반법올 통하여 그때마다 핵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를 규정 

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에 원자력에 관한 특정한 복수법이 없는 것은 아 

니다. 예컨대 원자력 안전규제라든지 공중 보건법상의 방사선취급인가를 

규정한 법규를 비롯하여 핵물질의 보호와 통제， 핵폐기물 관리연구 둥올 

다룬 법 둥이 그것들이다. 

프랑스의 원자력 법령체계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특정은 원자력법 

령의 내용올 외국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원자력법령체계로부터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원자력에 관한 국제권고 사항이나 국제규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들올 프랑스 원자력관련법령으로써 채택규정한다는 점이 

다. 

예컨대 국제 방사선보호협회 (ICRP)권고사항이라든지， 유럽연합(EU)의 

지침올 수용한 것과 1968년의 원자력운영안전법이 1960년의 파리협약을 

직접 수용하여 입법화된 것 둥이 그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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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의 원자력법령체제 

독일은 특히 헌법(기본법)상 명문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기초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1959년 개정 기본법은 제74조를 통하여 평화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생 

산과 이용 그리고 원자력 시설의 설치와 운영， 원자력에너지 또는 핵폐기 

물질로부터 야기되는 위해에 대한 방호 둥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입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기초를 배경으로 1959년에 원자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원자력법은 독일 원자력 관련사업에 대한 기본법이 되었다. 그리고 이 

원자력법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에 맞추어 연방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한 시행법규들을 제정 운영할 수 있는 권한올 주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개별법의 성격올 지닌 법규들을 각 규제 사업의 성질에 따라 

제정함으로써 원자력사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자력법의 부속법령으로서 각종의 인 ·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인 · 허가 절차 법령， 방사선으로 인하여 건강과 공공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방사선 방어법령， 기타 부속 법령으로 X선 발생장치의 

건설 · 운영에 관한 사항올 규정한 X선 법령 둥의 복수법 체계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관련 일반법률로는 원자력설비의 인 · 허가 절차 과정에서 만족 

시켜야 할 일반법률로서 연방공해방지법， 조경법， 수리법， 건축법， 자연보 

호법， 공기정화법， 전기공급법 퉁이 있어 원자력법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 

지고 있다. 

제 5 절 결어(분석 · 평가) 

법체계에 따라 법의 사상적 기반， 보호법익， 규윷영역， 규율대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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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 접근방법을 달리하므로 법이 어떠한 법체계에 속하느냐 하는 것 

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별적 정의의 추구와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한 영미법체계， 형식논리 

성과 단체주의에 입각한 대륙법체계， 공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법체계， 

사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법체계， 공공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회 

법체계는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의 분류이고， 규윷대상들올 단 

일의 법률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단일법체계， 혼합법체계， 복수법 

(또는 개별법)체계로 구분하는 것은 법의 폰재형태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은 현행 “원자력법”의 복수법체 

계에로의 전환에 관한 것이다. 규윷대상의 내용 · 성질 및 규융목적이 상 

이한데도 불구하고 단일의 “원자력법”에 모두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규정상호간의 모순， 상 · 하위법령간의 난맥성을 초래하여 “원자력법” 

의 효윷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문제이므로 이를 복수법화하여 제문제를 해 

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단일 

법체계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 보다는 새로이 대두되는 

규울대상에 대한 법적 접근방법에 있어서 적정관리적인 면에 치중하기 보 

다는 대중요법적인 측면에 비중올 둔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 어떠한 법분야를 복수법화한다 하더라도 적정관리적인 법적 접근방 

법에서가 아니라 대중요법적인 접근방법을 취한다면 똑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일의 법내에 폰재하는 다양한 목적을 분리하고 각각의 목적 

에 적합한 규울대상으로 묶어 복수법화하는 것은 복수법화의 다른 필요성 

은 차치하고라도 법령체계의 정비와 이에 따른 법체계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의의있다고 본다. 

국내의 환경법과 교육법도 단일법으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오다가 복수 

법체계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필요성에서 몇 가지 공통점올 찾아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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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환경법과 교육법은 인간의 생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간생존에 대한 위협에 대치 

하고자 하는 것올 내용으로 하고 있고， 교육법은 인간의 생폰능력， 즉 근 

로에 의한 생활 유지의 기초를 이루는 교육에 관한 법이라는 점에서는 차 

이를 갖는다. 

둘째， 각법의 규윷대상이 되는 환경문제와 교육문제가 다양성， 광범성， 

심각성 및 전문성올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는 환경법이나 교육법 모두 전문성올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 

적이나 내용이 다른 것은 별도로 전문화할 것이 요청된다. 환경법은 자연 

과학적 기술의 발전올 전제로 하는 데 비하여 교육법은 사회과학적 기술 

의 발달올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규율대상의 다양 

성， 광범성， 심각성 및 전문성에 따른 환경행정과 교육행정의 적극화는 필 

연적으로 환경대책입법과 교육대책입법의 복수화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 

론적인 면에서 볼 때 환경오염요인과 교육은 그 종류에 따라 전혀 상이한 

특질올 가지는 관계로 그 규제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규제입법 

도 역시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환경문제나 교육문제는 그 법적 접근방법에 있어서 대중요법적 

인 것이 아닌 적정관리적인 것이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볼 수 있다. 

그때 그때의 모자이크식 대중요법은 규윷의 효율성올 기대하기도 어렵거 

니와 관련법규간의 충돌을 초래하여 법체계의 혼란올 조장할 수 있기 때 

문에 전문성에 입각한 적정관리적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도 환경법과 교육법이 복수법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환경법과 원자력법의 관계는 환경법과 교육법과의 관계보다는 공통점 

이 더욱 많고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양자 공히 환경오염과 관계를 가지 

고 있으며 자연과학기술의 발달올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 

다. 원자력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환경법의 규율대 

상인 환경오염보다 크다는 관점에서 볼 때 원자력법은 고도의 전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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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규울을 요하기 때문에 그 복수법화는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외국의 원자력법도 대체적으로 복수법체계를 이루고 있고， 같은 

대륙법체계에 속하고 생활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원자력법 

의 복수법화는 시의에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원자력법을 복수법화 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처럼 원자력기본법에도 그 기본이념을 천명함으로써 

원자력법의 지도원리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의 유용성에 착안 

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올， 원자력에 기인하는 피해의 심각성에 착안 

하여 안전성확보를， 그리고 헌법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착안하여 원자 

력행정의 공개성 · 투명성을 기본이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써 민주적인 원자력행정을 도모하여 원자력운영의 실효를 거툴 수 있고， 

새로운 원자력기술의 발달에 따라 별도의 복수법도 제정하게 됨으로써 원 

자력운영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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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4 창 원짜혁법형률l계의 문제협콰 그 게션 

제 1 절 서 설 

1. 과학기술법의 정립 

W. Friedmann은 그 의 저 서 'The State and Rule of Law in a 

Mixed Economy J 에서 국가는 제공자(provider) ， 규제자(regulator) , 중재 . 

자(arbi trator) , 기업가Gndustrialist)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사회 · 경 

제생활 영역에 대해 관여와 개입을 전제로 유도(Lenkung) ， 조성 

(Förderung), 감독(Aufsicht)의 행위형식올 추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것은 국민이 국가의 실체를 의미하는 한， 개인의 생존 내지 복지의 문제 

는 개인에게만 한정하는 사적 과제일 수 없는 것이고 국가의 폰립을 위한 

운명적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며， 국가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 생폰 

과 복지를 위한 물질적 기초의 확립은 오늘날 국가와 국민사이에 있어서 

사회적， 국가적 명제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5)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 기초의 확립에 대한 요구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배려를 위해 그 기능의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사회국가， 복지국가 내지 적 

극적 급부행정국가의 성립올 보게 되는 필연적 이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 

서 이제 생폰배려는 하나의 가치질서로 고양되어 국가를 지배하는 통일적 

가치에 의해 규제되기에 이르렀고 오늘날의 국가에 있어서 생존배려에 관 

한 문제는 동시에 사회정책에 관한 문제로 동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생존배려의 개념은 “지배적 생활영역(Lebensraum)올 상실한 현대 

인의 생존가능성(Daseinsermöglichung)의 확보에 필요한 일체의 것올 위 

해 국가가 전개하는 활동"6)이라고 설명하는 바， 여기서 지배적 생활영역 

5) Jarass, Wutschaftsverwaltungsrecht und Wutschaftsverfassungsrecht, 2. Aufl., 
1984, S. ~f. 
6) Hans. H. Klein, Daseinsvorsorge, Leistungsverwaltung, in Evangel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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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배영역이란 개인의 사유에 속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생활영역올 

말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전답 둥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자유를 명제로 

하는 초기자본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산업사회로의 발전과 

함께 생폰배려가 포함하는 범위는 이러한 지배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효과영 

역이 파생되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인간의 지배영역을 넘어서 인간생활이 

사실상 행해지는 영역으로서의 범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은 산업이나 

과학 · 기술의 발전에 의해 비약적으로 확대된 생존배려가 요구되는 영역으 

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영역의 출현은 상대적으로 이미 주어진 지배영 

역의 축소나 상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지배영역올 축소 당하거나 상 

실한 자는 사회적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적 수요는 인간이 

그의 생활재를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이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내에서의 

상호충당을 통하여 확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7) 

결국 오늘날의 생폰배려는 지배영역과 효과영역의 조절적 균형하에서 생 

활재의 상호보완적 제공이 요구되는 것인 바， 현대의 집단적 생활양식을 강 

요받고 있는 인간이 생존유지를 위해 국가의 양 영역에 대한 적정한 균형올 

전제로 한 급부의 제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국 현대 행정에 있어 생존 

배려는 개인에게 행정에 의한 급부에의 참여를 확보시키고 그러한 참여를 

어떻게 법률적 · 제도적으로 확정시킬 것이냐가 당위적 명제로 성립되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존배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대사회의 중요 요소로 

서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제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른 소득올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다 타당하게 분배할 것인가 

가 중요 변수로 둥장한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있어 과학 · 기술이 차지 

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높아졌는 바， 그것은 사회국가의 생폰배려에 있어 

서 개인으로서의 지배영역이 우선시되어 신분법올 통한 법적 지위의 확보 

를 중요시하던 시대가 국가의 조절적 급부를 통하여 확보된 법적 지위의 

Staatslexikon, 2. Aufl., 1975, S. 346. 
7) 성전뢰명 · 원부일부 · 남박방， 행정법강의(하)， 청림서원신사， 1970,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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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없이 효과영역의 사회적 확보를 추구하는 데 과학 · 기술이 결정적 

요소로 동장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8) 

우리 정부가 발간한 「新경제 5개년 계획(1993 -1997)경제시책 중점과제 

보고서 J (1993년 7월)에서도 직면한 국제환경에 대하여 “세계는 군사력에 

바탕을 둔 이념전쟁에서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경제전쟁 시대로 돌입했다” 

고 규정하면서 우리 경제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 

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가와 국민간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생존배 

려를 지향하면서도 과학 · 기술법제의 정립 내지 정비를 소흘히 한다면 과 

학과 기술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의 충돌현상으로 모든 생활영역(지배 · 

효과의 영역)에서 그 한계를 설정치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학의 중요한 

일분야가 홈결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 바9) ， 독자적 법영역으로서의 

과학·기술법의 정립은 현대 법학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런데 현실적으로 과학기술법의 발전상황은 교육법， 환경법， 토지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보다도 그 개별적 체계화가 훨씬 뒤떨어져 있는 상태임을 부인할 수 

없고 과화기술의 전개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 

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법의 정립과 체계화는 더욱 필요한 상황인 것 

이다. 

