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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기술정책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외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원자력 이용 개발에 있어서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원자력기술개발의 효

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원자력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 분석과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전략 개발

의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1) 원자력 기술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2) 원자력 R&D 혁

신전략을 개발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기술정책 동향 분석

①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② 일본 에너지정책과 원자력정책
③ 미래원자력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④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2) 원자력 R&D 혁신 전략 개발

⑤ 신에너지 기술의 환경 향 및 기여도 평가

⑥ 국가 원자력 기술혁신체제 분석
⑦ 국가 과학기술 정책 분석과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증진 방향
⑧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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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연구결과 및 건의

(1) 원자력 기술정책 동향 분석

①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부는 제1차 및 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의 국내･
외 원자력정책 환경변화를 반 하여 제3차 종합계획을 향후 5년간의 구체적 계획으로 

수립,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
정하고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② 일본 에너지정책과 원자력정책
일본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속증식로 가동 전까지 기존 경수로를 활용하고, 핵연료

주기확립을 기본목표로 고속증식로 주기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시

바의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인수 등 원자력선진국인 미국, 프랑스와의 적극적인 협력관

계 유지를 통해 세계 원자력시장 진출을 꾀하고 이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

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이해를 

높이고, 원자력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

원 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증식로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2050년 이후 추진될 고

속증식로 시대를 대비한 소듐냉각고속로 핵심기술을 우리 고유의 기술(KALIMER)을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확립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③ 미래원자력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원자력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에서

는 2005년 기본협정을 발효한 이후 2006년에는 4개 시스템의 시스템약정이 발효되었

으며, 프로젝트추진 계획을 마무리 중으로 조만간 공동연구가 착수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간 공동연구를 수행중인 I-NERI와 IAEA 회원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INPRO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제적인 활동

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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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추진 방안으로는 GIF를 통한  

시스템 기술개발, INPRO를 통한 제도와 인프라적 접근 및 I-NERI를 통한 핵심 기술 

분야의 접근성과 연구개발 추진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이 중점 협력분야 차별화가 요

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④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미국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화석연료 해외의존도 감소, 새로운 핵확산저항성 기

술을 이용한 핵연료 재순환, 세계의 청정개발과 경제성장에 기여, 핵확산위험을 줄이

기 위한 최신 기술 활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NEP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

표하 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 행정부는 미국 내 원자력이용확대, 핵확산

저항성 핵주기 실증, 방사성 폐기물 발생 최소화, 개량연소로 개발, 신뢰성 있는 핵연

료공급체계 구축, 소형원자로의 실증, 비확산 세이프가드 강화를 7대 주요 추진정책으

로 채택하 다.

GNEP는 우리나라의 핵연료 정책과 에너지 안보, 원전 기술 수출 및 첨단기술 

확보에 큰 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보

유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연료공급국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원자력 R&D 혁신 전략 개발

⑤ 신에너지 기술의 환경 향 및 기여도 평가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고갈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환경성이 중요한 이슈이다. 에너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더욱 중대

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원자력 연구개발에 있어 올바른 기술정책 수립을 위

해서는 원자력기술 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을 아

우르는 지속가능성 측면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점은 장려하고 

단점은 개선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환경측면에서 중요한 청정에너지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풍력발전기술

의 환경 향을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nalysis)를 통해 분석하고, 원자력에너지

와 함께 기후변화 1차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 전력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능력

을 평가토록 하 다. LCA를 통한 지구온난화잠재성(GWP Global Warming Potential)

을 평가한 결과 대상 풍력발전소는 전 과정에서 13.2 g CO2-eq./kWh을 배출하 고, 

이는 원자력의 50% 그리고 석탄 화력의 1%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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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 국내 전력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능력으로 

평가하면, 풍력과 원자력이 각각 7백만 t-CO2-eq./년 그리고 185백만 t-CO2-eq./년으로 

평가되었다.

⑥ 국가 원자력 기술혁신체제 분석  
국가 차원의 원자력연구개발 정책은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 개발, 산업화하여 이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 원전표준화나 핵연료 기술자립과 같은 기존의 기술혁신을 이어갈 새로운 

선도･창조형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 연구개발 재원

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기존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의 수요와 활용성과 관리 강화로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다음은 연구의 혁

신역량 보완을 위해서는 기업․학교 등과 연계와 공유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경  정책을 수립하여 특허를 활용한 수익창출과 실질적인 연구개발 성과증진을 

연구소의 경 모델 선진화에 활용해야 한다.

⑦ 국가 과학기술 정책 분석과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증진 방향 
출연 연구기관은 항상 새로운 성장 동력을 탐색하고 이를 통한 국가발전 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기획하고 있는 기술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

고 있는 정책결정자들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 확보된 지적자산의 

활용도 극대화에 노력해야 하고 앞으로 성취코자하는 기술목표의 효율적 달성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의 취지를 

숙지하고 이행과정을 주시하여, 이를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

다.

- 정부출연(연) 연구활성화 방안 : 토탈로드맵, 전문연구사업, 탑브랜드사업 기본 

개념과 이를 포함한 정부 R&D 사업 기획 및 평가 기본방향 제시

- 국가 지식재산전략체계 구축방안 : 지식재산, 특히,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부 연

구개발사업의 특허활용 성과관리 기본방향 제시

⑧ 원자력 신성장동력 기술 특성 분석
원자력분야의 신성장동력 기술로서 8개의 혁신 원자력 시스템 기술을 도출하

다. 도출된 기술에 대해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 다.

- 상용화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 선도국의 상용화시기에 따라 2010년 이전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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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기술을 Near Term, 2020년 이전에 실현되는 기술을 Mid Term, 2020년 

이후에 실현되는 기술을 Long Term 그룹으로 구분하 음.

- 기술개발수준에 있어 대부분의 기술들이 선도국에 비해 현재 20∼40%의 격차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성 분석에 있어 상용화 시점에서 기술별로 연간 0.1∼1,000억$의 세계 시

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우리나라 매출액은 연간 0.01∼100억$이 될 것

으로 예측되었음.

대부분의 기술은 세계적으로는 유동･성장기에 국내적으로는 적응단계에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혁신 단계에 맞추어 생산 공정 기술의 표준화 및 제품기술의 표준화

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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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Study on the Nuclear Technology Policy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make policy-proposal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national nuclear technology R&D programs. To do 

this, environmental changes of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policy and trends of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were surveyed and analyzed.

Ⅲ. CONTENTS AND THE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1) analyzed trends of nuclear technology policies and (2) developed 

the nuclear energy R&D innovation strategy in a viewpoint of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global policy environment associated with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national nuclear R&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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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mes to analyze trends of nuclear technology policies 

① The 3rd Comprehensive Nuclear Energy Promotion Plan

② New energy and nuclear policy in japan

③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④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2) themes to develop nuclear energy R&D innovation strategies 

⑤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nd con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⑥ Analysis of national nuclear innovation system

⑦ Analysis of national science-technology policies and direction of nuclear R&D 

performanc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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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Characteristics of new growth engines in the nuclear R&D field

Ⅳ. MAJOR RESULTS AND RECOMMENDATIONS

(1) Analysis of trends of nuclear technology policies

① The 3rd Comprehensive Nuclear Energy Promotion Plan

Korean Government(MOST) has established the CNEPP(Comprehensive Nuclear 

Energy Promotion Plan) in every 5 years since 1997 to systematically implement the 

national nuclear energy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Atomic Energy Act. 

The 3rd Plan was developed as a concrete implementation plan for 5 years 

(2007~2011), considering achievements and failures of national nuclear policies 

during the 1st and 2nd CNEPP, and chang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environment.

This plan will be in force in 2007 upon review and approval of Atomic Energy 

Commission.

② New energy policy and nuclear energy policy in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emphasized the necessity of expanding use of nuclear 

energy in its new nuclear policy statement in the context that nuclear power 

generation could contribute to a stable supply of energy and address the 

environmental problems. So Japanese government proposed the major goals of 

nuclear energy policy as follows;

- to establish nuclear fuel cycle based on the current LWR(Light Water Reactor) 

and

- to strive for early commercial use of FBR(Fast Breed Reactor).

Japan's nuclear companies are moving forward to a global nuclear power 

business by through cooperation with highly developed nuclear power plants, such 

as the U.S. and France, and Japanese government strongly support it now.

Korea has relied on nuclear power plant for securing energy supply as stated 

in the 3rd Comprehensive Nuclear Energy Promotion Plan. For a stable nuclear 

energy supply to support a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n government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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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publicity and communication with public for enhancing public acceptance. 

And a concrete plan for active supports to nuclear technology exports in the global 

market should be also set up. 

Recently many countries such as Japan, France, Russia, China, and India etc., 

have a deep interest about FBR. Considering the expectation of FBR's prosperity in 

the future, about 2050s, we should strive to get an intrinsic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technology on the basis of KALIMER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uch as GIF. To achieve it, government's firm support should be required. 

③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GIF), where 13 countries including Korea  

collaborate to develop future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put into forc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System Arrangement" of four Gen IV systems 

as SFR, VHTR, GFR and SCWR in 2006 for the inter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se Gen IV Systems, following entry into force of Framework 

Agreement in 2005. And then GIF is now elaborating the Project Plans for each 

system. The actual collaborative studies are expected to start in early 2007. The 

International Nuclear Research Initiative(I-NERI)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and Fuel 

Cycles(INPRO) of IAEA are continued in this year and have produced lots of 

visible outcomes.

 These international activities have a common goal of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system technologies but differ in the main 

focusing areas and aspects, so Korea needs to establish integrated strategy based on  

distinguished and complementary approach for the participation of each 

international programs. For example, the GIF would be beneficial for the advanced 

system technology development, INPRO for the set-up of institution and 

infra-structure, and I-NERI for the access of the core technologies and acquisition of 

the transparency of nuclear R&D.

④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eclared a new nuclear energy policy, that is, 

GNEP in early 2006 to reduce U.S.'s dependence on foreign fossil fue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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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 economic growth, to improve their environment, to recycle nuclear fuel 

using new proliferation-resistant technologies to recover more energy and reduce 

waste, to encourage prosperity growth and clean development around world, and 

to utilize the state-of-the-art technology for reducing risk of worldwide nuclear 

prolifera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e USA administration adopted major 

seven implementation strategies; ① encouraging more nuclear power in the USA, 

② demonstrating and deploying new recycling technologies that enhance 

proliferation-resistance for more energy and less waste,  ③ reducing the volume of 

spent fuel to be ultimately disposed, ④ demonstrating Advanced Burner Reactors 

that would use state of the art technology to produce energy from recycled nuclear 

fuel, ⑤ constructing a Fuel Services program to enable nations to acquire nuclear 

energy economically while limiting proliferation risks, ⑥ designing and deploying 
small scale nuclear reactors for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⑦ 
improving nuclear safeguards to enhance proliferation-resistance and safety of 

expanded nuclear power. 

The GNEP would be expected to influence highly on our policies for a secure 

nuclear fuel supply, an export of nuclear technology and an acquisi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thus it is essential for us to strive to be included as a 

member of nuclear fuel supplier nations.