우선 이 문제를 논구함에 있어서도 사회국가(적극적 급부행정국가)의 전제 

하에 국가가 국민의 생활영역 속에게 어떻게 과학기술의 국가작용을 형성 · 전 

개해 나갈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이는 국가와 과학기술이 현행헌법 

하에서 어떻게 관계지워질 수 있올 것인가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첫 

째 국가는 과학기술을 단순히 시장경제원리에 방임할 것인가， 둘째 국가는 과 

학기술의 진흥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획 · 형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로 구체화시 

켜 볼 수 있는데1이， 전자는 19세기적인 자유방임주의 법률관에 기인하는 측면 

8) 김유성，-과학 · 기술의 진보와 법의 발전J , 서 울대 법학 20권 2호， 1980, 염8면 이 

하. 
9) 김남진，-과학· 기술의 발달과 행정법학의 대응J , 고시연구， 1990. 5, 14면 이하. 
10) 오준근，-과학기술행정법의 체계화 및 정비방향J ,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 계희열 

박사 화갑논문집， 1935, 뻐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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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여기서의 법의 논리구조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 

거니와， 또한 제사회 관계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구성되는 관계로서 관념 

지워지며 국가의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는 법의식이 전제가 된다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국가의 

기능이 질서유지에 한정되지 않고 생폰배려를 전제로 한 국민의 복리증진의 추 

구와 관련성을 갖게됨으로써 여기서의 공권력 발동을 숭인하는 법적 논리구조 

는 19세기적인 자유방임주의 법률관에 의해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의 국가와 과학기술과의 관계는 국가의 기능 내지 행정작용이 국민이 인 

간다운 생활올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명제하에 전개되 

어야 하므로 적극적 급부행정의 법률관에 의하여 법적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현행 헌법은 국민과 국가와 과학기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 

는가를 검토해 보면， 우리 나라는 국민주권국가이고(제1조)， 인간의 존엄을 기 

본가치로 정하고 있는 민주국가이며(제10조)， 국가의 급부 · 배려에의 참여가 

요구되는 사회적 법치국가입올(제34조) 전제로 하여 적극적 급부행정의 법률관 

에 입각한 법적 논리구조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올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27조 제1항) 

고 규정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형성 · 계획의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극적 

급부행정의 법률관에 의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지어 국가와 과학기술의 관계를 검토해 볼 때 우리 나라 

가 국민의 생폰배려를 추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국가작용올 전개해 나가야할 

부분으로 과학기술분야를 상정하고 있옴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작용올 수행함에 있어서도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 

되므로 근거법제로서의 과학기술법의 정립은 당연히 요구된다 할 것인 바， 현 

행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올 검토해보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 

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 내지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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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여개의 실정법률 속에서 그 적용과 

집행의 올바른 길올 모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한 법정책적으로도 필요하다 

할것이다. 

2. 원자력법령 정비의 당위성 

오늘날 자원의 고갈과 무한한 효용성올 전제로 과학기술의 분야에서 필 

수불가결한 부분으로 퉁장된 것이 거대기술로서의 원자력입은 주지의 사 

실이다. 원자력이라 함은 방사성물질이 둘로 붕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를 말하고 더 나아가 인위적인 핵변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뜻하 

는 것으로서 원자핵을 연쇄적으로 분열시킨다든지 핵융합올 시키는 방법 

에 의하여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결 

국 오늘날 이러한 핵분열 연쇄반웅올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원자로 

에서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발전 동의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이 원자력에너 

지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원자력은 그 효용성 및 저 

렴성이나 국제 경쟁력의 배양에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 

서 그 위상과 역할이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안정적인 에너 

지 공급이 없이는 국가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생존배려를 전제로 하는 복지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사회국가로 

서의 헌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폰자원이 빈 

약하고 국내의 수요에너지의 대부분올 수입에 의폰해야 하는 우리 나라로 

서는 당연히 에너지 자립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올 집중적 

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제는 원자력이 우리의 주력 에너지 

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기술수준에서도 독자적으로 원전을 설계 · 제 

작 ·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특히 發電분야에서는 현 

재 총 설비용량 960만KW의 11기 원자력발전소에서 약40%를 공급하고 

있으며 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중에 있고 2기의 원자력발전소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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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있다. 또한 한국형 표준원전올 개발함으로써 최근에는 원자력 기 

술수출과 대북 경수로 기술지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非發電분야에 있어 

서도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에 대한 인 · 허가제도가 도입된 1963년 당시 2 

개 기관에 불과하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도 95년 말 현재 1 ，064개 기 

관으로 확대되었는 바， 방사선의 이용이 임상의학의 X선 이용에만 한정되 

었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국민보건， 첨단산업기술이나 연구분야에서 폭 

넓게 이용됨으로써 연평균 10%이상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1) 어쨌든 

이렇다할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올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설비의 확충이 필요하고 국제정세， 환경문제， 대체 에 

너지 실용화 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자력의 유용성은 계속될 것임 

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에너지가 갖는 효용성 · 경제성 · 청정성의 순기능적 측 

면 만큼이나 그 위험성의 역기능이 내재되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데， 

핵선진국인 미국의 Three Mile Islands와 舊소련의 Chernobyl에서 발생한 

방사능위해사고는 아직도 핵에너지는 안전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광범위한 피해보고는 특정지역의 차원올 넘어 全 지구적， 全 인류적 차원에서 

의 피해임올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했다 12)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현대 

과학의 수준이나， 국가의 정책수준이， 핵에너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 

는 확신올 갖게 함으로써 핵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형성될 수 없는 

단계에 머무르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원자력 내지 핵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 바， 우선 이공학적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안전성 확보가 

당연한 전제일 것이며 아울러 법적 · 정책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근거가 어떻 

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이용의 증진과 안전성의 확보라는 명제를 어떻게 

11) 장재옥 r방사선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J , 원자력산업， 19.)). 9, 30면 이하. 
12) 차철순 r원자력법의 규제구조와 개선방향J , 법조， 1004. 11 ， 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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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있게 조절 · 규제할 것인가가 결정적인 과제로 동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원자력 정책은 이용의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 

며 특히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명분하에 어떻게 보면 치 

외법권적인 국가보호를 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36년 미국과 

의 원자력협정이 체결된 이래 법적·제도적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그에 관 

한 프로그램은 기술개발이 주된 목표였고 내면적으로는 군사적 활용이 더 중 

요한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58년 처음 제정 · 공포된 원자력법 

도 표면상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내면적 

으로는 국가가 배타적으로 원자력을 독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주안점올 두고 있었다. 즉 원자력사업은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또는 특허받은 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특수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책의 수행은 국민 

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관련 특정기관이나 핵과학자에 의해 비공개로 이루어 

졌으며 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될‘수 있는 여지는 논외로 하고 있었음이 사실 

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자력정책에 관한 국가작용은 당면 국제 질서 속에서의 

국민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못함으로써 자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른 것이며 원자력발전소의 입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장소의 선정 둥에서 안 

면도사태와 굴업도의 선정포기 둥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 복지국가의 전제 속에서 국민의 생존배 

려를 가장 중심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명제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볼 수밖 

에 없으며 국민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보건의 권리 둥올 상정하지 않고 원자 

력의 기술적 이용만올 우선시했다는 과오가 현실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원자력법령체계는 이제는 단순히 원자력에 대한 국가의 배타적 · 독점적 

이용의 근거로서나， 그 이용증진， 기술개발올 위한 그때 그때의 상황논리적 

대웅입법의 형태를 탈피하고 현대 행정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적법절차(due 

까
 



process of law)의 보장을 통한 국민의 인간의 존엄 · 가치， 행복추구권， 환경 

권 둥의 기본권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를 유도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법적 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이렇게 원자력법령체계를 정비함에 있어서 제잃4차 원자력위원회 

(94. 7)가 심의 · 확정한 “2030년올 향한 원자력 장기정책방향” 중에 천명하고 

있는 목표와 기본방향13)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올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 

자력정책의 목표로서 첫째， 원자력을 전력생산의 주에너지원으로 위상올 확립 

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올 향상시킨다. 둘째， 원자력의 농 · 공 · 의학 및 

산업적 이용올 확대하고 기초연구를 통해 원자로 기술 퉁 관련기술의 자립역 

량올 확립한다. 셋째， 연구개발올 통해 원자로 기술 동 관련기술의 자립역량 

을 확립한다. 넷째，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원자력 산업기술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원자력올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된 기본방향으로서 첫째， 원자력 

개발 · 이용의 대전제로서 평화적 이용과 안전성 확보의 원칙을 밝히고 실천 

의지를 천명한다. 둘째， 국제적인 신뢰와 협력 및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 

한다. 셋째， 원자력의 발전이용을 계속 추진하되 장기종합정책하에 일관성을 

유지한다. 넷째， 원자력 연구 · 개발은 정부， 민간의 역할분담과 산 · 학 · 연 

협동올 통해 기술의 고도화， 경제성의 향상，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한다. 다섯째， 연구 · 개발활동의 강화로 미개척의 과학기술영역에 새로운 기 

술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원자력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 퉁이 지 

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올 전제로 하여 이에 부 

합되는 원자력법령체계의 정비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현행 원자력법의 형식과 내용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올 것인가 

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과연 단일법체제로서 개발 · 이용의 중진 및 안전 

13) 김지호 r한국의 원자력정책J , 과학기술법연구 2집， 1뾰. 12, 한남대 과학기술법연 

구소， 13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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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라는 현실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올 것인가， 또한 내용상 

으로 법의 이념에 충실하게 구성되어 투명성， 명확성， 객관성이 보장됨으로써 

원자력법 자체나 그에 근거한 원자력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둥의 관점에서 원자력법령체계의 분석적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 2 절 원자력법령체계의 검토 

1. 원자력조직법과 내용상 문제점 

가.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현행 정부조직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진흥올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를 장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직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 

관직제」 에 관한 대통령령이 1998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원 

자력에 대한 이용 · 개발 · 안전규제 및 통제 동의 전반적인 사항올 분야별로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괄적인 내부조직은 과학기술부 장관 아래로 차관과 원자력실장의 계선 

조직으로 되어 있고 원자력실장의 보화기관으로 원자력이용개발정책을 총괄 · 

조정하는 원자력정책관과 원자력안전규제 및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심사 

관올 두고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서 원자력정책의 수립 · 조정올 담당하는 

원자력정책과， 연구 · 개발올 담당하는 원자력개발과， 국내외 기술협력 퉁올 

담당하는 원자력협력과， 안전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과， 관련시설의 

품질 · 성능의 검사， 남북한 원자력협력 및 핵물질관리를 담당하는 원자력통 

제과，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용， 처리 둥을 담당하는 방사선안전과 

퉁 6개과로 구성되어 있다(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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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령 제1호). 그리고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주재관올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므로 안전심사관의 감독을 받는다 

고볼수있다. 