(2)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R&D innovation strategies  

⑤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 and contribution of new energy

Energy iss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global matters to be solved because 

of its shortage in the long run, and its economics and social acceptance in the 

short run. Conflict for energy procurement will become deeper and deeper, thus it 

is pre-required to consider about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aspec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as well as nuclear energy for correctly directing 

correctly nuclear energy R&D policy. So merits to be acquisited should be adopted 

to the R&D policy and deficits should be reduced.

This chapter showed that analysis of wind power plant's environmental effect 

evaluations by standard of life cycle analysis and the wind power plant's ability of 

decreasing green house impact of power plant area for the period o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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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warming potentiality analyzed by Life Cycle method asserted that wind 

power plant emitted 13.2g CO2-eq./kwh and the result is a half of nuclear power 

energy and 1% of coal power plant. Moreover, result to evaluate an ability of 

decreasing green gas until the year 2012 showed that the ability of nuclear energy 

was 185 million t-CO2-eq/year and wind power plant was 7 million t-CO2-eq/year.

⑥ Analysis to Nuclear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National nuclear R&D policy shall have to find, develop, and industrialize new 

developing engine which is an essence for nation's future. For that purposes, first 

of all, new leading and creative program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succession 

of existing innovation experiences such as nuclear fuel localization and the 

standardization of nuclear power plant should be evacuated and proposed. 

Secondly, an efficient allocation of national R&D fund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R&D management functions such as R&D output management to 

transfer effectively them to industries, etc.  Third, a system to share  and connect  

technical capacities between industry  and academy should be constructed to 

enforce a national innovation capability. La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agement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creating earnings and practical 

achievement of R&D. It should be applied to advance a research institute's 

management.

⑦ Policy Analysis of National Scientific Technology and Plan for improving 

Achievement of Nuclear R&D

National R&D Institute shall always have to search new growth engine and 

develop the engine and make awake decision makers who do not recognize 

importance of the institute's technology. For the goals, R&D institute has to make 

an effort for maximized usage of intellectual capital and search an efficient method 

to attain a technological goal. To do these, R&D institute should understand well 

the concept and intention of the national R&D policy and also follow up its 

implementation process as belows, and then make efforts to activate nuclear R&D 

programs.

- Plan for activation of national R&D institute: to propose a basic direction of 

total technology roadmap, specialized R&D plan, national R&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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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op brand projects, and evaluation of R&D projects and their 

outputs.

- Plan for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to propose a basic 

direction of management of intellectual capital and R&D product management 

including patent of especially national R&D institutes.

⑧ Character of new growth engines in the nuclear R&D field

As new growth engines in the nuclear R&D field, eight nuclear innovation 

system technologies were selected. The selected technologies were evaluated 

through a export group's peer review in accordance with criteria such as the aspect 

of technological competence and their economic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ings;

- In terms of their expected commercialization time in the leading countries, 

they were grouped three categories as near term-deployable technologies to 

be commercialized within 2010, mid term with 2020 and long term after 2020.

- In the aspect of their technological maturity, 20∼40% technological gap with 

the advanced countries were shown.

- According to the business aspect, it was expected that innovative nuclear 

technologies selected as the new growth engines would have market range 

from 0.01 to 100 billion $/year and sales range from 0.001 to 10 billion 

$/year worldwide.

From viewpoint of an innovation stage, most of new growth engines in the 

nuclear R&D field were in position of the transitional phase in the world and 

domestically the adaption stage. It was surveyed that process and product 

technologies should be standardization in accordance with each innovation stage. 



- xv -

목  차

요  약  문 ·······························································································································ⅲ

SUMMARY ····························································································································· ix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

제 2 절  주요 연구 내용 ···································································································2

제 3 절  연구 추진 방법 ···································································································4

제 2 장  원자력 기술정책 동향 ···························································································5

제 1 절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5

1.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추진경과 ·······························································5

2.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주요 특징 ···························································10

3.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3

4.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기술 정책적 의미 ·············································16

제 2 절  일본 에너지정책과 원자력정책의 강화 ·······················································17

1. 에너지정책 현황 ·····································································································17

2. 일본의 에너지 현황 ·······························································································18

3. 신 국가 에너지 전략 ·····························································································19

4. 원자력입국 계획 ·····································································································22

5. 일본의 원자력 현 과제와 향후 대응 ··································································26

6. 고속증식로 주기기술 개발 향후 10년 계획 ·····················································36

7. 일본과 원자력산업 재편 ·······················································································39

제 3 절  미래원자력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43

1.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43

2. I-NERI를 통한 한미원자력 공동연구 수행 ······················································54

3. INPRO에서의 IAEA 회원국의 공동연구개발 추진 ········································60

4.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방안 ···································································66

제 4 절  GNEP 분석을 통한 국내 대응전략 수립 ···················································68



- xvi -

1. 서론 ···························································································································68

2. 미국 GNEP 구상의 내용과 추진 전망 ······························································69

3. GNEP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향 ··············································77

4. GNEP 대응방안 ······································································································80

5. 결론 및 건의사항 ···································································································83

제 3 장  원자력 R&D 혁신전략 개발 ··············································································85

제 1 절  신에너지 기술의 환경 향 및 기여도 평가 ···············································85

1. 국내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과 풍력발전 전망 ················································85

2. LCA를 통한 풍력발전의 환경 향 평가 ···························································88

3. 원자력의 환경 향 평가치의 비교 ···································································106

4. 건의사항 ·················································································································109

제 2 절  국가 원자력 기술혁신체제 분석 ·································································112

1. 원자력 기술혁신 ···································································································112

2. 원자력 기술혁신체제의 특성 및 동향 ·····························································117

3. OECD/NEA의 관련 권고사항 및 시사점 ·······················································121

제 3 절  국가과학기술 정책분석과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 증진 방향 ···············125

1. 서론 ·························································································································125

2. 국가과학기술정책 분석 ·······················································································126

3. 출연(연)의 연구 활성화 정책 분석 ··································································127

4. 출연(연)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 분석 ······················································129

5. 국가 지식재산 정책 분석 ···················································································131

6. 결론 ·························································································································134

제 4 절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 특성 분석 ·······················································136

1. 서론 ·························································································································136

2. 환경 분석 ···············································································································137

3. 신 성장 동력 기술의 도출 ·················································································139

4. 신 성장 동력 기술의 특징 ·················································································141

5. 요약 및 결론 ·········································································································149



- xvii -

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151

참고문헌 ·································································································································155



- xix -

표 차 례

표 2-1. 일본의 2030년까지의 설정 목표 ··········································································21

표 2-2. GIF 선정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46

표 2-3. 회원국별 Gen IV 시스템 참여(시스템약정 서명 기준) ·································47

표 2-4. 한미 원자력공동연구 추진과제 현황 ··································································56

표 2-5. 2006년 I-NERI 선정과제 목록 및 분야 ····························································59

표 2-6. GNEP 추진정책과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 ·····················································82

표 3-1. 총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계획과 비중 ············································86

표 3-2. 3대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기술개발 목표 ························································87

표 3-3. 국내 풍력발전기 보급 목표와 파급효과(시설용량 기준) ·······························88

표 3-4. 세계의 신재생에너지원별 잠재 가용량 추정 비교 ··········································89

표 3-5. 교토협약 부속서A에서 정한 인위적 온실가스의 종류와 향계수 ·············93

표 3-6. CML 2002 방법에서 정한 온실가스의 종류와 향계수 ·······························99

표 3-7. 풍력과 원자력의 GWP 환경 향 특징 비교(g CO2-eq./kWh) ··················107

표 3-8. 개발 중인 3세대 및 3
+
세대 원자로 ···································································116

표 3-9. 지식재산 분류 ········································································································131

표 3-10. 설문 응답자의 분류별 분포 ··············································································139

표 3-11. 분석대상 기술의 개요 ························································································140

표 3-12. 그림 3-22의 각 역별 정의 ············································································144

표 3-13. 기술추격국의 기술학습 단계와 그 특징 ························································147

표 3-14. 기술혁신의 동태적 발전단계와 특징 ······························································148

표 3-15.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의 특징 요약 ························································150



- xxi -

그림 차례

그림 2-1. 원자력 입국계획 동향과 과제 ··········································································25

그림 2-2. 일본의 핵연료주기 관련 산업 ··········································································31

그림 2-3. 일본의 원자로 도입 전망 ··················································································32

그림 2-4. 일본의 기본설계 전까지의 FBR 연구개발 체제(원자로 관련) ·················39

그림 2-5. 세계 원자력산업(원자로) 재편 추이 ·······························································41

그림 2-6. 원자력시스템의 세대구분 ··················································································44

그림 2-7. GIF 체제 및 국내 참여기관 ·············································································45

그림 2-8. GNEP의 개념 ·······································································································69

그림 2-9. GNEP의 핵확산저항성 핵주기 ·········································································72

그림 2-10 유카 마운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전경 ·············································73

그림 3-1. 풍력발전기의 사회적 비용 평가 사례 ····························································90

그림 3-2. 기어장치 풍력터빈의 일반적 구조 ··································································91

그림 3-3. 블레이드의 길이(m)와 가능 출력의 관계도 ··················································91

그림 3-4. 풍력발전소의 LCA 수행을 위한 과정도 ························································94

그림 3-5. 중대형 풍력발전기 헤드유닛의 일반적인 구조 ············································97

그림 3-6. 풍력발전소의 과정별 GWP 향 평가 결과 ·················································99

그림 3-7. 설비와 기기별 GWP 향 평가 결과 ···························································100

그림 3-8. 풍력발전기 타워의 물질별 GWP 향 ························································101

그림 3-9. 풍력발전기 헤드유닛 구성부품의 물질별 GWP 향 ·······························101

그림 3-10. 풍력발전소 보조기기 구성기기들의 물질별 GWP 향 ························102

그림 3-11. 풍력발전소의 토목과 건축과정의 물질별 GWP 향 ····························103

그림 3-12. 풍력발전소 운전과정의 물질별 GWP 향 ··············································104



- xxii -

그림 3-13. 풍력발전소 폐지와 해체과정의 물질별 GWP 향 ································104

그림 3-14. LCA를 통한 발전원별 환경 향 평가 결과 비교 ····································106

그림 3-15.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추이 및 전망 ························································108

그림 3-16. 풍력과 원자력의 도입에 따른 GWP 배출저감 가능량 ···························109

그림 3-17. 세계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112

그림 3-18. OECD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실적 ·····················································113

그림 3-19.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구성 및 연계체계 ······················································117

그림 3-20. 분석대상 기술의 국내/외 상용화 실현시기 ···············································141

그림 3-21. 분석대상 기술의 세계시장규모와 국내 매출액 ········································142

그림 3-22. 분석대상 기술의 기술개발수준 ····································································143

그림 3-23. 분석대상 기술의 미래사회기여도 ································································145

그림 3-24. 분석대상 기술의 국가전략핵심기술과의 연관성 ······································146

그림 3-25. 분석대상 기술의 기술혁신단계 ····································································148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원자력정책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명시된 연구소 임무의 하나로서 원자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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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고 있다.

최근 원자력은 지구환경문제, 에너지수급의 불균형 발생 전망 등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원자력연구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연구

는 물론, 원자력의 역할에 부합되는 원자력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연구가 요구되고 있

다.

또한 국내 원자력연구개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원자력연구개발5개년 계획의 수립에서도 국내외의 원자력 기술정책 환경변화를 평가

하여 반 하고 있는 등 원자력이용개발 환경의 변화와 선진 원자력기술 동향의 지속

적인 파악과 원자력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 환경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환경의 변화와 이용개발현황 분석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

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원자력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따라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국가 원자력 이용개발정책을 설정하기 위한 원자력기술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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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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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을 모색하 다.

국내 주요 원자력 동향으로 과학기술부는 최근의 국내․외 원자력정책 환경변화를 
반 하여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고 2007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경과와 일본 정책과의 비교 

분석, 제3차 계획의 주요 특징 분석, 그리고 이의 기술 정책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

다.

국외적으로는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강화, 미래원자력기술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미국의 GNEP 정책의 발표에 의한 새로운 원자력계의 재편 가능성 대두 등이 주요 이

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 핵연료주기의 확립, 고속증식로의 조

기 실용화를 주요 목표로 원자력분야가 강화된 새로운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조사 분

석하여 원자력 선진국의 정책 방향을 조사하고 국내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숙

고하 다. 또한 미래원자력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분야에서의 원자력 선진기

술 개발을 위하여 진행 중인 기술선진국들의 국제협력 추진 현황을 조사하 다. 이를 

위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과, 한･미 양국 간 공동연구로 수행중인 
I-NERI, IAEA 회원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INPRO를 중심으로 이들 기술협력의 최

근 동향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 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요 현안으로 부각

된 미국 GNEP 구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정책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이의 대응방향을 수립하 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원자력 R&D 혁신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기술의 환경 향 및 기여도를 평가하고 국가 원자력혁신체

제를 분석하 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분석과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증진 방향을 

고찰하 고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의 도출과 확산을 위해 그 특징을 분석하 다.

신에너지 기술의 환경 향 및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환경측면에서 중요한 청정

에너지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풍력발전기술의 환경 향을 전과정 평가를 통해 분석하

고, 원자력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 전력분야의 온

실가스 저감 능력을 평가토록 하 다.

원자력 기술혁신을 위한 필수조건인 국가 원자력 기술혁신체제 분석을 위해 원자

력선진국의 국가기술혁신체제를 분석하고 혁신 주체들(정부, 연구기관, 산업체, 규제자, 

일반대중 등)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 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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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정책 분석을 통해서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증진 방향을 도출하 다. 보다 구체적으

로는 정부 R&D 투자 및 성과의 특징, 출연(연)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방

안 조사, 출연(연)의 연구 생산성과 연구 환경의 안정성 제고 전략 및 국가 연구개발사

업의 로벌 기술혁신 성과 증진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연구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원자력기술 분야의 신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원자력 신 성장 동

력 기술을 도출하고 델파이 방식에 의한 각 기술의 특징 분석을 실시하 다. 문헌조사

와 전문가 조사에 의한 원자력기술의 신 성장 동력 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을 

기술, 경제,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 다. 또한, 전문가 설문과 혁

신 이론을 접목하여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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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추진 방법

본 연구는 기관고유사업으로서 원자력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국

가 원자력기술정책 방향 및 관련 기술정책을 개발하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정책 

방향 및 관련 정책개발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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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최근의 국내 및 해외의 원자력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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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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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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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사항이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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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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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강구된다.

본 연구는 매년 발생되는 원자력기술정책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기와 같은 연

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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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력 기술정책 동향
제 1 절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1980년대 후반 원전기술자립추진이 점차 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1992년 원자력 

계에 커다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추
진으로서, 원전기술자립성과의 산업체 이전을 전제로 한 원자력연구개발의 안정적 추

진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 다시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 졌는데, 이것은 원전기술자립이 완성되고 그 

성과를 산업체로 이전한 1995년 말에 기술이전 이후 원자력연구개발의 안정적 추진의 

방편으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만들어지고, 이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원자력법에서

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자력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법적 근거를 가지

게 되었고, 1997년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5년간의 계획으로 수립된 이후, 2002

년 제2차 계획이, 2006년에는 2007년부터 추진될 제3차 계획이 수립되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진흥하기 위한 최상위 국가 원자
력정책으로서,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등 여타 원자력 관련 법률에 의거
하여 수립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경과와 제3차 계획의 주요 특징 및 내

용, 그리고 이의 기술 정책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추진경과

가. 원자력법에 의한 추진절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원자력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의거하

여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제8조의2에서는 본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를 과학기술부 장관

으로 하고 있고, 수립 주기를 매 5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종합계획에 포

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③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원자
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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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 및 변경 시에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여 범부처적인 계획

으로 수립되는 것임을 적고 있고, 제4항에서는 종합계획의 확정은 위원회(원자력위원

회를 의미하나 반드시 원자력위원회로 정해진 것은 아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항에서는 관계부처의 장에게 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

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8조의3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 5년마다 부문별 시

행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

은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해 매 5년마다 부문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매 년도마다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법 제9조의2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문별시행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부문별시행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볼 수 있

으나, 실지로는 연구사업부문의 부문별시행계획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관련한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매년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본 종합계획과 관련된 관계부처는 제3차 계획의 부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이외의 부처로는 산업자원부가 유일하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소관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원자력발전 및 원전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에너지기본법｣에 의한 원자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한편 종합계획의 부문별시행계획으로서 법적 수립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에 의한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을 들 수 
있다.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본 종합계획의 내용으로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이 수립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추진 경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1997년 최초 수립된 이후 현재 제3차 계획이 수립되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반 하

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하에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

다. 

제1차 종합계획은 1997년 6월 제247차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

었고, 2001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제2차 종합계획은 2001년 7월 

제251차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확정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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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행되었다.

제1차 및 제2차 종합계획은 원자력학회가 전문가집단으로서 중심이 되어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 으며,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드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제2차 계획은 다양한 기관 및 분야에 종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의

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하여 반 하면서, 국가 차원의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 

시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 다(과학기술부, 2001). 그리고 종합계획을 11개 전문분과로 

구분하고 전문분과에 산․학․연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총

괄조정위원회를 두어 각 분과의 의견을 종합한 최종 시안을 도출하 으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이 다시 한 번 반 되도록 하 다.

제3차 종합계획의 수립도 기본적으로 시안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 도출하 다. 

2005년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여 계획시안 초안을 작성하 고 한국

원자력학회의 검토를 거쳤고(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 공청회 자료, 2006), 이후 공청회

를 거쳐 보완된 계획시안 초안이 일차적으로 정부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이 계획시안 

초안을 바탕으로 시안 검토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 는데, 이는 계획 

시안 초안의 구성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 하 다기보다는 제2차 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 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1) 전문가 그룹의 검토는 2006년 

11월 완료되어 계획 시안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12월 동안 편집 보완 등을 거쳐 12월

말 최종 시안이 완성되었다. 앞으로 2007년 1월 중에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검토

와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계획으로 확정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
지의 5개년 계획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 일본의 원자력정책대강 수립 절차와의 비교

일본은 1950년대부터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장기계획｣(이하 장기계
획)을 원자력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시행하고 있다. 장기계획의 수립 주체는 우리나

라와는 달리(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 원자력위원회이다.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1956년 9

월 제1차 장기계획을 수립한 이후, 장기계획은 국내외의 환경 변화를 반 하여 거의 5

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10차 장기계획(2005년)이 수립되었다. 다만, 제10

차 장기계획은 최종적으로 ｢原子力政策大綱(案)｣이라는 명칭으로 수립되었으며, 2005년 

10월 원자력위원회와 각료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1) 수립 주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일본은 원자력위원회에서 

신 계획 책정회의를 설치하여 수립하고 있다. 

1) 연구자의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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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부 부처에서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권위를 부

여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은 원자력위원회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수상이 존중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 등 원자력정

책 결정에 있어서 원자력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원자력위원회에서 장

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충분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 주체임에 따라 전문가에게 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

시키는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인 반면, 일본은 원자력위원회가 산하에 신계획책정

회의라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계획 수립 소요기간

우리나라의 제3차 종합계획과 일본의 제10차 원자력정책대강을 최종 수립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6월 정책연구과제로 착수된 후 2006년 12

월에 최종(안)이 마련되어 1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본은 약 1년 5개월이 소요되었

다.

(3) 회의 자료의 공개

우리나라는 회의 개최 및 정보공개를 위해 인터넷(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 http://www.npp.or.kr)을 개설하고 회의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자료의 게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효성에서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매 회의에 대해 회의 참석자, 회의 내용, 회의 결과, 회의 심의에서 제공된 

내용들을 원자력위원회 홈페이지(http://aec.jst.go.jp)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등 수립과정에 대한 공개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윤성원, 2006).

(4) 의견 수렴 과정

우리나라는 종합계획의 전문가 의견을 반 한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과제

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 과제를 수행할 과제책임자를 정하고, 과제책임자는 

계획 수립을 할 원자력기술의 각 분야를 정하고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의 의견이 반 된 분야의 계획 시안을 만들며, 분야별 계획 시안은 총괄위원회를 통하

여 통합되어 전체 계획시안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과제책임자는 공청회를 개최하

여 일반인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

시안의 보안한 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시안을 바탕으로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만들었다.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분야별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수

가 70여명이었다.

일본은 제10차 계획수립부터 원자력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책정회의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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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에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32명)하여 추진하 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전문

적인 의견 반 을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운 하 으며, 

전문가의 의견은 원자력위원회에 보고되어 계획에 반 되도록 하 다.

한편 인터넷 의견수렴이 중요해 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도 계획시안을 

인터넷에 배포하여 의견 수렴과정을 공히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계획시안 

초안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며, 일본은 약 한 달간의 인터넷

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공청회는 모든 계획 수립의 가장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종합계

획은 2차에 걸친 공청회를 거쳤으며, 일본은 원자력시설 입지지역과 주요도시(도쿄 등 

5개 지역)에서 개최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절차를 거쳤다.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공청회 과정을 거침으로써 광범위한 의견수렴은 물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원전 입지지역 공청회)을 반 할 기회를 제공하 다.

본 계획들은 최종적으로 국가 원자력정책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

는 계획 시안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관계부처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협

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관계부처의 장이 위원인 원자력위원회에서 확정함으로써 협

의를 완료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일본은 공청회 과정에서 정부 관계부처의 대표자가 참

석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책정회의에

서 관계부처 관계관들의 참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가 작

성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위원회가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계획의 확정

이미 기술하 듯이 우리나라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최종계획(안)을 원자력위

원회 산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하고,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장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확
정된다.

일본은 원자력위원회에서 계획수립을 위하여 구성한 책정회의에서 최종(안)을 제

시하고, 이를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하며, 결정된 (안)은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정부 각

료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일본은 원자력기본법에서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한 사

항에 대해 내각이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6) 한･일 비교에서의 시사점
원자력이용 개발에 대한 르네상스가 예견되고 있기는 하나, 원자력이용개발 확대

에 대해 아직 국민수용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과정

이 매우 중요해진다. 일본의 원자력정책대강 수립 과정은 일단 수립 주체를 정부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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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원자력위원회에 둠으로써 국민적 의견 수렴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의견수렴의 절차로서 인터넷을 충

분히 이용하고 있고, 원자력시설 입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청회 과정에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가 아니라 일

반 국민과 대응한 참여자의 입장에서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 의견수렴과정에서 고려해볼 만한 절차들이라고 생각된

다.