현행 편제는 장관-차관-원자력실장까지는 하나의 계선으로서 원자력의 이 

용개발과 안전규제를 통합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이용개발의 업무와 

안전규제 및 통제의 업무는 보화기관인 원자력정책관과 안전심사관에게 총괄 

책임올 지우고 있다고 여겨진다. 생각건대 행정법상 보화기관은 행정청이나 

보조기관을 지원 · 조성 · 촉진하여 행정목적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기 

관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단지 계획의 입안， 연구， 조사를 통하여 업무를 내부적으로 몹는데 그치는 것 

으로 이해되고 있다.14) 특히 보좌기관제도를 채택한 역사가 짧은 우리 나라에 

서는 그에 대한 인식이 생소하여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보조기관으로 해야 

할 편제를 이름만 보좌기관으로 불여 놓은 경우가 많은데 원자력정책관과 안 

전심사관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원자력이용개발과 안전규제 및 통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에 해당하고 원자력행정의 현실적 중요성과 전문성 둥올 고려 

할 때 업무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권한의 수엄주체성까지 인정될 수 있는 보 

조기관의 법적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원자력행정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실장은 별정직 

1급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원자력에 대한 직렬 

과 직류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에 관한 직급 

에 있어서는 원자력사무관(5급)까지만 두게 하고 그 이상은 공업이사관(2급)， 

시설부이사관(3급)， 공업서기관(4급) 둥으로 한정한 것은 업무의 전문성 및 책 

임성 둥을 고려치 않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자력행정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기술의 계속성올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권한 · 책임의 한계를 명확 

14) 박윤혼，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1997, 2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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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고 조직의 분업화 · 전문화 · 합리화의 효용성을 가진 직위분류제가 원 

자력행정 조직분야에서 특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과학기술처가 국무총리의 직속기관으로서 그 법적 지위나 

성격올 설명함에 있어 그 장이 국무위원이고 부서의 규모나 업무량은 행정각 

부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엄밀한 입장에서는 그 업무가 대국민적인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의 통할사무로서 주로 대기관적인 것으로 보아왔다. 따라서 

행정각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과학기술처 장관은 소관 사무에 대 

하여 독립적으로 부령을 발하지 못하고 통할사무로서의 총리령에 의할 수밖 

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는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리증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독립적 부령의 필요성이 있었는 바， 금 

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올 통한 과학기술부로의 개편은 원자력정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아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법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올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원자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同위원회 

는 위원장(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부 장관 및 산업자원부 장관(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항). 

따라서 3인은 당연직위원이고 그 외에는 임기 3년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 · 

위촉되는 위원이라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원자력법상의 위원회가 소관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조사 · 심의하도록 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제13차 원 

자력법 개정(1996. 12. 30)에서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하 

여 종전의 원자력위원회의 기능 중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 

회로 하여금 심의 · 의결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5조) 同위원회의 위원장(과학기술부 

장관)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과학기술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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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다(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합). 

어쨌든 이상의 위원회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이 사회， 경제， 과 

학기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조성과 규제활동올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에 의해 

확대되면서 정책의 전문성， 중립성， 영속성올 보장하려는 입장에서 출현한 행 

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ssion)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15) 즉 행정현실이 고도화， 전문화됨으로써 장기적 · 종합적 차원의 합리 

적이고 공정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올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있어서 조직상으로는 행정청에 소속되면서도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늘날 원자력산업은 그 기술적 내용과 적용범위가 방대할 뿔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그 

특수성을 전제로 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의 안정적 공 

급， 환경문제 동의 관점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재평가 되면서 그 수요의 확대 

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위원회나 안전위원 

회는 국가의 원자력정책의 최고심의 · 의결기관으로서 원자력의 정치성 · 경 

제성 · 사회성 및 전문기술성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뽑 만 아니라 원자력 

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라는 과제가 부여되고 있음올 인정해야 할 것이다 16) 

그런데 종래 우리 나라에 있어서 위원회의 현실적인 성격이 단순한 자문 

내지 조사의 기능만올 담당하는 심의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뿔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에 따른 집행기능올 수행하도록 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의 

역할은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예컨대 집행기능올 행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외에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과학 

기술진홍법)， 기초과학연구진홍실무위원회(기초과학연구진홍법)， 해양개발위원 

회(해양개발기본법)， 통신위원회(전기통신기본법) 둥 현행법령상 설치 및 운영 

15) 이상균， 선행정법론(하)， 법문사， 1997, 1aJ면 이하. 
16) 벅균성 · 박윤흔， 원자력관계법령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 1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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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를 갖고 있는 많은 위원회가 있으나 행정청의 정책계획이나 시행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여 다양한 행정청간의 의견조정 기능올 갖지 못 

하고 단순한 지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 관한 법규는 정책반영방법에 관한 규정올 결여하게 되어 위원회 

의 형식적 운영올 야기시키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7) 그런데 특히 

과학기술부 장관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원자력법 시행령 제22 

조)， 핵연료주기시설의 변환사업이나 가공 사업올 허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동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 

137조 제2항)올 고려해 볼 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처분에 원자력안전위원 

회의 심의가 필수적 절차로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단순한 자문기관에 머물러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어쨌든 정부조직법이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행정사항의 처 

리를 위하여 행정위원회제도를 채택(법 제5조)한 것은 현대행정의 합리적 수 

행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위원회 

나 안전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그 기 

능과 역할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위원회와 안전위원회의 입법상의 분리는 원자력의 이용 

과 그 안전성의 확보를 원자력법이 통일한 수준의 가치목적으로 보고 있 

음에서 타당성올 인정할 수 있고， 원자력의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과 

방사선재해로 부터의 공공의 안전을 법의 취지로 하고 있음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자력의 이용올 우선시하고 안전은 부수적으로 할 수 

있음올 뜻한다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이용올 통한 경제성의 추구를 안전 

성의 확보보다 우선시 할 수 없음올 뜻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위 

원회는 국무총리소속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 

17) 오준근 외 r과학기술관계법제의 현황과 정비방안J , 한국법제연구원 · 과학기술정 

책관리연구소， .1994, 8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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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관의 소속으로 하면서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에 있어서도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 것이나， 위원 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수로 구성토록 

한 것은 행정기술적 측면올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의 

약화나 그 위상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자칫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 

에 대한 법리적 형평성을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다.18) 일본의 경우에는 원 

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모두 총리소속으로 하고 있다.(원자력 

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법 제1조) 또한 종래의 원자력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원자력규제에 관한 사항을 이용규제와 안전규제로 구분하 

여 전자는 원자력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으로 하고(법 제4조 제 1호) 후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5 

조의 2 제 1호， 제 2호) 법문의 해석상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 

항을 안전에만 관계되는 것으로 보아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 의 

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은(법 제5조의 2 제2호) 핵물질 및 원자로가 이용에 

관계되는 측면도 있음올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그것의 이용규제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 

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9)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사 

항이 아닌 부분은 원자력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으로 하고 있다(원자 

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법 제2조 제4호). 

2. 원자력작용법과 내용상의 문제점 

18) 원자력법시행령에 의한 전문위원회로서 원자력위원회소속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 

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25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 

성하는 것은 동일하나{동법시행령 제13조， 제19조의 3, 제20조) 전자는 과학기술부장관 

의 추천으로 위원장인 재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하여 (동 제 

13조 3항)， 후자는 춘용규정(동 제20조)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장인 

과학기술부장관이 다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결과가 된다. 
19) 박균성 r원자력 관계법에 대한 소고J , 원자력 산업， 원자력산업회의， 1Ð7. 3, 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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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성의 확보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국가작용의 제도적 · 정책적 측 

면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관점이 소흘히 취급되어 옹 것 

이 사실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권보장올 경시해옹 행정의 행태와도 

직 · 간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법적 관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안전성 확보 문제는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이라고 

하는 대체성 없는 가치와 관련되는 문제이며 모든 법적 가치의 기본적 전 

제라고 할 수 있어， 모든 국가작용의 전제요건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 

다.:20) 현행 헌법 제 10조에서는 r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모든 

국민의 인격적 폰귀함을 인정해야 하며 생명， 신체에 대한 권리는 입법 

둥 모든 국가작용에 있어서 최대의 폰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현대헌법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다른 어떠한 법적 원리 

도 이러한 기본적 원칙으로부터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다른 어떠한 

하위법규범체계도 이러한 기본적 원칙이 지니는 가치로부터 파생되어 있 

는 것이므로 그것올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폰엄과 가치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의한다면 기본권은 국가 

를 비롯한 어떠한 주체로부터도 주관적 방어권일 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의 

지도원리를 포괄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객관적 

가치질서는 국가의 계속적이고 장기적인 책임을 설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즉 여기서 기본권올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국가의 특정된 의무는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 

하여 모든 사실적 침해로부터의 보호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며 특정된 

절차법적 보호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21) 

20) 서원우 I안전성확보와 예방행정법 J , 고시연구， 1980. 10, 12면 이하. 
21) D. Murswiek, Umweltschutz - Staatszielbestimmung ocler Grundsatznonn? ZRP 

1988, 1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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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원칙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법리는 원자력법 

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더구나 거대기술로서의 

원자력이용에 있어서 핵분열이나 방사성물질에 의한 사고는 그 개연성이 

상폰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결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재해보다도 막대하며 환경에 대한 피해 또한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 

에 이른다는 것은 구소련의 Chemobyl 사고가 입중하고 있는 것이다. 어 

쨌든 이론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원자 

력사고에 대한 경고는 아직도 원자력에 관한 한 미해결의 부분이 존재한 

다는 의미이며 어쩌면 정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올 인식케 

하는 것이다.22) 따라서 전술한 헌법원리 속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원자력 

법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리의 증진에 기 

여함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성의 확보를 전제로 할 때만 그 이 

용과 개발이 수행될 수 있다는 점올 법령체계를 통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원자력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올 검 

토해 보면 첫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그것의 설 

계에 관한 자료를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 14조) 이는 안전성확보의 측면에서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건설자체보다 더 심층적 ·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설계에 있어서 단순히 자료제출만올 요구하고 그 자료에 대한 심 

사 둥의 절차를 홈한 것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자체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 

올 갖게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경제적 

· 절차적 번잡성올 완화시키려는 의도로까지 이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건설허가에 있어서는 경미한 사항올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 11조 제 1항 단서) 건설의 중요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에 관해서는 자료제출 만올 요구한다는 것이 입법의 불비라고도 

22) 장병주 · 이창섭， 원자력발전， 학문사， 1984, 1&3면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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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면 안전성 확보에 부합되는 설계의 기준올 규정해 둘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원자로 설치자는 … 시설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원자로시설에 관한 설계 및 공사방법 … 에 대하여 주무대신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의 시행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의 취소 둥(법 저1117조)， 

운용허가의 취소 둥(법 제 24조) 연구용 · 교육용 원자로의 건설 · 운영에 

관한 허가의 취소 둥(법 제35조) ,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 주요부품의 생산 

업허가의 취소 둥(법 제40조) , 부품에 대한 성능검증업허가의 취소 둥(법 

제42조의 6), 핵연료주기사업허가의 취소 퉁(법 제46조) , 사용 또는 판매 

사업허가의 취소 퉁(법 제68조) , 폐기시설의 건설 · 운영허가의 취소 둥 

(법 제79조)，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 허가의 취소 둥(법 제90조의 7)의 규 

정은 한결같이 규정된 특정사항에 해당될 때 허가 동을 취소할 수 있거나 

1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는 각 사업이나 업무의 안전성과의 관계가 동일한 비중을 띠고 있 