한편 원자력정책 수립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 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나라는 원자력학회 등에 계획시안을 작성하도록 정부가 위탁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

을 반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획

책정회의를 두어 작성의 총책임을 지게하고,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가작업그룹 등

을 두어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두 나라에서의 방법이 전문가 의견 반 에 큰 차이는 

없으나, 일본의 경우 좀 더 전문가 의견반 이 용이한 체계라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향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특별한 또는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작업그룹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주요 특징

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계획으로만 작성

제3차 종합계획은 제1차 및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적

고 있다. 반면에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1차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여 발전방향을 모

색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7

년부터 2015년까지는 정책방향 위주로 제시한다고 하고 있다(과학기술부, 2001). 이와 

같이 3차 계획은 2차 계획과 달리 그 계획 기간을 좀 더 집중하여 향후 5년간의 구체 

계획으로서 적성하고 있다. 즉, 향후 15년 등 중기적 기술예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 원자력의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적극 반

2차 계획 수립 시의 주요 정책 환경은 전력산업의 민 화와 세계 대형 원자력산업

체간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원자력의 단순한 개발

이용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며, 다른 발전원 또는 에너지원과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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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절박함을 제공하 으며, 원자력이용개발의 화두는 당연히 경쟁력 제고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한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개발 움직임, 기후변화협약에 따

른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강화 등에 따른 원자력이용에 대한 재인식 움직임도 중요

하게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종합계획은 미래 혁신 원자력기술 국제공동개발에 

대한 관심을 크게 표명하 다.

반면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에너지확보 전쟁의 심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

고, 지속적인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심을 

크게 두게 되었다. 또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의 발

효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반 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원전 신규 도입을 고려하는 등 원자력의 르네상스 분위기도 

반 하면서 또한 원전 시장 확대에 따른 원자력산업체간 경쟁심화도 반 하고 있다. 

한편, 2차 종합계획 때와는 달리 수소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크게 

증대된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세계원자력파트너십 주창을 통해 새로운 

원자력이용개발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반 하고 있다.

다. 원자력정책 목표별 추진과제의 설정

제3차 종합계획은 제2차 계획과는 달리 정책목표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

2차 계획은 ｢정책의 기본목표｣ → ｢정책의 10대 기본방향｣ → 11대 부문별 단기(향후 

5년간) 추진과제와 장기(향후 15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제3차 계획에서는 

제2차 목표의 정책 기본방향을 참고하고,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달
성해야할 6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각 정책목표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제3차 계획은 제2차 계획보다 계획의 실천성을 좀 더 높 다고 할 수 있다.

제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6대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과학기술부, 

2007).

① 정책목표 1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 원자력에너지 공급
- 원자력발전의 이용 확대와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 고유의 핵비확산성 원자력시스템 핵심기술 확보

- 원자력이용 다변화를 통한 기술주도형 에너지공급체계 추구

- 방사성폐기물 책임관리 체계 구축

② 정책목표 2 : 안전성 제고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위상 강화
- 최상의 원자력안전 수준 확보 및 국민 신뢰증진

- 방사선방호･방재 체계 강화 및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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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원자력방호 체계 구축

③ 정책목표 3 : 원자력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 추진
- 원자력기술 수출 기반강화

- 원자력수출 상품 다원화

④ 정책목표 4 : 방사선 이용 확대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과 삶의 질 향상
- 방사선 산업 광역단지 조성 및 특성화

-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 방사선의학기술 선진화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

-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정착

⑤ 정책목표 5 : 원자력 이용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체계적인 인력양성 추진

- 원자력연구개발 기반 구축

- 원자력연구개발 투자 강화 및 투자 재원별 역할 정립

- 국민이해 활동 강화

⑥ 정책목표 6 : 국가 원자력 위상 강화를 위한 원자력외교 및 국제협력 추진
-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중추적 지위 확보

- 국가 원자력통제체제에 대한 국제 신뢰도 증진

- 원자력기술협력 확대 및 기반 확충

라. 재원별 역할 분담을 제시

원자력정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크게 정부출연금(일반회계)과 원자력연구개

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원자력정책은 과학기술부에

서는 생산․이용, 연구개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는 원자력발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등 여러 부처 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학기술부)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자원부)의 사

용 분야를 특성화하여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의 효율성

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에 의하면 과학기술부는 미래 원천기반기술 개발 및 원

자력기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산업자원부는 핵심실용기술 개발 및 상용 원전기술 

수출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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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제3차 종합계획은 에너지확보, 환경보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과학기술발전에 기

여하는 원자력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한 6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별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각 정책목표별 추진과제들을 요약한 것이다.

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 원자력발전 이용을 확대하고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국내에서 개발한 개량형 표준형원전(OPR1000
+
 4기) 및 신형경수로(APR1400 2

기) 건설완료 및 APR1400 2기 신규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자력발전점유율 

지속 확대

- 가동원전의 성능 및 안전성 제고, 계속운전 기술개발 추진 

- APR1400 후속 대용량 발전용 원자로 개발 타당성 검토 후 개발 추진 

- 중소 원자력 기술기업을 육성하고 원자력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 Gen IV 등 고유의 핵비확산성 원자력시스템 핵심기술 확보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핵심 기반기술 확보

-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핵심기반기술 확보 추진

○ 원자력이용 다변화를 통한 기술주도형 에너지공급체계 추구
- 원자력 이용 대량 수소생산 시스템 개발로 수소경제 시대 대비

- SMART 원자로 실용화를 위한 상세설계 완료 및 건설 착수

○ 방사성폐기물 책임관리 체계 구축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및 안전관리 방안 수립

- 고준위폐기물 처분 지하연구시설 건설 및 실증기반 구축

- 상용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핵심기술 개발

②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위상 정립 
○ 최상의 원자력안전 수준 확보 및 국민신뢰 증진

- 선진국 우수원전 운 그룹 수준 이상으로 가동원전 안전성 유지

- 종합적 안전성 평가/검증 체계 개발․적용 
- 리스크/성능 정보를 활용한 사전 예방적 규제시스템 개발·도입

- 안전기술의 산업화 추구와 수요중심 안전연구 수행

-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사고에 대한 인접국가간 공동대응 프로그램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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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 체감 안전 증진 방안 시행

○ 방사선방호･방재 체계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방사선작업종사자 생애관리체계 구축, 자연/의료 방사선 관리를 포괄하는 방

재·방호 관계법 제정 추진 등 제도 개선

- 차등화된 방사선 안전관리 규제 및 방사선원 보안 체계 구축  

-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통한 실전적 방사선 비상대응체계 구축

○ 국가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
- 물리적 방호분야 업무의 이행능력 강화

- 도심형 테러에 대한 평가능력 보유 등 핵심기술 확보

- 정량적 방호 규제방안 구축･도입 등 효율적 국가위기관리 방안 수립
③ 원자력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
○ 원자력수출 추진체계 강화

- 원자력수출 전담기구 지정

- 원전 수출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 원전 수출대상 국가별 차별화된 전략 수립

○ 원자력 수출상품 다원화
- 원전 운 ･유지･보수기술 및 기기의 수출 확대
- 수출용 원자력 상품 개발

④ 방사선 이용확대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과 삶의 질 향상
○ 국가 방사선 산업 광역 클러스터 구축

- 대형 방사선시설을 중심으로 권역별 특성을 살린 방사선 산업 광역 클러스터 

구축

- 권역별 광역 클러스터연구개발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고 권역별 전

문화 추진

○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 ｢방사선융합기술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추진
- 방사선융합 첨단 신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 창출

- 방사선 기반연구 고도화 및 공동활용시설 확충을 통한 산업 인프라 구축

○ 방사선 의학기술 선진화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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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치료기술 선진화
- 방사선의학기술의 확산을 통한 국민의 보건증진 도모 

- 방사선의학기술개발 기획을 통한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

○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정착
- 선진국 수준의 방산선 산업분야 육성제도 정착

- 방사선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보강

⑤ 원자력이용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체계적인 원자력 인력양성 추진

- 원자력분야 이공계 인력의 종합적·체계적 양성체제 구축

- 원자력 공학교육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유치

- 첨단·핵심기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연구전념 환경 조성

- 산･학･연･관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력운  극대화

○ 원자력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양성자 가속기 이용 융합기술 개발 기반 구축

- 하나로를 이용한 중성자과학 연구기반 구축

- 대형 원자력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 검토

- 연구개발관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정책지원 체계 강화

○ 원자력 연구개발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 원자력 연구개발에 예산규모 확대 및 특성화

-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재원의 역할 정립 및 연계활용 최적화

○ 국민 이해증진 활동 강화
- 대국민 홍보활동의 확대 시행 추진

- 효과적인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방안 검토

⑥ 국제사회 위상강화를 위한 원자력외교 및 국제협력 추진
○ 국제 원자력 계에서의 중추적 지위 확보

- 국제기구 및 지역 협력체제에서의 원자력외교 활동 강화를 통한 국가 위상 제

고

- 국제기구로의 인력진출 및 역할 확대 추진

○ 원자력활동에 대한 국제 신인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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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4원칙｣의 충실한 이행
- 원자력통제 이행체계 정립 및 국제협력 강화

○ 원자력 기술협력 확대 및 기반 확충
-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를 통한 선진 원자력원천기술 확보

- 원자력 후발국에 대한 기술협력 다양화 및 확대

- 원자력 외교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

4.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기술 정책적 의미

제3차 종합계획은 제1차 및 2차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

향과,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이를 기술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원자력기술개발의 혁신은 우리가 개발한 원전을 수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잘 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기술은 이미 국내에서는 충

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의 혁신이란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기술의 최종 혁신목표는 수출 추진과 같이 세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제3차 계획의 뜻이다. 제3차 계획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

천기술의 개발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즉 기존 자립 기술의 성숙화를 추구하여 부가가

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 원전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방향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둘째,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제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 정책

적 전략은 국제기술협력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원자력기술은 개발 규모가 매우 크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개발 위험의 분산이 매우 중요한 여건이 되고 있고 이의 해결방안

으로 국제공동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이를 반 하여 제4세대 원

자로 개발을 위한 GIF 협력, 한･미원자력공동연구개발, IAEA와의 기술협력, ITER 협

력 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셋째, 기술간 융합을 통한 혁신 달성이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중대한 기술개발 전

략으로 부각하고 있는 점을 반 하여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특히 방사선기술 분야에

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원자로 기술 등은 기술자체가 독창적인 역을 형성하고 있어 

타 기술과의 융합의 가능성이 적으나, 방사선 기술은 다양한 활용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다른 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방사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의 구성이 제3차 계획에서는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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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본 에너지정책과 원자력정책의 강화

1. 에너지정책 현황

최근 중국, 인도의 경제 급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 으며, 공급측면

에서 산유국의 원유생산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OPEC 국가들의 공급력이 저하되어 수

요 증가에 따른 공급 능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에너지시장에 큰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수요 핍박과 함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천연에너

지 자원의 투기 등에 의한 단기적 요인으로 인해 소비성향에도 크게 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의한 환경 제약이 증대되고, 자연재해로 인

한 일본 국내의 공급인프라에 대한 향 등 수요측면 제약 요인이 증대되는 것에 대

한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국제정세의 인식에 기초하여 최초로 에너지정책의 기본방

침을 작성하 다. 에너지정책의 지침인 □□에너지기본계획□□(2004년 10월 1일)은 에너지의 

수급 관련 정책의 기본방침으로서 첫째, 안정공급의 확보, 둘째, 환경에의 적합성, 셋

째, 시장원리의 활용을 들고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일본의 최초의 에너지정책 기
본방침이며 2003년에 밝혀진 원자력발전소 관련 사건들을 염두에 두면서 안전성과 투

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석유를 “앞으로도 중요한 에너지”로서 설정하고, 안정

적 공급 확보를 위한 종합적 자원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비축의 유지ㆍ관리의 
실시, 산유국과의 협력체제의 강화, 자주개발체제의 강화를 위한 중심개발기업의 육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내 에너지시장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에너지정책상의 문제에 대해 에너지 안전보장을 중심으로 한 ‘신 국가 

에너지 전략’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경제 산업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총합자원에너지

조사회에서의 심의, 검토를 거쳐 2006. 5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 다(일본경제산업성, 

2006). 