어서 인지， 아니면 입법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원자력사 

업이 갖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영향의 중대성올 고려할 때 규제내 

용이 너무 획일적이며 “취소할 수 있다”거나 “1년내의 기간동안 사업 둥 

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개념으로서의 법문상 표현은 안전성 확보와 

의 관계를 지나치게 소흘히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법상의 

하자론에 입각해 볼 때 하자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전문가 

의 인식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상적인 주의력과 이해력을 갖춘 평균적 

일반인의 판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각 규정에 명시된대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 

가 둥을 받은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되어 당연무효를 면 

치 못하는 것이다.:23) 더군다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 확보라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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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올 정지하는 규제유형 

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안전성 확보에 대한 침해의 정도에 

따라 규제유형올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기의 각 조문이 “~할 수 

있다”는 표현올 사용함으로써 일단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 물론 할 수 있다는 문언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당연히 재량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으나24) 어쨌든 원자력사업주체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거나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선택적으로 사업 동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안전성확보에 대한 규제가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상의 각종 허가나 승인에 대 

한 규정과 같이 “받아야 한다 “얻어야 한다 “하여야 한다”와 같은 기속 

행위로서의 문언상 표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5) 

23) 대판 93누11432， 1993. 12. 7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 그 하자 

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P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중 

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 

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4) 가령 사무관리규정(1ffi1. 6. 19. 공포 : 대통령령 133m)은 제33조 제2항에서 공문서 

를 보존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X까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이 “할 수 있 

다”라는 문언형식을 취했을지라도 이것은 규정의 취지상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속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 것이다. 대법원은 「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의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허가여부는 기멸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기 

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J (대판 88 
누B312， 1ffi9. 10. 24，)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다시금 1992년 6월 23일 청주시정보공개조 
례의 재의결취소사건에서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사무관리균정 제33조 제2항이 그 문언 

형식으로 보아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청주시정보공개조 

례상의 정보공개의무조항이 같은 규정의 공개여부에 관한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권한 

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 청주시장의 주장을 배척하였던 것이다. 
25) 법령이 문언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예는 많다. 예컨대 도로교통 
법 제78조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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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행 원자력법령에서는 무수히 많은 불확정개념올 사용하고 있 

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위 불확정 개념( unbestimmter 

Rechtsbegriff)이란 ‘필요한 때’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로교통법 제75조， 하천법 제68조 제 1항 3호)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관세법 제 146조 제 1호)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 

간’(전염병예방법 제37조) 등과 같이 그 내용이 일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 

의적 · 불확정적인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확인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판단되는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불확정개념이 현대 법령의 많 

은 규정 속에 도입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행정작용의 유형을 미리 예 

측하여 법적 근거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급변하는 

전문성， 기술성에도 불구하고 법은 영속성올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불가피성이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원자력법 제 12조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기준에 대한 규정에서 @ “…필요한 기 

술능력…"(Z) “ ... 인체 ·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 ... "@ “ ... 위해방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불확정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26) 원 

자력법은 원자력산업이 핵분열에너지의 이용올 전제로 함으로써 사회적으 

로 적정한 위험가능성올 인정하고 전문적， 기술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는 내무부령이 정히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본문에 따라 지방경찰청 

장은， 예컨대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자{동 제4호)에 대히여 이러한 처 

분을 할 것인지(결정재량)와 면허정지나 취소 중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선택재량)에 관 

하여 재량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동조 단서에 따르면， 예컨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동 제3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므 

로 이 경우는 기속행위가 성립한다. 
26) 동법 제22조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기준， 제33조 제3항의 연구용 

·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요부품생산업 허가기준， 제42조의 4의 원자로 등의 성 

능검증엽의 허가기준，‘제44조의 핵연료주기사업 허가기준， 제58조의 핵연료물질의 사용 · 

소지 허가기준， 제66조의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기준， 제9J조의 5 
의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엽의 승인 또는 허가기준 등에서도 제12조의 불확정개념과 유사 

한 표현을 사용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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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가능성올 안전한 것으로 결정하는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 

된다. 따라서 상기한 원자력법 저iJl2조 둥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면서 개 

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위험가능성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제 12조 퉁의 불확정개념올 과학과 기술이 허용하는 최 

대한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청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원자력법의 관련규 

정들은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입각한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부웅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7) 법률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안전기 

준올 직접 확정적 개념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불확정개념올 사용함으로써 

기술발전에 일치하는 안전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에 오히 

려 기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입법자는 변화하는 기술에 따라 법적 근거를 계속적으로 개정해 

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불확정개념에 의한 탄력성 있는 안 

전기준의 규정은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의 특정된 시점에서 안전성올 확보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개념의 법적 내용의 파악 

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구성요건올 정하였올 때 구체적 상황하에서 그 의미는 행위의 선택과 결 

정이 행정청의 자유 즉 재량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 기술적 . 

경험적 측면에서 유일하고 정당한 결정올 행해야 하는 개념인 것이다. 결 

국 원자력법에서의 허가권자는 불확정개념올 판단함에 있어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제 1조의 목적에 관한 규정에서 나타나 

고 있는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에 부합되는 정당한 결정올 행해야 하 

는 것이다，28) 따라서 불확정개념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되 

며 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 

해야 할 것이다. 

27) 이종영 í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잔여위험가능성J , 과학기술법연구 제2집， 한남 

대 과학기술법연구소， 1!1X), 183면 이하. 
28) 김남진， 행정법 1, 1007, 226면 이하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1ffi7, 27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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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1) 방사성폐기물의 개념 

현행 원자력법은 제2조 제 18호에서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 

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 사실 방사성폐기물은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원자핵분열생성물 퉁 다양한 요소들올 포함하는 폐기물 

이기 때문에 그 개념올 명확히， 확정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 

으로 상기의 방사성물질올 포함하는 폐기물로서 U235 퉁 방사성핵종의 농 

도가 규정치 이상 함유되어 있거나 또는 이들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시키는 물질올 지칭한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규 

정 된 exempt quantities.: 보다 농도나 방사능준위 가 큰 방사성핵종을 함 

유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핵종에 오염된 모든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29) 

2)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i 방사능준위에 따른 분류30) 

(가) 고준위폐기물(High Level Waste : HLW) … 원자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때 발생되는 폐액으로서 여기에는 장반감기 핵종 

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생활권으로부터 장기간의 격리를 필요로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나) 중준위폐기물(lntermediate Level Waste IL W) ... 고준위폐 

기물보다 방사능준위가 낮지만 장반감기의 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장기간 격리를 요하는 폐기물이다. 이러한 종류의 폐기물은 미량의 

열을 방출하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 저준위폐기물(Low Level Waste LLW)'" 방사능준위가 낮 

으며 초우라늄원소를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폐기물로서 특별한 차폐 

설비가 없이도 지표에 매장이 가능한 폐기물이다. 그러나 저준위폐기물 

가운데 일부는 특별한 처리 · 처분올 하여야 하는 것도 있다. 

29) Journal of Nuclear Material M없mgement， 1ffi4. 4, p. 17. 
30)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동향， 1ffi4. 12, 3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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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제제외폐기물 ... 이것은 방사능준위가 일반공중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올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없는 

폐기물올 말하며 프랑스에서는 I de mmlmlS waste J 31), 미국에서는 「

BRC WasteJ , 일본에서는 「무구속치폐기물」 우리 나라에서는 「저준 

위비방사성물질J 32)이라 한다. 

@ 원자력법령상의 분류 

원자력법 제2조 제 18호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에 관한 정의규정올 

두고 있으며，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 1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올 「중·저 

준위방사성폐기물」 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로 분류하면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 중 그 종류 · 특성 · 방사능 농도 

또는 표면방사선량윷 퉁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한계치 미만인 방사 

성폐기물을 말하며 I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이라 함은 그 한계치 이상인 

폐기물올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식 

세계 각국은 오래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올 운영하고 있거나 계 

획중이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식은 대체로 단순천층처분방식， 공학적 

31) 우리 나라는 1Ð1년 초에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 에 가입함으 

로써 원자력폐기물을 해양투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제17차 런던협약 체약국회 

의(lÐ1. 10. 3 - 7)는 국제원자력기구CIAEA)에서 권장하고 있는 de minimis 이하의 방 

사성물질로서 일정한 품목은 해양투기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만약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 나라는 de minimis 이하의 원자력 폐기물을 해양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32) 원자력법 시행균칙 저11101조에서는 @ 우라늄 또는 토륨의 광석 및 이들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한 정광，(2) 중성지에 의하여 조사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우라 

늄， 토륨 또는 감손우라늄，@ 방사성농도가 1리터당 10빌려큐리를 넘지 아니한 삼중수 

소의 수용액，@ 방사성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내용물의 1그램당 평균방사 

능농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양을 넘지 아니하는 물질，(5)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거성표면오염이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수송중 체적의 극소화가 일어나더라도 오염된 물건의 방사 

능이 제4호에서 정한 양을 넘지 아니하는 것 @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경우 그 

오염이 용이하게 확산되지 아니하고 1제곱미터당 평균오염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준위비방사성물질」 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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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층처분방식 및 공학적 심충처분방식으로 나뉘어진다，33) 

@ 단순천층처분 

단순천층처분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원자력선진국들이 핵무기제 

조시 발생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때 사용하였던 방식으로， 

이것은 단순히 땅올 길게 도랑(trench)식으로 판 후 그 도랑 안에 폐기물 

올 쌓고 흙으로 다시 덮는 방식이다(예 : 미국의 Bamwell 처분장). 이 방 

식의 특정은 지하수 불포화지역을 부지로 선정하여 지하수맥까지 방사성 

물질의 이동올 지연시킴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공학적 천충처분 

이 방식은 단순천층처분과 유사한 깊이의 흙올 파거나 또는 거의 파 

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공구조물올 세우고 그 안에 폐기물을 쌓은 후 빈 

공간과 주변을 콘크리트 모래 또는 저투수성의 흙으로 채우고 뚜껑을 만 

든 후 다시 그 위를 흙으로 덮어서 잔디를 심는다. 또한 처분장 바닥에 

집수시설을 마련하여 방사성물질의 침출과 이동올 수시로 점검하도록 만 

들고 있다(예 : 프랑스의 L'Aube). 

@ 공학적 심층처분 

이 방식은 일종의 암반동굴방식으로서 잘 발달한 신선한 암반에 굴 

을 뚫고 그 내부에 방사성폐기물을 쌓은 후 빈 공간을 메우는 방식이다 

(예 : 스웨덴의 SFR). 독일의 경우에는 암염층에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 

하였으나， 지금은 여기에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올 중단하고 그 

대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또는 사용후핵연료를 암염층에 처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업에 대한 규제 

@ 폐기업 개시단계의 규제 

(가) 사업허가의 신청 

33) 황주호， 입지선정 및 정책방안(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입지선정)， 원자력산업， l ffi3. 

7， 40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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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의 폐기시설 둥을 건설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법 제76 

조 제1항 본문). 여기의 허가신청서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부지특성 

보고서， 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i ) 

폐기사업계획， ii)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 처리 및 처분방법， iii) 폐기시설 

둥에 저장 · 처리 및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iv) 폐기시설 

퉁의 건설 ·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액 및 조달계획， v) 폐기시설 둥의 건 

설 ·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9조 제2항) . 

한편 동일사업소 내에 폐기시설올 복수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일 

사업소 내에서 폐기시설올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사업허가의 변 

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원자력법 제76조 제 1항 단서). 그리고 폐기사 

업자가 폐기시설올 별도의 장소에 새로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사업허가를 받올 필요가 있다. 

(나) 폐기업허가기준 

i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 처리 ·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 둥”이라 한다)올 건설 ·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 경제적 능 

력을 확보하고 있올 것(법 제77조 제 1호). 

이 규정은 폐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막대한 재원 및 비용 둥이 소요된 

다는 점 및 폐기시설이 고도의 기술집합체라는 점올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 

이라고 판단된다. 

ii ) 폐기시설 동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 폐기물에 의한 인체 ·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 

에 지장이 없올- 것(동조 제2호) . 

이 규정은 공중보호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자에 대하여 안전심사를 위한 필요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89-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상세 

히 정해져 있다. 

iii) 폐기시설 퉁의 운영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저β호). 

이 규정은 제2호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 

서 제2호와 통합을 하던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폐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올 정하여 

사업개시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올 얻어야 한다(법 제81조 제1항) . 

한편， 과학기술부 장관은 방사선에 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폐기업자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올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2 폐기업 시행단계의 규제 

(가) 폐기검사 

방사성폐기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폐기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의 폐기검 

사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227조 제1항). 폐기업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비교적 방사능준위가 낮은 중 · 저준위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및 

공사방법의 승인(제 11차 개정 원자력법 제77조의 2), 사용전검사(시행령 

제221조의 2) 및 정기검사(시행령 제223조)와 같은 엄격한 점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폐기기준에 합치하 

는가 또는 적절히 고형화되어 있는가 라는 점에서의 확인이 중요하다. 

(나) 기록과 비치 

폐기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 처리 또 

는 처분에 관한 사항 퉁올 기록하여 이를 폐기시설 퉁에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00조). 

(다) 폐기업자의 기준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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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업자는 i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 처리 또는 처분， ii) 폐기시 

설 둥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올 준수하여야 하며， 과 

학기술부 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 처리 또는 처분의 제 1항의 기술 

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업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 · 개선 · 이전 또는 업무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82조 제2항). 

@ 폐기업 폐지단계의 규제 

(가) 폐기업의 양도 

폐기업은 사업기간이 상당히 장기에 걸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 

중에 사업주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원자력법은 폐기 

사업이 최후까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폐기업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 

제83조에서 제20조의 준용) 인가를 받아 폐기업올 양수한 자는 종전의 폐 

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사업의 합병 · 상속 

폐기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양도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폰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송계한다(법 제83조에서 제20조 제2항의 준 

용). 

또한 폐기업자에 관한 상속이 있었던 때에는 상속인은 당해 폐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이 경우 상속인은 그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상속사실올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83조에서 제 

20조 제3항의 준용). 

(다) 사업의 폐지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휴지 · 폐 

지 또는 재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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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법 제 19조) . 이것은 사업의 폐지후 사업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사업올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 폐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올 뿐만 아니라 이 

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 그러나 폐기업자의 적격성을 담보하고 폐지단 

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폐기업자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폐지 

신고를 하는 규정올 두어야 할 것이다. 

5) 문제점의 검토 

그동안 원자력이용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산업은 중요 국가사업으로서 

정부의 주도아래 큰 무리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1978년 4월의 원자 

력발전소 고리 l호기의 준공이래 1997년 6월의 월성2호기에 이르기까지 11 

기 이상의 운전과 5기 이상의 건설중인 상황을 보아도 원자력이용의 발전 

은 괄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 

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원자력산업에 대한 방치나 순옹이 아니라 그 이 

유와 타당성의 폰재여부를 검증 받거나 더 나아가 무조건적 반대의 논리 

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정보의 공개와 정책결정에의 참여를 

전제로 한 신뢰성 확보의 문제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사후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요소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원 

자력산업 자체의 문제와 같이 사회 · 경제적 문제점과 기술적 문제점으로 

구분되나 여기서는 전자의 범주 속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측면에서의 

몇 가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원자력법령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 처리 · 처분 시설에 대한 

규제의 법령상의 내용이나 체계가 모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둥에 

대한 규제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건설허가의 

요건(제 11조， 제76조)， 허가기준(제 12조， 제77조)， 결격사유(제 13조， 제76조 

제3항의 준용규정)，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제 15조의 2, 제83조의 준용규 

정)， 검사(제 16조， 제78조)， 허가의 취소(제 17조， 제79조)， 기록과 비치(제 18 

조， 제80조)， 양도 · 상속(제 20조， 제83조의 준용규정) 둥은 법문상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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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나 시행령， 시행규칙 둥에의 유보형식에서도 차이점올 발견할 수 없 

다. 이것이 우리 나라가 원자력산업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발전용원자 

로 및 관계시설의 규제에 대한 경험만이 있기 때문에 입법상의 편의에 따 

른 것일지는 몰라도 분명히 발전용원자로시설 둥과 방사성폐기물 폐기시 

설과는 기술적 구성이나 공공의 안전 둥에 대한 영향의 범위 내지 비중이 

동일하지는 않올 것이므로 규제요소와 절차 둥에 있어서도 다양한 입법형 

태나 내용올 제시할 필요가 있올 것이다. 그것은 법령상의 규제내용이 개 

별화 · 구체화 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국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신뢰 

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원자 

력법령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천층처분시설의 운영과 폐쇄에 관하여 

는 명시적 규정올 두고 있으면서도(시행령 제233조 제3항) 상대적으로 방 

사성준위가 높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심층처분시설의 

운영과 폐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올 두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일반적 

천층처분과 공학적 심충처분에서 오는 기능상의 차이점에 근거한 입법내 

용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그에 대한 법령상의 판단기준은 제시될 필요 

가 있올 것이고 더욱이 시행령 제2조 제 1호가 정의하고 있는 바 대로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그 종류 · 특성 · 방사능 농도 또는 표면방사선량률 

퉁이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한계치 미만인 방사성폐기물올 말하고 고 

준위방사성폐기물은 그 한계치 이상인 것올 의미한다면 어떻든 장기간의 

격리를 필요로 하는 폐기물이라는 점에서는 그것의 처분시설에 대한 운영 

과 펴l쇄의 기준도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원자력 

법상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에 대한 폐기업 개시단계의 규제나 폐지단계 

의 규제는 규정되고 있으나 폐기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처분이나(법 제 

79조) 업무의 정지조치가(법 제82조 제2항) 행하여져 그 운영이 중지된 

상태에서의 폐기시설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올 발견할 수 없 

다. 물론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규정(법 제29조)이나 기준준수 의무규정 

(법 제82조) 둥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폐기시설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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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허용된 방사능유출허용치를 운영이 중지된 이후에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시의 근거규정은 명백히 언급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즉 운영이 중지된 이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피해의 개연성에 대한 규제는 

법령 속에 그 방법과 절차가 명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잃) 

둘째， 법문상 표현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해석문제이다. 일반 

적으로 노심 내에서 연소가 끝난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의 특성상 연소되 

지 않은 핵연료가 잔존하고 있을 뿔만 아니라 새로운 핵연료(플로토늄)가 

생성되어 있어 재처리를 할 때에 폐기물량올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는 매우 높은 방사능올 띠고 있어 재처리 

과정에서 피폭위험성이 비교적 높고 반감기가 긴 핵종이 있어 장기간 격 

리처분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재처 

리시설올 가동하지 못하며 근본적으로 기술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핵재처리시설이 개발되어 경제성을 보장하고 폐기물량을 감소 

시켜야 하지만 재처리 과정에서 얻어지는 플로토늄이 원자탄의 재료가 되 

기 때문에 선진국은 그 기술전수를 통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 

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후핵연료의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원자력법 

제2조 제5호는 사용후핵연료를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원자핵분열생 

성물과 함께 방사성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 18호는 방사성물 

질과 그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올 방사성폐기 

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물질이고 따라서 방사 

성폐기물로 명백하게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제 18호의 “ ... 폐기의 대상이 되 

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라는 표현은 사용후핵연료가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올 수 있음올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가능성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용 

후핵연료는 방사성물질임과 동시에 방사성폐기물임올 예외적 표현으로 강 

34) 이종영 í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의 허가기준으로 후세대보호J , 과학기술법연 

구 제2집，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소 1~，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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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려는 의미인지 해석상의 혼란이 우려된다. 

셋째，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의 설치로 일반인의 출입과 거주를 제 

한하는 제한구역을 설정한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96조) 그 보상의 내용 즉 보상금지급방법， 절차 둥에 대해서는 규정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원자력법 제96조 제4 

항에서는 그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의 방법과 절차 둥에 대해서는 침묵 

하고 있다(시행령 제297조의 7).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1997. 4. 1. 시행. 법률5282호)에서도 제한구역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언 

급되지 않고 있다. 본래 용도지역 · 지구제는 토지가 현상적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공권력에 의해 용도구분올 함으로써 그 

이용형태를 규제하는 공용제한의 일종이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공 

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의 배치와 이용을 도모하여 공익올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를 행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공익실현올 위 

한 이용계획의 시행이라는 적극적 관점에서 그 현실적 기능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35) 예컨대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계획으로서의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둥은 일정범위에서 공공복리의 증진올 위하여 토지이용 둥에 

관한 계획올 말하며 이것은 국민에 대하여 부담적 효과가 수반되는 구속 

적 행정계획으로서의 법적 성격올 갖는다고 볼 수 있다.36) 어쨌든 계획제 

한의 一유형으로서의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올 위한 제한구역의 설정은 

사유재산권의 공법상의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며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 

35)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등과 같은 토지이용규제 

관련법률에 균정된 용도지역 · 지구· 구역의 지정과 그에 따른 행위제한을 내용으로 하 

는 규정에 그 제도적 근거성이 나타나고 있다. 

36) 현대국가는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행정작용의 중요한 행위형식으로서 행정계획이라 
는 수단의 등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정계획에 따른 사회정책의 시행을 인정한 

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자유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 요청되며 사회의 지율조절적 

인 과정에 의해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계획의 필요성은 상실된다고 한 

다(뼈unz - Durig - Herzog - Scholz ; Grundgesetz Kommentar. Art. 20. Rdner, 200, 
Mωlchen， 1앉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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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과의 관계에서 보 

상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법상의 제한 

구역설정은 보상문제의 유형으로서 법률에 보상원칙은 있지만 그 내용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37)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입법올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보상의 가능성여부에 있어서 

는 일정한 公用침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가， 특정인올 대상으로 하 

는가의 여부와 그 침해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인할 수 없는 본질적 내용 

을 상실시키는 정도까지 이르는 것인가의 여부를 전제로 개별적， 구체적 

인 경우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그런데 원자력법상에서는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출입 

과 거주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명백히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것의 설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적극적 목적올 위해 

특정인의 재산권올 제한하는 것으로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률이나 시행령에서 보상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원자력법령의 구조와 내용상의 문제점 

가. 위임입법의 문제 

1) 개설 

위임입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동의 행정주체가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일반적 ·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올 

의미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행정입법이라고도 말하여지는데 형식적 입장 

에서 보면 행정주체의 행위(행정작용)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 · 기능적 입 

37) 빅낸성 r손실보상에 관한 입법의 불비와 권리구제방안J , 토지공법연구 2집， 토지 
공법학회， 1앉))，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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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볼 때는 입법작용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임입법 내지 행 

정입법은 일반적 유형상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올 가지며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법규명령과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고 행정주체 내부에서의 조직과 활동올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 구 