상기 전략의 실현방안 하나로 세계 최첨단 에너지수급 구조 실현을 위해 ‘원자력

입국계획’이 제안되었으며, 이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킨 보고서가 동년 6월에 발표되었

다. 또한 동년 7월 일본이 경제와 재정을 통합하여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10년

간 추진할 경제성장 추진방안으로 ‘경제성장 전략 대망’을 제시하 다. 여기에서도 ‘원

자력 입국 계획’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등 일본은 향후 10

년간 원자력연구개발이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경제, 산업, 재정 등 국가차원에서의 

모든 정책과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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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에너지 현황

국제 에너지 기구에 의하면 2000～2030년간 세계 1차 에너지2) 수요는 매년 약 

1.7% 증가할 것이며, 그 증가분의 총합은 현재 수요량의 2/3에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IEA, 2002).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의 약 60%는 개도국과 그중에서도 향후 

경제성장이 예견되는 아시아지역에 의한 것이며 특히, 중국과 인도는 급속한 경제성장

으로 인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1차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는 

약 80.3%(2000년)로서 필요한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원

유수입 관련, 현재 약 88%를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그 의존도는 다른 선진국

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IEA, 2002). 

또한, 2030년 전 세계의 CO2배출량은 현재 수준보다 약 70%증가할 것이며, 특히 

중국이 CO2 배출량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구적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는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일본과 같이 중동을 포

함한 해외에서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이지만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에

너지 공급중단과 같은 긴급사태를 대비한 석유비축과 같은 대응체제의 정비가 불충분

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이 분야에 있어서 아시아 각국과 대화를 촉진하고, 아

시아 전체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은 원유수입의 중동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동정세의 변화에 향을 받기 쉬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 2/3 가량이 중동지역에 묻혀있으며, 중동지역의 개발비용이 다

른 지역보다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동지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에너지 생산국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시키는 것은 일본의 에너지 안보강화

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일본의 원유공급원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는 바,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지역과 에너지 분야에

서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또한,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시정하기 위해, 석유에 비

해 지역편재성이 낮은 천연가스의 이용확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원의 다양화 촉진,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기술적인 혁신도 요구

되고 있다. 환경측면에서도 온실효과 가스배출을 고려하여 석탄, 석유 대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청정석탄기술을 포함

하는 환경기술의 보급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석탄, 석유(원유 및 석유제품), 가스, 원자력, 수력, 지열, 태양, 신재생연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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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 국가 에너지 전략 

일본은 신 국가 에너지 전략의 전략목표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에너지 안전보장의 확립

-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의 확립

-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참여

이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관점과 구체

적 추진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8개 프로그램을 제시하 다.

(1) 세계 최첨단 에너지 수급 구조 실현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자원소비 대국인 일본으로서 다양화･다층화가 계속되는 
에너지 공급 상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에너지의 이용효율 

향상(기술력을 통한 세계 최첨단 에너지절약 국가로 유지･발전 등), 에너지원의 다양

화･분산화(수송부문의 차세대화 등), 에너지공급 능력의 유지(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능력 확보 등)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전략 항목을 살펴보면,

① (프로그램 1) 에너지절약 front-runner 계획
    에너지절약 시루전략의 선정과 추진, 분야별 에너지절약 평가 기준의 확립 및 

지원의 중점화, 에너지절약 투자평가 방법 개발과 국제전개, 에너지절약 도시･지역 구
축

② (프로그램 2) 수송 에너지 차세대화 계획
    연료개선, 바이오매스 연료 등의 공급확보와 환경정비(개발수입, 대규모 실증, 

안전대책 등), 전기･연료전지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
③ (프로그램 3) 신에너지 이노베이션 계획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특성에 따른 도입 지원, 신에너지 산업군 육성, 

혁신 에너지 고도이용 촉진기술개발, 에너지 저장, 초연소, 화석자원 고도이용, 에너지 

park, 벤처사업 지원

④ (프로그램 4) 원자력입국 계획
    원자력 신규, 증설을 위한 사업 환경 정비, 핵연료주기 조기 확립, 고속증식로

(FBR) 조기 실용화, 원자력발전 확대와 핵비확산의 양립을 위한 국제 시스템 구축 공

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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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외교, 에너지 환경협력의 종합적 강화

구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 등 다양화･다층화로 인한 리스크 발생을 줄이고 그 
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석유･가스 생산국과의 다양한 관계 강화(에너지 

분야 이외의 상호교류･협력 강화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너지절약 협력 등

을 통한 아시아국가의 에너지 수급개선에 공헌), 해외에서의 탐광개발 활동 강화･공급
원 다양화를 통한 일본기업의 조달력 향상, 지구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과제에 대한 공

헌(기후변화협약, 핵비확산 등)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래와 같이 2

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⑤ (프로그램 5) 종합 자원 확보 전략
   자원국과의 종합적인 관계 강화(인재･투자교류, 의료, 교육, 연구협력, EPA 등), 

중심적 개발기업 형성 촉진과 리스크 관리 공급의 근본적 강화, 공급원 다양화, 자원 

확보 지침 수립, 기술개발 추진, 천연가스 조달 강화, 화석연료 이용, 광물자원 전략 

강화

⑥ (프로그램 6) 아시아･에너지 환경 협력 전략
   아시아 에너지절약 전략, 신에너지･화석연료이용･비축제도･원자력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3) 긴급 시 대응책 충실

에너지 안전보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축제도의 기동력 강화와 긴급 시 

대응 능력 향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⑦ (프로그램 7) 긴급 시 대응 강화
   제품비축 도입, 천연가스의 긴급 시 대응체제 정비, 기업･에너지원의 수평적 긴

급사태 대응 시나리오 정비

(4) 공통 과제

강력한 에너지 수요구조 실현과 종합적인 대외전략 강화를 위한 대응을 통하여 에

너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 육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응방안의 

핵심이 되는 기술에 대해 원자력을 비롯한 장기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으며, 특

히 정부와 민간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에너지 기술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시되었

다.



- 21 -

⑧ (프로그램 8) 에너지기술 전략 책정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과제 추출과 개발전략의 로드맵 작성, 전략적 기술개

발 지원

 이들 8개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을 담당할 강력한 기업이 필

요하고 그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하며, 에너지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력을 갖춘 국민 등 3개 구성원이 긴 하게 연계되어야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정부는 3개 구성원의 긴 한 연계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에너지국가전략’ 추진에 있어서 에너지 안전보장 확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

유해야 할 장기적 방향으로 (표 2-1)과 같이 2030년까지 에너지절약, 석유의존도, 수송

부문에서의 석유의존도, 원자력발전 비율, 석유해외개발 등 5가지 수치목표를 설정하

여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에너지 안전보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석유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이에 대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원자력발전도 기간전원으로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일본의 2030년까지의 설정 목표

구분 현재 상황 (2005년 기준) 2030년 목표

에너지절약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절약을 추진한 결과 

에너지효율은 과거 30년간 약 37% 개선되어 

세계 최첨단 수준임.

현재보다 30% 

삭감

석유의존도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 중 석유의존도는 제1차 

석유파동이후 저하되어 현재는 약 50% 수준임.
40% 이하

수송부문 

석유의존도
현재 수송부문의 석유의존도는 98% 수준임. ～80%

원자력발전 비율 총 발전 전력량의 1/3 수준임. 30～40% 이상

석유 해외개발
일본의 원유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원유 

거래량 비율을 8%에서 현재 15% 정도로 유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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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입국 계획

일본이 ‘신 국가에너지 전략’에서 제시한 ‘세계 최첨단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중의 하나인 원자력입국계획의 목표와 구체적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표

2030년 이후에도 발전전력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율을 30～40% 정도 이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경수로를 전제로 하는 핵연료주기를 계속적

으로 추진하며, 고속증식로의 조기 실용화 등을 위한 제반과제를 계획적이며 종합적으

로 대처하며, 핵융합 에너지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구체적 실천 방안

상기 목표들을 달성하고 원자력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한 구

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다음 10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① 전력자유화 환경 하에서의 원자력발전 신･증설, 기존 원자로의 대체 실현

일본 국내의 전력자유화 추진과 에너지 수요의 급성장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을 신

설 또는 증설하고, 기존 원자로의 교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을 정비

하도록 하고 있음.

- 초기투자 등 부담평준화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며(기존 원자로의 교체 촉진

을 위해 2006년도 기업회계 상 반 ),

- 원자력발전 특유의 투자리스크를 저감 또는 분산시키며(제2 재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2006년도 기업회계 상 반 ,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리스크 분산 대응책 

검토),

- 원자력발전의 장점을 가시화하고(2006년도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계수의 통일된 

산정방법 결정),

- 광역적인 운  촉진(건설･증강의 원활화 등을 위한 사업자간 비용부담 규칙을 
유연하게 대처)

향후 일본의 전기사업 제도의 방향 검토에 있어서도 원자력 투자에 미치는 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임.

② 현재의 경수로를 전제로 한 핵연료주기의 조기 확립
- 록카쇼무라 재처리공장 상업운전 개시(2007.8 예상목표), 일본 내 전국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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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의 플루-서멀(Pu-thermal) 도입 등 핵연료주기 확립을 위한 필요성･안전
성 등을 국민들에게 이해 촉진하는 활동을 강화

- 2010년경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2012년 경수로 MOX연료 가공공장 조업 등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③ 고속증식로 주기 조기 실용화
- 고속증식로 주기 실용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 등 고속증식로 주기로의 이행 절

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고, 연구개발 수행기관(JAEA 등)과 도입하는 기

관(전력회사)간 협의를 조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고속증식원형로 ‘몬주’의 운전을 조속히 재개하고, 나트륨 취급기술 확립을 추

진하며, 마이너악티나이드(MA) 혼합추출 등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 

- 실증로 및 관련주기 시설의 2025년경 실현을 목표로 하며, 상용원자로를 2050

년 가동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음. 고속증식로 주기 분야에서의 세계적 선진국

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고속증식로 주기 실증단계에서, 경수로 발전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용과 리스크

를 민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

담하도록 하는 이행 시나리오에서 국가 역할을 명확히 함. 