분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또한 법규명령의 경우도 보통 발령권자를 기 

준으로 하여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으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 · 부령은 시행규칙의 명칭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위임입법은 현대 행정에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회입법의 

한계성이 나타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중대되어 왔다. 물론 법치주의의 철 

저한 실현은 지켜져야 하지만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를 미리 법률로 정한 

다는 것은 어떠한 사항이든 망라하여 국회로 하여금 예측케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여도 법률의 양과 내용이 엄청나게 되어버 

린다는 점에서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 · 기술적 판단 

올 요한다거나， 행정현실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탄력성 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목적， 요건， 내용만올 국회 

가 법률로 정하고 개별적인 세부사항은 행정주체로 하여금 정하게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위임입법 내지 행정입법의 존재의의가 인정 

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국회입법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입법의 분업， 

권력분립원리의 협동이라는 법리적 차원에서 그 효용성올 인정하되 문제 

는 이러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에 대한 효과적 통 

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비중이 두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한계 

@ 포괄적 위입입법의 금지 

행정부에게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위엄한다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한 

다면 입법부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제도의 존재의의를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헌법은 

제7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 위임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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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꺼) 이는 포괄적 위임의 금지 내지 골격입법의 

금지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포괄적 위임 또는 전면적인 위임은 입법 

권의 포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권의 

위임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위임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한정될 수 있 

는 것이어야 하므로 위임명령이 일반적 · 포괄적 위임에 바탕을 두었다든 

지， 구체적 위임의 경우에도 그 위임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 

한 위임에 바탕올 두었다면 그 위임명령은 위헌이라 할 것이다，39) 

헌법재판소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올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의 대강올 예측할 수 있어야 함올 의미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그런 

데 헌법 제95조는 헌법 제75조와 달리 포괄적 위임의 금지에 관한 표현올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헌법 제95조 역시 포괄적 위임의 금지의 원리 

의 적용하에 있다고 볼 것이다.4이 

38) 독일기본법 제8{J조 제1항은 법규명령과 관련하여 “법률로서 연방정부， 연방장관 또 

는 주정부에게 법규명령의 발령권이 주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권의 내용， 목적 및 

범위가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법규명령에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재위임 

을 위한 수권이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다면 재위임을 위해서는 법규명렁이 펼요하다”고 

규정하고 었다. 
39) 헌재 1004. 7. 21, 93 헌가 12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 후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쌓아두는 행위를 하고 

자 하는 지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 및 이 법 제4조 제1항의 목적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 제4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목적도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물건이나 기간도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이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분의 대강을 국민 

이 예측할 수 있도록 수권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 

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40) 한편 입법의 실제상 포괄적 위임금지의 法理에 反하는 것으로 보이는 실정법도 없 

지 않다. 예컨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는 “사업의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급조건 · 방법 ·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 · 공급하거나 주 

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31개 조문의 「주택공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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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전속 사항의 위임금지 

헌법이 어떠한 사항올 법률로써 정하게 한 경우， 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하며 이를 행정부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수는 없다. 위임이 

금지되는 예로 국적취득의 요건(헌법 제2조 l항)， 죄형법정주의(헌법 제 12 

조 1항)，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행정조직법정주의(헌법 제96조) 퉁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모든 것올 반드시 법률로 정하라는 의미는 아 

니라고 본다. 일정범위에서는 위임이 가능하다고 본다，41) 예컨대 관세율올 

법률로 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공정무역 퉁올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퉁에는 그러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다시 일정한 제약을 가해 행정입법으로 관세윷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당해 헌법규정이 어느 

범위의 것올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느냐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그 범 

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 재위임의 문제 

위임명령권의 재위임유형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임입법주체가 수입된 위임명령권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 

위명령에게 再위임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전면적 재위임은 실질적으로는 

수권법의 위임내용올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임명령이 그의 

상위법이면서 수권법인 법률올 개정할 수 없다는 논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수임입법주체가 법률에 의하여 위입된 사항에 관한 일정한 

기준은 일단 위임명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적 사항의 규정을 다시 하위명 

령에 재위임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부적， 보충적 재위임의 경우도 법률 

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입법을 통한 규범의 정립을 의도한 취지에 

규칙」 이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방식이 과연 구체적으로 범위 

를 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식품위생법 제72조， 공 

중위생법 제41조)도 역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1) 김남진， 행정법 1 ， 173면 ; 박윤혼， 행정법강의(상)， 217면 ; 김동희， 행정법 1 ， 131면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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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t~) 그러나 수권법령의 취 

지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 범위내에서의 세부적， 보충적 재위임은 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재위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위명령에 재 

위임한다는 제한올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바， 전문성 · 기술성올 살려서 

입법할 수 있으며 동위의 명령으로도 재위임할 수 있올 것이다:13) 그리고 

이러한 견해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95조에서 “대통령령의 위입”이 

라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 처벌규정의 위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 인해 벌칙을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일반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근거법률이 구성요건의 구 

체적 기준올 설정하고 다만 그 범위내에서 세부적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경 

우에는 위임명령으로도 처벌대상인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근거법률이 형벌의 종류와 그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위임명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이 학설과 판례의 주류를 이루고 있 

다. 

[판례사례] 대판 1971. 1. 26. 69 도 1094<양곡관리법위반> 舊양콕관리법 

제 17조는 “정부는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양콕매매업자 ... 에게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같은법 제23조는 양곡매매업자 둥이 이 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A는 위 명 

령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舊양곡관리법 제17조는 “양콕관리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막연한 요건만올 정하여 각령(대통령령)에 처벌요 

건이 되는 행위를 정할 수 있게 위임한 것은 헌법 제 10조 제 1항에 위반된 

42)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샤 1~， 쨌면. 
43) 김도창， 일반행정법(상)， 315면 ; 김남진， 전게서， 170면 ; 박윤흔， 전게서， 220변 ; 김 

동희， 전게서， 134면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391면 ; 홍정선， 전게서， 211면 ; 한견우， 

행정법 1, 4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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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i ) 양콕관리법 

제1조에 의하면 양곡관리법은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양독을 관리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서， 이 법의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는 양목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올 유지하는 것임올 분명히 

하고 있다. ii) 양콕관리법 제 17조에 의한 각령(대통령령)은 양콕의 수급 

조절과 적정가격올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매매업 

자에 대한 명령이라야 할 것이고， 정부가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iii) 따라서 양곡관리법 

제17조는 헌법 제74조나 제 10조 제 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문제점의 검토 

1995년 12차 개정 이후의 원자력법 제12조는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방사능환경상의 위해방지”로 해석하게 하는 원자력법시행령 제323조의 2 

를 신설하고 1996년 4월 2일 개정된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3조는 건설허가 

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내용올 방사선환경영향에 한정하고 있 

다. 그리하여 과학기술부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방사선환경영향에 한정되 

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은 법령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률올 개정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결국 제 13차 원자력법 개정에서 원자력법 

제 11조 제2항 및 제5항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개정 

하고 제 12조 제3호를 개정하여 건설허가 요건 중 하나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올 

것”이라는 규정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방사성 물 

질 퉁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올 것”으로 

하고 제22조 제3호를 개정하여 운영허가의 요건 중 하나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규정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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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퉁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 

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原電의 환경규제 중 방사선 환경규제만이 원자력 

법의 규윷대상이 되었다. 또한 제13차 원자력법 개정은 원자력법 제33조 

제2항， 제44조 제4호， 제58조 제4호，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3호를 개정하 

여 연구용 원자로， 핵주기사업， 핵물질의 사용， 폐기시설의 경우에도 방사 

선 환경영향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의 이유는 일반 

환경영향에 대한 중복규제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일반 환경영향 

에 대한 사업승인기관 및 규제기관올 산업자원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일반 환경규제와 방사선 환경규제가 분리됨에 따라 원자 

력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총체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자력발전시설의 특성과 관계된 일반 환경영향이 허가시에 규제 

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일반 환경영향의 관리기관이 산업자원부로 됨으로 

써 원전의 일반 환경영향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 

다.따) 결국 이것은 위입입법으로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임기용변식 개 

정이 법률개정의 결과를 가져오는 불합리한 과정에서 원자력법령체계의 

부조화를 노정시킨 변칙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올 것이다. 

현행 원자력법령의 체계는 다른 일반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사 

항인 원자력법과 그 하위법령인 원자력법시행령(대통령령)， 원자력법시행 

규칙(총리령) 및 과학기술부 장관 고시가 있으며 이들은 상호 단계적 구 

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있다. 한편 원자력법은 전문적 ·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법률인데다가 원자력기술은 매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이나 안전에 관한 실질적 규제의 기준이나 내용 둥은 대부분 하위법령 

에 규정하는 것이 각국의 보면적 경향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 

령체계에 있어서는 안전규제 둥에 관한 실질적 내용들이 주로 원자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따른 신속한 법령정비에 많은 부조 

44) 빅균성 r원자력관계법에 대한 소고J , 원자력산엽， 원자력산엽회의， 1007. 3, 1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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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행령의 개정은 과학 

기술부나 산업자원부 동의 관계 기관간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만약 

정부의 관계 기관 사이에 특정한 사항올 둘러싸고 의견과 이해가 대립되 

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립상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순수 기술적 사항 조 

차도 개정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적정한 이용과 안전의 

규제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술한 바와 같 

이 위임입법의 내용을 개정한 후 이에 따라 짜겁기식의 법률의 개정올 시 

행해야 하는 현상도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원자력법시행령올 살펴보면 대부분 원자력법에 

서 위임한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전문기술적 부분에 해당되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 탄력적으 

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현황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i ) 원자로시설의 위치 (제56조 내지 제57조) 

ii )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제59조 내지 제93조) 

iii ) 원자로시설의 성능 (제95조 내지 제 101조) 

ψ)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지침 및 안전조치 (제 103조 내지 

제 111조) 

@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기준 

i )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제 155조) 

ii )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제 157조 내지 제 163조) 

iii)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 (제 164조) 

ψ) 핵연료주기시설의 보전 및 운전 (제 166조 내지 제 169조) 

@ 핵물질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 

i ) 핵연료물질사용시설 둥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저11181조， 제 18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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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핵연료물질 동의 관리 (제 184조 내지 제 186조) 

iii ) 핵원료물질의 관리 (제 188조 내지 제 191조) 

@ 방사성동위원소 둥의 시설기준 

i )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시설 둥의 위치 (제208 

조) 

ii )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시설 퉁의 구조 및 설 

비 (제 200조 내지 제212조) 

iii) 방사성동위원소 동의 취급기준 (제215조 내지 제219조) 

@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둥의 기술기준 (제229조 내지 제219조) 

@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기준 (제 233조 내지 제234조) 

@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및 포장 

i ) 용기 및 포장기준 (저11239조 내지 제240조의 2) 

ii ) 방사성물질 둥의 차량운반 기술기준 (제242조 내지 재 255조의 

2) 

iii) 방사성물질 둥의 선박운반 기술기준 (제257조 내지 제265조의 

5) 

iv) 방사성물질 둥의 항공기운반 기술기준 (제 268조 내지 제281조의 

2) 

이상과 같은 전문적， 기술적 기준사항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원자력 기 

술수준에 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개정 · 보완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정 

부의 관련 기관간에 합의를 요건으로 한다거나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거 

쳐야 하는(헌법 제86조 제3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총리령이 

나 부령의 형태(시행규칙)로 규정하는 것이 상황적용성이나 탄력성 있는 

입법적 대처에 합리적으로 부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수권법률인 원자 

력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사업， 

핵물질사용， 방사성동위원소， 폐기시설의 기술기준， 취급기준， 시설기준 둥 

은 세부적 · 보충적 사항의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관계 행정 각 부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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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해대립이 없는 순수기술적 사항에 해당되므로 시행규칙의 부령형식 

을 취하는 것이 급속히 발전하는 원자력기술수준에 적절히 대용할 수 있 

올 것이다. 

나. 간주규정과 준용규정 과다문제 

현행 원자력법은 제11조 내지 제20조에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 대한 

규정올 규제측면에서 허가， 결격사유， 계량관리 및 방호， 검사， 허가취소 

둥에 관한 사항을 나열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이용 및 규제는 대부분 

상기 조문의 내용대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제 21조 제3항)， 연구용 · 교육용원자로 건설 · 운영자(제36조)， 부품생산업 

자(제42조)， 성능검증업자(제42조의 9) , 핵연료주기사업자(제56조)， 핵연물 

질사용자(제63조)，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발생장치 허가 · 신고사용자(제 

75조)， 폐기시설건설 · 운영자(제83조) 퉁은 대부분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로 의제함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 

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간주(fiction ， Fiktion)라고도 일컬어지는 사실의 의제는 법이론상 

서로 본질을 달리하는 법해석의 대상올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서 동 

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법해석상의 기술을 말한다. 이 

는 법률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학설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 

으나 대체적으로 실정법의 표현상 “…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 

으로 본다(민법 제28조)는 규정이나 절도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 

력올 재물로 간주하는 것(형법 제346조) 또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 1000조 제3항)는 규정 퉁이 그 예이 

다. 이러한 간주， 의제는 공공의 이익 또는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일정한 

사실의 폰재， 부존재를 결정적으로 확정하여 반증올 들어도 법규가 의제 

한 효과를 번복시킬 수 없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기 

-105-



술에 있어 사실확정의 한 방법이기 때문일 뽕이므로 입법에서 의제되었다 

고 반드시 모든 점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없음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바， 동일하게 다루는 범위에 관하여 종종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데 현행 원자력법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생산업자， 검증업자， 사 

용자， 폐기업자 둥을 모두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규제규정에 일치시켜 개 

별적 · 구체적 기준없이 의제하고 있는데 이는 원자력사업의 전문기술성 

에 비추어 보거나 각 사업주체의 업무내용에 대한 규제의 범위， 방법， 성 

질， 절차 퉁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따른 규울과 

규제가 필요한 것이 명백함에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해사업의 중 

요도나 국민생활이 미치는 영향 둥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입법의 편 

의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올 낳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원자력사업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대상사업의 본질적 내용상의 차이나 국민의 권익에 대한 영향올 고려하여 

최대한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의 내용을 표준화， 정형화하는 입법태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현행 원자력법령체계 속에서 명시적 기준없이 무수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준용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 

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법 이론적으로 준용(correspondante， entsprechende 

Anwendung)이란 입법기술상， 규정의 중복과 번잡올 피하고 법조문의 간 

결화를 위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명문으로 규정하 

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올 그것과 유사하기는 하나 본 

질이 다른 사항에 관하여 약간의 필요한 변경을 가하면서 적용시키는 입 

법기술상의 해석방법인 것이다. 예컨대 민법 제 10조의 「제5조 내지 제8 

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에 해 

당한다. 다만 이것은 법조의 간결화라는 장점도 있으나 법규의 검색을 번 

잡하게 만들고 종종 변경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의문올 야기시키며 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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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의 대립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현행 원자력법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을 통하여 

법조의 간결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에 대한 규 

정올 기준으로 하여 그 운영자(제21조 제3항， 제32조) 연구용 · 교육용 원 

자로설치자(제36조 제 1항)，생산업자(제42조 전단) , 핵연료주기사업자(제56 

조 전단)， 핵연료물질사용자(제63조 전단)，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제75조 

전단)， 폐기업자(제83조 전단) , 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제90조의 12 전 

단) 둥에게 많은 내용을 준용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원자력법 

시행령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올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45) 시행령 제 26조의 2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동 제26조의 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검사)의 규정을 정련사업자， 변환사업자， 가공사업자， 사용후핵연료처 

리사업자에게 준용하고 있다(영 제 124조의 2, 저11136조， 제 144조， 제 154조). 

또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인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정련시설을 제외한 핵연료주기시설에 준용되고 있으며(영 제 155 

조)，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인 제59조 내지 제61조， 제 

63조， 제87조 내지 제89조는 핵연료주기시설에 준용되고 있고(영 제163조)， 

원자로시설의 운영기술지침 및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기준인 시행령 처11103조， 

제 104조， 제111조도 준용되고 있다( 영 제169조). 

이러한 준용규정의 활용은 법조의 중복을 피하고 간결하게 법령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법기술상의 순기능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적용배제규정을 두어 준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준용하지 아 

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 

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영 제 155조， 처11163조， 제 

169조) 원자력관련사업이 갖는 전문기술성이 광범위하고 그에 따라 국민 

45) 한국에너지연구소부절원자력안전센터， 원자력법령 개선에 관한 연구， 1~， 40면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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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올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각각의 시설이 갖는 

상이한 기술적 특정과 기능올 고려할 때 포괄적으로 과다하게 준용규정올 

활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령제정의 편의만을 위한 입법기술 

상의 조작으로 이해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반 법이론상 

으로도 준용이 법규의 검색을 번잡하게 만들고 본질이 다른데도 성질상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해석상의 의문올 야기시키며 종래의 고정된 개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급변하는 입법대상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올 결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으로써 준용자체를 예외적인 것으로 보거나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예컨대 원자력법에서 원자로시설에 관한 어떤 기술수준에 관한 

내용올 시행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 

기준은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양 시설이 갖는 

순수기술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면 원자로시설의 기준올 전적으로 동일하 

게 준용할 수도 없올 것이고 또한 시행령이 원자로시설에 관한 특성상의 

기준치를 정하고 핵연료주기시설의 특성상의 기준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전자의 것을 후자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여도 안전상 둥에 전혀 문제가 없 

는 것인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같은 논리적 입장에서 예 

컨대 원자력법이 원자로시설에 관한 사항올 핵연료주기시설에 준용할 것 

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자로시설에 관한 시행령은 있으나 핵연료주기시설 

에 관한 시행령이 없올 때 원자력법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 

에도 그 논리적 연장속에서 당연히 핵연료주기시설에 원자로시설에 관한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컨대 위 

임입법의 이념은 개별적 구체적인 경우에 당해 법조의 대상과 본질을 같 

이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 보충적 사항올 하위법규로 정하는 입법상 

의 기술인 바， 위임입법으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올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로시설의 구조， 설비， 성능 

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올 핵연료주기시설에 준용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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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기술적， 전문적 사항올 고려치 않고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임입법의 이념에 따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각 시설의 

전문기술적 사항에 관하여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준용의 가능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종래의 고정관념올 쫓아서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개선방향 

현대 사회에 있어 원자력의 기능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 

에서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발전에 필수적 요소로 퉁장하게 되었는 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더욱 원자력에 대한 의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이용 · 개발에 대한 연구 

와 원자력이 갖는 재해의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 및 국제환경의 변 

화에 대한 대처방안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 

은 우리 나라가 국민의 복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급부행정국가라는 헌법적 

명제하에서도 당연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에 대한 

국가정책의 적극적 전개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원자력의 이용 · 개발의 촉진에 따른 원자력산업의 발전올 위한 보호육성 

방안이 과학기술의 중진이라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폐쇄와 

은혜의 우려를 배제하고 개방과 투명에 의한 정책과 기술수준의 향상올 

도모함으로써 원자력의 긍정적 측면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원자력정책의 투명성과 명확성 내지 개방성을 통한 국민 

의 신뢰 확보는 장기적 전망올 전제로 한 국가정책의 수립으로 그 효과적 

방안올 모색해야 하는 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원자력법령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라 할 수 있올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국 

민의 관계 속에서 정책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정립될 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이며 원자력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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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과 이념이 정당성과 영속성올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력법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법으로서의 성격올 가지며 과학기술법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기준이 요구되는 법이다. 따라서 모든 사 

항을 법률의 규정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법률에 비하여 폭넓게 하위 

법으로서의 명령에 위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자력이용과 규제에 있 

어서의 기본적 사항이나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에서 법령체계의 정비가 특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은 급변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에 부옹한다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영속성올 갖는 다른 법률에 비해 1958 

년 제정 이후 1996년까지 13차에 걸친 개정 작업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 

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법의 많은 개정은 임기용변식인 대용입법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입법정책적 오류로서 비난할 

수만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자력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문제들은 어 

떤 특정한 시점에서 장래의 진행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 

라 그러한 장래의 상황올 모두 사전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원자력정책 

과 원자력산업에 대하여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만 우리 나라의 원자력 법령체계는 급변하는 상황변화에 따라 문제를 해 

결하려는 대용입법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령체계로서의 

통일성과 연계성올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 원자력 법령 

은 본질적으로 원자력의 이용과 규제에 따른 상황 전개에 맞게 보완 · 정 

비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기본방향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원자력법령체계에 있어 단일법체제를 복수법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원자력법의 목적은 이용과 규제를 통한 국민생활의 향상 

과 복지의 중진 및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중추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올 위하여 법의 대상과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적 

용해 나갈 것임올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적용내용을 살 

펴보면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됨으로써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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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규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될 뿔이고 학술이 진보와 산업 

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적 

극적 배려법적인 성격은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국 

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과거의 질서행정법적 요소만올 유지 

함으로서 현대 복지주의에 입각한 복리행정법적 요소를 소흩히 하고 있다 

는 비판올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재해의 발생가능성올 

인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적 측면올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유지 

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의 연구， 개발 빛 이용과 그에 수반하는 

사항에 관한 국가정책적 기본방향의 제시에 부웅하는 근거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법률의 규정 속에 원자력의 이용과 개 

발에 따른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리증진의 

구체적 방안이 명시되고 아울러 그 이용 · 개발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제 

평화의 이념에 따라 평화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올 국가의지로 

국제사회에 천명함으로써 신뢰를 제고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사전적인 안 

전성 확보의 방안과 사후적 피해구제의 방안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원자력산업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적 합의의 방 

향올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과 규제에 관 

한 원자력작용법의 복수법체계화와 함께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 및 규 

제에 관한 국가정책을 기획 · 심의 · 의결하는 행정주체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원자력조직법의 정비도 요구된다 할 것인 바， 원자력위원회나 원자 

력안전위원회 둥을 원자력이용이나 규제법령 속에 함께 규정할 것이 아니 

라 복수법체제가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원자력행정조직법도 독 

립적 법률의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자력 정책의 수행에 있 

어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원자력 

홍보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자력산업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및 일반 국 

민에 대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 

대 청문이나 공청회 둥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거나 홍보의 내용올 양적 



· 질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 퉁을 모색하도록 할 수 있올 것이다. 