- 고속증식로 주기를 지원하는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집중한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며, 이렇게 집약된 시스템이 세계시장에 채용되도록 함으

로서 국제표준화를 시키는 등 고속증식로 주기 선진국을 목표로 전략적 국제

협력을 추진

④ 원자력발전 확대와 핵비확산의 동시 추진을 위한 국제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
로 참여

일본은 일관된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며, 이 분야에서 세계 최

첨단을 달리고 있음. GNEP 구상과 원자력공급국 그룹에 의한 원자력관련 기자재･기
술의 수출관리 강화 등 원자력발전 확대와 핵비확산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국제 시

스템 구축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경험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

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함.

⑤ 차세대를 담당할 기술개발, 인재육성

신규 건설 계획이 없고 기존 원자로의 본격적인 대체가 시작되기까지 원자력발전

을 담당할 원자력산업의 기술, 인재 층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하며, 핵융합 에너지 등 

선진 에너지에 관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20년 만에 정부와 민간이 일체가 되어 차세대 경수로 개발 프로젝트 착수(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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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 있는 일체형 경수로 개발 사업화 조사를 2006년 착수)

- 현장 기술자의 육성과 기술계승에 대한 지원을 개시(개별기업 차원을 초월한 

지역 차원의 대응을 2006년부터 착수)

- 입지지역과 대학에서 원자력을 배우는 학생에 대한 지원과 원자력교육 충실화

를 검토

⑥ 일본 원자력산업의 국제진출 지원
세계적인 에너지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관점에서 

원자력산업의 국제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범위 명확화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원자력발전 도입을 추진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제도정비 

노하우 지원을 2006년부터 개시하고 인재육성 협력 강화 

- 중국에 대해서는 인재육성 협력 및 금융 측면에서의 지원

- 청정개발메커니즘(CDM) 계획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제 시스템 구

축에 적극적 지원

⑦ 방사성폐기물 대책의 착실한 추진
- 2030년 중반 최종처분 개시를 목표로 2006년부터 지역지원 강화 등 고준위방

사성폐기물 최종처분 후보지 선정을 강화

- 조속한 시일 내의 TRU 폐기물의 지층처분 사업 제도화를 추진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 제도 정비 추진

- 지층처분기술의 신뢰성･안전성 향상을 계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지층
처분에 관한 기술개발 공정표를 2006년 내에 책정하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 

관계기관이 일체가 되어 기술개발을 추진

- 현재까지 처분이 된 적이 없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발생된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에 대한 처분사업 방향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화하도록 함.

⑧ 품질보증 강화 등 안전수준 고도화를 위한 검사제도 수정
원자력시설의 안전 확보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품질보증을 중시한 검사 제도를 강

화하고 있음. 현재 운전을 정지한 후에 실시하는 검사에서 운전 중에도 개별 플랜트의 

안전 활동 전반을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규제 

실효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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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원자력 입국계획 동향과 과제

신규/증설
투자환경

정비

• 초기투자부담 평준화를 위한
기업회계 준비금

• 제2재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기
업회계 준비금

• CO2 배출계수 산정방법 통일
-----------------------
• 정부, 민간의 리스크 분산 대응
책 검토

2010년 2020년 2030년

경수로주
기 확립

이후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검토

필요성, 안전성 등 이해촉진활동

필요한 기술개발 추진

록카쇼무라 재처리공장 가동 16-18기 Pu-thermal 도입

신형원심분리기도입 경수로MOX연료가공공장 조업

고속증식
로주기 실

용화

이행 시나리
오 책정

도입기술의 선정, 개발 실시
• 설계,건설 실시
• 실증 프로세스 실시주체 검토

및 체제정비
실증로 및 주기시설 가동

연구개발기관/도입기관 협의

기술개발/
인재육성

차세대 경수로개발
프로젝트 사업화

조사 실시

사업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 개발

차세대 경수로 상용화 도입

현장기능자의 육성, 기능 계승 지원

방사성폐
기물대책

후보지 조사 실시

지층처분기술의 신뢰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처분시설 건설 처분장 조업

처분지 선정 처분개시

지역지원의 충실, 홍보 강화

원자력발전 확대와 핵비확산의 양립을 위한 국제 시스템 구축의 적극적 공헌

원자력산업의 국제전개 지원

품질보증 확립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안전규제 도입,정착/ 노후화대책 충실

국가와 지방의 신뢰관계 강화

신규/증설
투자환경

정비

• 초기투자부담 평준화를 위한
기업회계 준비금

• 제2재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기
업회계 준비금

• CO2 배출계수 산정방법 통일
-----------------------
• 정부, 민간의 리스크 분산 대응
책 검토

2010년 2020년 2030년

경수로주
기 확립

이후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검토

필요성, 안전성 등 이해촉진활동

필요한 기술개발 추진

록카쇼무라 재처리공장 가동 16-18기 Pu-thermal 도입

신형원심분리기도입 경수로MOX연료가공공장 조업

고속증식
로주기 실

용화

이행 시나리
오 책정

도입기술의 선정, 개발 실시
• 설계,건설 실시
• 실증 프로세스 실시주체 검토

및 체제정비
실증로 및 주기시설 가동

연구개발기관/도입기관 협의

기술개발/
인재육성

차세대 경수로개발
프로젝트 사업화

조사 실시

사업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 개발

차세대 경수로 상용화 도입

현장기능자의 육성, 기능 계승 지원

방사성폐
기물대책

후보지 조사 실시

지층처분기술의 신뢰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처분시설 건설 처분장 조업

처분지 선정 처분개시

지역지원의 충실, 홍보 강화

원자력발전 확대와 핵비확산의 양립을 위한 국제 시스템 구축의 적극적 공헌

원자력산업의 국제전개 지원

품질보증 확립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안전규제 도입,정착/ 노후화대책 충실

국가와 지방의 신뢰관계 강화

⑨ 노후화대책, 내진안전 대책 확보

- 운전 연수가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대책으로서 2005년 말에 사업자에 대

해 종합적인 기술평가를 실시 및 국가에 보고하고, 신규로 추가된 보수관리활

동을 실시하기 위한 장기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가됨.

- ‘내진설계지침’을 개정하여 기준지진동(基準地震動) 책정법의 고도화를 추진하

고 내진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진설계지침’에 따라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안전성 확인 

⑩ 국가와 입지지역의 신뢰관계 강화
입지지역 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의 신뢰관계 강화, 지역진흥

을 위한 지속적 지원, 투명하고 세심한 홍보 실시 등 국가와 입지지역과의 신뢰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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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원자력 현 과제와 향후 대응

국제적으로 자원 획득 경쟁이 격화되고, 에너지 자급률이 매우 낮은 자원 빈국인 

일본으로서는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원자력 추진은 에너지 안전보장 확립과 지구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은 신규 원자력발전의 확대와 핵비확산 양립을 목적으로 한 국

제원자력파트너십(GNEP) 구상을 제안하고, 유럽 국가들도 지구온난화 대책과 에너지 

안전보장 관점에서 원자력을 평가하는 움직임이 높아지는 등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원

자력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국가전략으로서 장래 전망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10월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중장기계획인 ‘원자력정책대강’을 

발표하 으며, 제시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본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 2030년 이후에도 총 발전 전력량의 30～40% 이상을 원자력발전으로 담당

- 핵연료주기 노선을 기본방침으로 함.

- 고속증식로는 2050년부터 상용화 도입을 목표로 함.

(1) 현재 수준 이상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위한 중장기적 실현

일본은 ‘원자력정책대강’에서 2030년에는 원자력발전 비율을 30～40% 이상으로 공

급하려는 중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력자유화 시대의 원자력발전

을 신설･증설하고, 기존 원자로를 대체할 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실현해야 하며,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한 기존 원자력발전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2006년도 원자력발전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까지 13기 (17,230 

MW)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공급계획이 실현될 경우 2017년경 일본의 원자력비율은 

가동률이 77%일 경우 35%, 90%의 가동률일 경우 41%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전력회사가 수요 급증과 전력자유화 환경 하에서도 원자력발전 투자를 안정

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사업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전량 재처리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므로, 록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초과되는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도 장래 비용이 발생하

게 된다. 이 때문에 재처리계획이 결정되기까지의 잠정조치로서 해당사업에 관한 비용

에 대해 매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회계상의 수지(收支)를 평준화할 수 있는 제도를 

2006년도 결산부터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초기 투자 및 폐로부담의 경감과 평준화를 

위해 미리 초기투자액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운전개시후의 감가상각비 부담

을 평준화할 수 있는 제도를 2006년도 결산부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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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폐로비용 부담을 경감·평준화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시설 해체 준비금’ 제도가 있지

만, 2005년에 새로운 클리어런스(clearance) 제도와 폐지조치에 관한 안전규제 등도 고

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한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1990년대 80% 

이상의 높은 설비 이용률을 보 지만, 2003년도 이후에는 동경전력 자체점검 조작으로 

인한 정기검사 기간 등의 향으로 59.7%로, 2004년에는 관서전력 미하마원전의 배관

사고로 인한 점검으로 68.9%의 낮은 설비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원자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들

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원자로의 노후화대책

을 추진하고, 2003년 도입된 사업자의 품질보증 강화, 사업자의 운전보수 고도화를 포

함한 보안활동 고도화 등을 통해 실효성이 높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핵연료주기의 착실한 추진과 관련 산업의 전략적 강화

핵연료주기를 둘러싼 일본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록카쇼무라 재처리공장
2006.3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최종 시험(Active시험) 개시. 2007.8 조업 예정

② 록카쇼무라  MOX 연료 공장

2005.4 입지 기본협정 체결(아오모리현, 록카쇼무, 일본원연(주)). 현재 사업허가의 

안전심사 중. 향후 2007년 착공, 2012년 조업 목표

③ 플루-서멀

큐슈전력 겐카이 원전에서 실시 예정(입지지역 양해 획득), 시코쿠(四國)전력, 츄부

(中部)전력에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

④ 중간저장시설
도쿄(東京)전력, 일본원자력발전(주)이 설립한 리사이클연료저장(주)를 아오모리현 

무쯔시에 건설 예정. 2005.10 아오모리현, 무쯔시가 수용. 2010년 조업 목표로 추진 중

⑤ 고속증식원형로 ‘몬주’

2005. 2월 개조공사 착수. 동년 5월 최고재판에서 국가가 승소. 향후 개조공사 후 

2년 후를 목표로 시운전 재개 예정

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후보지 공모 중.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가 각 지역에서의 

이해 촉진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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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처리적립금법’ 제정

2005년 국회에서 록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 약 12.6조엔 적립을 위한 법률이 제정

됨. 2005. 10월부터 시행

이상과 같이 앞으로 일본은 2007년 8월 일본 최초의 민  재처리공장인 록카쇼무

라 재처리공장 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6～18기의 경수로에서의 

MOX연료 이용(플루-서멀), 2010년 록카쇼무라 농축공장에서의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2012년부터 록카쇼무라 MOX연료 공장 조업,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 후보지 선