둘째， 현행 원자력법의 위임입법으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너무 방 

만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에 대한 통일성과 체계성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 

선 각각 337개조와 1317H조로 되어 있어 양적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법 

률이나 상위법령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떠한 사항올 시행하기 위해 

위임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원자력법이 단일법 

체제를 취했으므로 그에 의한 명령도 단일법령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보충적， 세부적 사항올 정하도록 하는 위임입법의 본래의 취지 

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경우까지 

발견되기도 한다. 예컨대 시행령의 개정올 먼저한 후에 상 · 하규범의 체 

계를 맞추기 위해 법률올 개정하는 모순적 입법사례라든지， 원자로시설에 

관한 사항올 핵연료주기시설， 핵물질 및 방사선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방사성물질의 폐기시설에 준용하게 하여 각각의 

구조， 설비， 성능 및 내용에 있어서의 전문적， 기술적 차이를 무시한 듯한 

입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짜겁기식 조합형식은 구체적 경우 

에 어떤 특정시설에 관한 규정올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시행령올 전 

체적으로 검토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무리한 입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입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각각의 시설이나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원자력법에서 위입한 개별적， 

구체적 사항을 그 전문적， 기술적 차이에 상옹하는 내용으로 분류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의 위임올 특정한 기준없 

이 행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대옹하기 위한 근거법령의 설 

정이 되도록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요하지 않고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하지 않는 행정규칙에 위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수 

한 기술적 내용으로서의 각 시설의 기술기준 둥은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적절히 대용하여 법령화될 수 있고 나아가 원자력의 개발， 이용 및 안전 

규제의 근거법령으로서 관련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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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원자력행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제고방안이 법적 근거로서 마 

련될 필요가 있다. 원자력이 처음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그것을 인식하 

게 된 계기는 원자폭탄이라는 무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일 

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원자력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인식올 바탕으로 하여 당연히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원자 

력은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하나의 속성 

으로 인식된 만큼 그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지 않는 한 개발과 이 

용이 현실화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원자력에 대 

한 국민적 합의문제는 과학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제도적 차원 

의 문제로 귀착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행정에 투명성과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행 원자력법 

은 제104조의 5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규정하고 있다. 즉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 및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건설허가 신청서류로 작성되는 방사 

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올 수렴하도록 하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의 방법으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 

안올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둥올 개최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조 제 1항 

의 법문상 표현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올 공람하는 것이 사전요건 

일 뽑임에도 이를 주민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 소극적 입법태 

도가 비판받올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동조 제3항은 주민의견 수렴의 

일체의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 

로서 포괄적 위임의 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최소 

한 주민의견 수렴의 방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원자력법에서 규정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원자력법상 공청회는 환경영향명가서 작 

성 전의 의견수렴 절차로서의 성격올 가지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 

는 사업자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청회가 진정한 행정절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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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여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는 일정한 행정처분전에 공정 

성이 보장된 공적 기관에 의하여 주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공청 

회는 청문과 달리 일정 처분에 대한 직접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만 참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올 가진 일반인도 참여하여 행정결정 퉁에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인 바， 사업의 당위성， 환경피해 감소방안， 지 

원사업 둥을 제시하는 사업자측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대표， 환경전문가， 원자력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퉁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원자력법의 개선방향의 실현은 현재의 단일법체제로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원자력법이 단일법체제를 고수할 경우 지금 

과 같은 계속적인 개정작업에 의한 즉홍적 대용입법의 형태를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기본법， 원자력조직법， 원자력작용법， 원자력구 

제법 퉁으로의 법령체계를 세분화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적절히 

부옹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적 시도를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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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창 결 혼 

목하 세기말 · 세기초의 시기이다. 인류역사에 비추어 볼 때 세기말 · 

세기초에는 거의 예외없이 세계사의 기저를 뒤흔든 대변혁적인 사건들이 

있어왔다. 금세기말도 예외가 아니어서인지 지금 세계문명은 이른바 「정 

보화시대」 위에 종 · 횡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Cybercracy 국가 

체제의 도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국가 권력의 원천도 

「초고속통신기반」 에서 구하고 하나의 국가라는 경계도 무의미하게 되어 

국가 성립의 논리적 기초 이데올로기인 국민주권의 개념까지도 그 수정을 

보아야만 하는 시대를 예고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가 어떠한 변혁올 맞이하든 영원히 변치 않는 문제가 있으 

니， 그것은 태양에 대한 지구인의 절대적 제약관계와 똑같은 에너지에 대 

한 지구인의 절대 필요적인 관계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너지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야기한다. 

생각건대 지구인의 궁극적인 최대의 에너지원은 태양이다. 그리고 원 

자력은 태양이 지구상으로 직접 파송해 준 특사이다. 실로 원자력이야말 

로 우리 지구인에게 있어 최대의 에너지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무분별 

한 에너지의 개발과 소비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인류의 궁극적인 

난문제인 환경문제의 해결에도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 

로 원자력이라 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원자력은 무섭다. 누구나 먼저 그렇게 생 

각부터 한다. 그리고 원자력에 관련한 기술은 급속히 발전올 거듭하여 그 

전문성과 고도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원자력은 

더욱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 무서움이 만에 일이라도 현실화된 

다면 환경문제 해결의 결정적 열죄였던 원자력은， 그만 환경을 결정적으 

로 파괴시키는 지구의 궤멸자로 둔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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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의 문제」 는 이제 원자력의 

연구 · 개발 · 이용 둥 그 무엇보다도 앞서 원자력 문제의 「알파」 와 ?오 

메가」 라 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로 동장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사업에는 그 실행과 규제에 관하여 법률이 제정되 

어야 하는 바， 우리 나라의 「원자력」 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이고도 총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현행의 원자력 법령체계인 것이다. 그러나 위 

에서도 논했듯이 원자력의 기술이 급속하게 변동을 하고 있고， 또한 원자 

력의 기능과 그에 대한 인식도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행 원자력 법령체계는 여전히 구태의연하기만한 것이 사실이다. 법이 

원자력 발전의 근거가 되고 막강한 후원자가 되어주어야 할텐데， 그러하 

기는 커녕 오히려 흐트러져 있는 그물처럼 원자력 법이 그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제 원자력 법령의 이러한 미개상태가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이의 개선올 위해서는 원자력올 당초 선진국의 과학문명 

으로부터 가져 옹 것처럼， 원자력 법령체계도 우선은 현재 대부분의 원자 

력 선진 각국이 복수법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예를 원용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교육법의 개혁이나 환경법의 복수법화 과 

정에서 전개된 법학적 논리구도는 특히 원자력 법령체계의 개선에 직접적 

으로 그 모범이 된다 하겠다. 

이들 법올 둘러싼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이 현행 원자력 법령체계가 

처해 있는 환경이 거의 똑같은 경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무엿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자력 법령올 논의할 때는 헌법 . 

행정법학자와 같은 법학자들의 안목올 통한 조명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라 

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원자력 법령이 이렇듯 난맥상과 .모순 

된 현상올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처음부터 원자력 법은 국민의 법이 

아니라 밀실 속의 법， 특정한 과학자들만의 법으로서 출발되었고 또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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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원자력 법령의 이러한 난맥상이나 모순된 현 

상올 토로하고 지적하는 것도 원자력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만 있었지， 

법학자들에 의한 정통적인 검토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지를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현행 원자력 법령은 맨 먼저 전체적으로 헤쳐 모인 후， 

첫째， 각 규제 사업별로 복수법화 작업을 벌임으로써 현행의 단일 원 

자력법령체계를 복수법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만 행정법학상 

의 행정작용의 종류(급부행정， 규제행정， 개발정서행정 둥)에 따른 법원리 

에 입각한 정당한 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각 규제사업별로 복수법화함에 있어서도 그 내용올 반드시 법 

률→명령→규칙(→고시)의 법령의 단계적 기능과 효력에 부합되도록 입법 

의 적정화를 기하여야 한다. 

셋째，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부문과 특히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련된 부문， 그리고 제출서류 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 이 

하로써 규정하는 것올 원칙으로 한다. 

넷째， 위임규정을 남용하지 않음으로써 모법의 입법정신올 훼손치 않 

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종국에는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그 적정성과 

효윷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입법기술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구사하게 된 준용규 

정 또는 간주규정이 남용됨으로써 오히려 입법의 무사안일로 귀착되고， 

결국에는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혼선과 난맥을 초래하게 되었는 바， 이러 

한 입법태도를 지양함으로써 법령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토록 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수차례 언급 

되었거니와 원자력이 국가 및 국민생활에 커다란 유익함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정서는 정반대로 무서운 물질， 적대적 

인 과학문명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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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 세정한 헌법규정과 그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또 그 개발과 이용 및 안전퉁도 보장받고 있는 과학기술문명의 과실(果 

實)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체화시키고 그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도록 하는 원자력 「기본법」 을 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 

러 이의 효과적인 실천올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알 權利」 에 입각하 

여 원자력의 제반사항에 대한 대 국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본원칙을 원자력 「기본법」 에 규정함으로써 원자 

력의 안전 규제에 대한 효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국민의견의 수렴 퉁 원자력 사업에 대한 국민 참여 둥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법」 정신에 입각한 제도적 장치도 원자력 「기 

본법」 에 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본법」 에는 「원자력에 대한 법학적 가치」 를 정립시켜 놓 

는 외에， 원자력사업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본원칙과 기본법리를 체계 

화하는 내용이 담겨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제1장의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서도 

밝혔듯이 「원자력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라는 큰 테마 속의 (1) 1단 

계 「’97-’99 원자력 법 (복수법 화)체 계 및 구성요소 구축J (2) 2단계 「

2000-’02 ; CD 원자력법(복수법)의 구체적 조항 설정 @ 하위법령체계 및 

구성요소 구축J (3) 3단계 「’03- ’06;CD 하위법령의 구체적 조항설정 @ 

문제점도출 개선 · 보완」 중 제 1단계의 1차년도 목표인 「현행 원자력 법 

령체계의 문제점 분석」 에 관한 것이다. 

다만 현행 원자력 법령체계의 문제점올 분석한 결과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을 모두 무시하고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것올 전제로하여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론적인 개선(복수법체계화)올 위한 기본방향도 상정하여 본 

바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기본법올 원자력 법령의 기초법으로서 제정한다.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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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는 원자력기본법에서 규정토록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규제사업법을 제정하고 원자력 규제사업에 대한 기 

본원칙과 법리를 규정함과 함께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토록한다. 

셋째， 원자력관계시설 퉁의 규제법올 제정한다. 

넷째， 방사선방호법올 제정한다. 

다섯째， 원자력 연구개발 및 입지촉진법올 제정토록한다. 

여섯째， 원자력 손해배상법올 제정토록 한다. 

일곱째， 위와 같이， 원자력사업의 각각의 고유 성격 별로 복수법화를 

마친 후에는 그에 따른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고시 둥올 정리하여 

개별 단일법에 맞도록 시설별， 계통별로 체계화 한다. 

참고로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규제사업법 

이상 현행의 원자력 법령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기본 방향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물론 이 연구는 기초적인 단계 중에서도 첫걸음 

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부족하기만 한 본 연구물이지만 모쪼 

록 이 연구에 기초하여 후속토록 되어있는 연구가 훌륭하게 뒤따름으로써 

당초 계획되어 있는 큰 테마에 대한 전체로서의 연구업적이 커다란 성공 

과 뭇깊은 결실로 귀착되어지기를 기원하여마지 않는다. 

-119-



부디 우리 나라 원자력 법령체계의 선진화가 조속히 앞당겨짐으로써 

원자력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생활에 행복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이고도 효 

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자력이 국민에게 행복올 가져다 주면서 또한 그에 걸맞도 

록 국민으로부터 한껏 사랑과 보호를 받는 진정한 「국민의 원자력시대」 

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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