정, 경수로 핵연료주기의 조기 확립 등을 목표로 필요한 연구개발, 입지지역과의 이해

와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원자력산업이 최근 급격하게 재편되고 독점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핵물질 

및 관련기술을 취급하기 위해 핵비확산 체제 하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IAEA, 

미국 등에서 핵비확산과 원자력평화 이용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의 제

안 등 세계가 핵비확산 체제 변혁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관점에서 경수로에 필요한 우라늄 

자원과 핵연료주기 각 공정의 역무를 장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술의 

전략성(민감 기술, 국제 우위성 등)과 국가의 적극적 관여 필요성 관점에서 전략적 산

업분야를 선정하고 일본 국내에 해당하는 규모의 산업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전략을 

하여 국가, 사업자, 연구개발기관 등 각 관계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한 후에 지

속적이며 자립된 핵연료주기 관련 산업의 실현을 위해 일본 전체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선정한 ‘전략적 산업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라늄 농축
일본원연(주)(JNFL)가 농축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존 원심분리기가 노후화되어 연

간 1050 t-SWU 시설규모 중 450 t-SWU 분만 가동되고 있다. JNFL은 현재보다 경제

성이 높은 신형 원심분리기 개발을 추진하여 2010년부터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시설규

모를 연간 1,500 t-SWU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계속하

며, 필요한 경우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② 재처리
핵연료주기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은 재처리 노선을 기본방침으로 추진하

고 있다. JNFL 록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은 현재 연간 재처리능력 800 t-U으로 열화우라

늄을 이용한 우라늄 시험을 2006년 1월 종료되었고, 동년 3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최종시험(Active 시험)이 시작하여 2007년 8월 조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에도 록카쇼무라 재처리공장 주요 공정에 대해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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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A와 JNFL이 기술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고속증식로(FBR) 관련 재처리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에 관한 기술개발은 ‘FBR 

실용화전략조사연구’를 통해 JAEA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JAEA 도까

이 재처리시설은 2006년 3월부터는 재처리 역무는 종료되고 연구개발을 주체로 한 운

이 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JAEA는 지금까지의 기술협력 경험을 토대로 조업 개시 이후에도 기술

지원을 하며, JNFL, 전력회사, JAEA,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관련 부처 간 조정하

여 추진하고, 차세대 재처리기술개발은 FBR 실용화 시기와 경수로 주기에서 이동 프

로세스의 변동 등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전략적 산업분야’로 선정하고 이

를 위한 지원분야로는 다음을 선정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① 재변환
일본은 과거에는 자국의 재전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설비용량을 가지고 있었지

만, JOC 임계사고 이후 미쯔비시(三菱) 원자연료 1개사만이 재변환 역무를 제공하여 

재변환 역무 수요의 약 40%의 설비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사의 연료성형가

공용의 재변환을 하고 있으며, JNFL의 록카쇼무라 우라늄 농축공장에서 농축된 육불

화우라늄(UF6)을 일본내 다른 성형가공회사용의 역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록카

쇼무라 우라늄 농축공장 시설규모가 증가되고 록카쇼무라 MOX연료 공장 조업시 

MOX연료 가공용 열화우라늄 재변환 수요를 감안하면 현재의 시설만으로는 정상적으

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제2 재변환시설 건설을 포함한 재변환 설비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내 재변환설비 용량 확대는 연료가공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의 품질

을 유지하고 경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민간사업자들이 중심이 된 

검토가 필요하다.

② 연료성형 가공
최근 세계적으로 연료성형 가공 기업들의 재편･집중화가 추진되어 AREVA NP(구 

Framatome ANP), BNFL/WH, GNP(GE) 계열 기업으로 전 세계 연료성형 가공설비 

용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연료성형 가공회사는 미쯔비시원자연료(PWR용 연료 제조), GNF-J(Global 

Nuclear Fuel Japan, BWR용 연료 제조), 원자연료공업(PWR용/BWR용 연료 제조) 등 

3개가 있으며, 일본 내 수요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설비용량을 가지고 있다. 일본

의 가공회사들은 고품질, 가격저감 노력으로 현재는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연

료의 고연소도화에 따른 연간 연료수요량이 저하되고 국제경쟁 입찰 도입 등으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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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요금이 낮아지고, 수요가 저하됨에 따라 수익이 감소되고 있다. 또한 우라늄 폐기

물에 대한 처분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연료가공회사들은 드럼통 환산으로 만단

위의 우라늄을 저장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 내에 저장소의 저장능력을 초과하게 될 것

이다. 

이에 따라 일본 국내의 연료성형가공회사들의 경 합리화가 필요하며, 국가는 우

라늄 폐기물 처분방안을 구체화가 필요하며, 국제적 기준을 기초로 클리어런스 레벨

(clearance level3))책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③ 경수로 MOX연료 가공

현재 세계에서 경수로 MOX연료 가공시설은 AREVA NC(프랑스), NDA(BN-GS, 

국), Belgonucleaire(벨기에)의 3개 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DSC(Duke 

COGEMA Stone & Webster)가 해체 핵무기의 플루토늄을 이용한 MOX연료 가공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JNFL이 록카쇼무라에서 2007년부터 경수로용 MOX연료 공장 건설개

시, 2012년부터 조업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관련기술 중 분말혼합공정은 프랑스의 

MIMAS(Micronized Master Blend)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계량관리･보장조치기술은 
JAEA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공장의 착실한 건설･운전을 위해 JAEA와 JNFL

간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향후 MOX연료 공장의 가동을 위해 JNFL은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JAEA는 자체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술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기술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JAEA에 인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연료 공장이 가동 후에는 JNFL과 전력회사 간 해당 시설의 적절한 후행핵주기 비

용을 고려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차세대 연료제조 기술개발은 FBR 실용화시기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④ 회수우라늄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는 자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의해 발생되는 우라늄을 

재농축 또는 농축우라늄과 혼합하여 경수로연료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록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연간 740 t-U의 회수우라늄이 발생되고, 운전

개시 후 수십 년간 회수 우라늄 농축도는 약 1%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전력

회사가 일본 국내･외에 보관하고 있는 회수우라늄은 약 7,000 t-U이며, 그 중 해외재처

리 위탁된 회수우라늄은 약 6,500 t-U이다.

3)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중 방사성폐기물로서 취급할 필요가 없는 

폐기물의 구분값임. 이 수준 이하의 것은 산업폐기물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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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일본의 핵연료주기 관련 산업

(1) 원자력발전소(경수로)(1) 원자력발전소(경수로)

• 일본: 三菱중공업, 東芝, 日立
• 해외: GE(미), WH(미), Framatome
ANP(프)

(7) 재처리(7) 재처리

• 일본: (일본원연(JNFL) 록카쇼무라
재처리시설 2007.8 조업예정)

• 해외: 상용규모 재처리시설 프, 영, 
러에서 가동중

(9) 경수로
MOX연료 가공

(9) 경수로
MOX연료 가공

• 일본: JNFL 록카쇼무라 MOX연료가
공시설 2012년 조업예정)

• 해외: COGEMA(프), NDA(BN-
GS)(영), Belgonucleaire(벨) 가동중

(2) 정련
우라늄광산

(2) 정련
우라늄광산

• 일본: (구)동력로핵연료사업단
(PNC)는 2000년에 탐광활동에
서 철수. 90년대 이후 민간기업
의 새로운 권익 참여가 적음

• 해외: Cameco(카), 
COGEMA/AREVA(프), ERA(호) 
등 8개사, 세계생산 약 80%

(3) 전환(3) 전환

• 일본: 작업시설 없음
• 해외: Cameco(카), 
ConverDyn(미), 
COMURHEX/AREVA(프) 등
5개사, 세계 전환용량 거의
100%

(4) 농축(4) 농축

• 일본: JNFL(일본국내 수요 10%)
• 해외:URENCO(영, 네, 독), 
Eurodif/AREBA(프) 4개사, 세계
설비용량 90%이상

(5) 재전환(5) 재전환

• 일본: 三菱원자연료(일본수요 40%정도)
• 해외: 대부분 연료가공시설 일부로 취급

(6) 연료성형가공(6) 연료성형가공

• 일본: 三菱원자연료(PWR), 
GNF-J(BWR), 원자연료공업
(BWR/PWR)

• 해외: Framatome ANP, 
BNFL/WH, GNF(GE) 계열사, 
세계 성형가공 용량 2/3

(8) 회수우라늄(8) 회수우라늄

천연 U 농축 U

Pu (MOX)

경수로에서 회수된 우라늄에 대해 일본은 천연우라늄에 비해 핵분열성 U-235 비율

이 높으며, 소유권이 전력회사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국내 자원으로의 취급이 가능하

다. 이에 따라 국가는 해외재처리 위탁에 대한 회수우라늄의 재농축 등을 염두에 두고 

정부 간 절차 등에 대한 환경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재처리 결과 얻어

진 회수 우라늄은 국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첫째 목표이지만, 현재 우라늄 가격이 상승

하지만 자체 조달 어려움이 없으며, 우라늄 농축도가 높아 비축 효과가 크므로 장래의 

우라늄 수요에 대비한 전략적 비축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전

력회사와 JNFL은 회수우라늄 이용에 대해 기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JAEA와 계속

적인 협력을 하며, 회수우라늄의 국내 이용을 가상한 변환시설 도입에 필요한 기간, 

비용의 견적, 신형 원심분리기의 대응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⑤ 변환
세계적으로 변환시설은 Rosatom(러시아), COMURHEX/AREVA(프랑스), Convert 

Dyn(미국), Cameco(캐나다), NDA(BNFL)( 국) 5개사에서 전 세계 변환설비용량의  

전부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변환역무를 완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재 전력회사에 의한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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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환역무 조달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향후 변환시설의 일본 입지에 대해서는 천연우라늄을 완전히 해외에 의존해야 하

며, 변환기술이 비교적 싸고 단기간에 도입이 가능하므로, 세계적인 변환역무 수급 상

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3) 고속증식로 주기 조기 실용화

일본은 2005. 10월에 발표된 ‘원자력정책 대망’에서 고속증식로는 경수로연료 주기 

사업 진척과 ‘FBR 주기 실용화 전략 조사연구’, ‘몬주’ 등의 성과, 우라늄 수급 동향을 

감안하고 경제성 등의 제반 조건들을 전제로 하여 2050년경 상업용 도입을 목표로 하

고 있다.(그림 2-3 참조) 

또한 2006. 3월에 발표된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도 정부주도로 추진해야 

할 대규모 프로젝트로 향후 5년간 집중 투자를 해야 할 과학기술로서 FBR 주기 기술

을 선정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조기 실용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기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상업용 도입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이행 시나리

오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3. 일본의 원자로 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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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R 도입을 위한 기본 시나리오 가정조건]

① 조기에 FBR 원형로인 ‘몬주’ 운전을 재개하고, ‘발전소로서의 신뢰성 실증’과 

‘운전경험을 통한 나트륨 취급 기술 확립’을 실현

② 상업용 FBR 도입까지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된 플루토늄은 

플루-서멀로 재이용하고, 플루-서멀 사용후핵연료는 FBR용으로 저장

③ 2015년경까지 ‘고속증식로 주기 실용화전략 조사연구’를 완료하고, FBR 주기의 

적합한 실용화 형태와 그때까지의 연구개발 계획을 제시

④ 실용화 전략 조사연구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실증로 및 관련 주기 시설의 2025
년경까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필요한 실증 프로세스를 실시. 또한 FBR 주기 실

용화를 위한 재처리 및 연료가공에 관한 hot 공학규모 시험 및 실용규모 시험 

실시

⑤ 2030년 전후부터 개시될 기존 원자로의 대체에 따른 대량 건설시에 차세대 경
수로를 개발하여 대응

⑥ 2050년 이전에 상업용 FBR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관련시

설의 실증 프로세스를 완료

⑦ 록카쇼무라 재처리공장 조업 종료 시(2045년경)에 제2재처리공장 조업을 개시하

고, 회수되는 플루토늄은 FBR에서 재이용

⑧ 2050년 이전에 상업용 FBR 도입을 개시하고, 이후 운전이 종료되는 기존 경수

로는 순차적으로 FBR로 대체

이 기본 시나리오 외에도 가상 시나리오가 2가지 더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

첫째,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이 급속히 확대되어 조기에 우라늄 수급 불균형이 심

화되어 FBR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FBR 도입에 필요한 플

루토늄은 록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된 플루

토늄을 재이용하지만, 플루토늄이 부족할 경우 제2재처리공장을 록카쇼무라 재처리공

장 조업 종료 시(2045년경) 이전에 조업을 개시하여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FBR 기술개발이 대폭적으로 지연되거나 우라늄 수급이 장기적으로 완화되어  

FBR 도입을 지연시켜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FBR 상업화까지 경수로 사용후핵

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된 플루토늄을 플루-서멀로 재이용하고, 플루-서멀 사용후핵연

료는 FBR용으로 저장하며, 필요에 따라 재처리하여 회수된 플루토늄을 또다시 플루-서

멀 연료로 이용한다. 제2재처리공장 조업개시는 록카쇼무라 재처리공장 조업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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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경)가 되겠지만, 제2재처리공장은 경수로 플루-서멀용 재처리공장이 되며, FBR

용 연료를 위한 재처리는 제3의 재처리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상기의 가상조건들을 토대로 FBR 주기로 이행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의 정

책 수요를 명확히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때 기술동향과 국제정세 등 

장래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수로에서 FBR로의 이행의 기본방침을 유지한 

후에 시나리오나 시기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FBR 주기의 실용화 시나리오나 관련 기술 선택에 있어서는 세계의 FBR 기술개발 

진척상황, 원자력발전 상황, 시장 동향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FBR 실증로 

개발 및 건설에 있어서 일본 국내에서 실시하거나 해외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① 원형로 ‘몬주’에서 상업용 

FBR 주기로 이행하는 실증 프로세스의 실증로･실용도입로, ② ‘몬주’ 개조 원자로･실
용도입로, ③ 부품시험을 위한 대형시험시설･실증로의 3가지 프로세스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제2재처리공장은 2010년부터 검토를 시작하도록 ‘원자력정책 대강’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이 검토를 위해 제2재처리공장 건설 목적과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자료 축적 

작업이 필요하다.

재처리 기술 등 연료주기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학규모의 FBR 재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관련 시설의 설계･건설･운전 시에 있어서 장래의 제2재처리공

장을 위한 기술 계승도 고려되며, 해외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 노하우 유지 방안에 대

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 계승을 위해 기술노하우를 공학적으로 체계

화하고, 효과적으로 계승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핵비확산 논의가 본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FBR 주기 시스템이 아시아 등 지역적인 핵연료주기 

시스템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4) 기술･산업･인재의 확보 및 발전
일본은 2017년까지 13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건설 계획과 전

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매출액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원자력관련 

연구비와 기술자 수도 감소되고 있다. 2030년경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대규모적인 대체건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원자력분야의 기

술･산업･인재를 폭넓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대체 원자로 건설뿐만 아니라 세계시장도 고려하여 국가, 전력회사, 

기업이 일체가 되어 국가프로젝트로서 일본형 차세대 경수로개발을 착수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를 위해 2년 정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전략을 세

우고,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수로를 개발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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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로 하려면 약 7년 정도가 소요되고, 이 개발이 실현되면 약 20년만의 국가프로젝

트가 될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규모와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발전 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중

장기적인 전략의 입안･실행에는 일본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원자로 개
념과 목표 시장을 명확히 하여 기업, 전력회사, 국가가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해외시장 

획득을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사표명과 공적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등 국제

진출을 위한 환경정비를 해야 하며, 전력회사가 기업과 필요한 연대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분야의 인재는 ① 주로 점검･보수에 종사하는 현장 기술자, ② 주로 개발･
설계･제조에 종사하는 기술자, ③ 주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자로 나눌 수 있다. 

원자력을 지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기술자의 양적･질적 유지와 향상, 

기능을 계승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력회사, 기업이 지역과 연계하여 실시

하는 인재 육성･기능 계승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지원해야 한다. 현재 원자력

관련 대학생 수(학부)는 1994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대학과 대학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분야의 교육현장을 유지, 활성화를 추진하

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은 문부과학성과 연계하여 ‘원자력 인재육성 프

로그램(가칭)’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 일본의 원자력산업 국제진출 지원

일본은 원자력 기자재와 기술 이전을 위해, 핵비확산과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국

제적 핵비확산을 위한 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안전 확보, 핵비확산, 원자력

발전 도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대응을 추진하고, 실제로 원자

력 기자재와 기술을 수출할 경우 원자로 관련기술의 라이선스, 연료공급과 각종 국제

조약을 토대로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원자력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상대국과의 대화를 강화하며 상

대국과의 인재육성 협력 및 국제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조사에 적극적 참여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공적금융 기관의 활용, 도입국에 대한 제도 정비 지원, 양국 

간 협력협정 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원자력의 CDM, JI(공동실

시) 이용, 수출관리･수출신용 부여 절차에 관한 유연한 운용, 정부･민간 연계의 장을 
설정, 학회차원에서의 교류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6) 원자력발전 확대와 핵비확산 동시 추진을 위한 국제 시스템 구축 

앞으로 원자력이용이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를 대비하여 핵비확산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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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현 시점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다. GNEP 구상은 그 중 하나의 방안을 제공하

고 있으며, 기술진보를 통해 핵비확산을 경제성과 적합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비전을 

일본도 공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일본의 원자력 발전은 미국, 프랑스에 이은 세계 3번째 수준이다. 핵연료주기 

기술 측면에서도 일본은 이제까지 실험로 ‘조요’의 건설･운전, 원형로 ‘몬주’의 건설로 

배양된 고속증식로(FBR) 기술, 도까이재처리공장의 건설･운전과 록카쇼무라 재처리공
장을 위해 개발된 재처리기술 등 연료주기 기술에 관한 축적･실적이 있으며, 핵연료주

기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에 있다. 최근 GNEP 구상을 토대로 한 국제 시스템 구축 동

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본은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국가

로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국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헌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7) 방사성폐기물 대책 착실한 추진

핵연료주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방사성폐기

물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처리･처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실시주체 설립, 비용 확보, 3단계 처

분지 선정 절차를 규정한 ‘특정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 법률’, 관련 기본방침, 계획 등

을 토대로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가 설립하 고(2000.10), 2000년부터 최종처

분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일본은 법에서 5년마다 10년을 1기(期)로 하는 최종

처분계획을 결정하여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현재의 계획은 2005년 10월에 개정). 

일본은 2030년 중반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의 최종처분을 2030년 중반에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종처분 확보를 위한 

지역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민간 등 관계기관들

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반감기 저발열 방사성폐기물(TRU 폐기물)의 

지층처분사업 제도의 제도화, 필요한 기술개발 추진, 해외에서의 반환폐기물 처분에 

관련된 제도적 조치 등의 과제에 대한 검토도 고려하고 있다(일본원자력학회지, 2006).

6. 고속증식로 주기기술 개발 향후 10년 계획

일본은 상업용 고속증식로를 2050년부터 도입할 것을 목표로 안전성, 경제성 등에 

관한 성능목표를 정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정책대망’에서도 2005

년에 종료된 고속증식로주기 실용화전략조사연구 2단계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연구개

발 방침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 성능목표 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속증식로 주기기술 시스템 개념으로서 ‘나트륨 냉각 고속증식로(MOX연료), 선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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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법 재처리 및 간소화 펠렛법 연료제조’를 선정하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요

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속증식로 주기의 연구개발 방침’을 결정하

다.

이러한 결정과 ‘원자력입국계획’에서 제시된 고속증식로 주기기술 연구개발을 고려

하여 2006년 12월 일본원자력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내용에 대한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발표하 다(일본원자력위원회, 2006). 

①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JAEA는 전력회사, 제조회사, 대학 등과 연계･협력하여 
선정된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안전성, 경제성, 환경적합성, 자원

이용률 및 핵비확산 저항성에 대한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 주

기 실용시설, 실증시설, 실용화되기까지의 연구개발 계획을 2015년에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연구개발은 ‘고속증식로 사이클 실용화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한다.

② JAEA는 고속증식원형로 ‘몬주’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입지지역 주민과의 상호

이해 활동을 추진하여 2008년에 ‘몬주’ 운전을 재개하며, 2010년 이내에 ‘운전경

험을 통한 나트륨 취급기술 확립’, ‘발전소로서의 신뢰성 실증’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고, 고속증식로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장으로서 활용한다.

③ 정부 및 연구개발기관은 기초･기반 연구부문, 고속증식 실험로 ‘조요’ 연구시설

을 활용하여 혁신 기술개념에 기초한 고속증식로 주기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

술을 도출하고 원리의 실증, 관련되는 기초･기반 연구개발에 함께 추진한다.

④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JAEA, 전력회사, 제조회사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 

활동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고속증식로 주기 실증 프로세스가 원

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고속증식로 주기 실용화 로드맵 검토를 지금부터 추

진하여 적절한 개발체제 하에서 각자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로드맵은 2015년 개념설계에서 제시하는 실증시설에 대한 요구, 그 

후 10년 내에 실증시설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실증 및 실용화 단계 

방향, 각 단계에서의 역할 분담을 제시한다.

⑤ 이를 위해 정부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개발 추진에 있어서 안전 확보와 플루토늄 취급에 있어서의 핵비확산을 

충분히 배려해야 함.

  - 성능목표는 장래 불확실성을 배려하여 장래의 에너지수급, 환경제약에 관련

된 최근 전망을 기초로 수정작업을 하며, 연구개발계획 추진방향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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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010년까지의 연구개발 진척상황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개발 방침을 구체화해야 함.

  - 연구개발 활동 중심조직인 JAEA는 연구개발 성과가 성능목표를 만족할 가

능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실시하고, 프로젝트와 관리의 검

토를 하는 체제를 확보하여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 계획과 계획 추진방향에 

반 토록 해야 함.

  - 연구개발 추진은 축적되는 지식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계승･활용할 수 있는 
지적기반･정부기반을 정비할 수 있는 국가와 산업계에서의 지식관리 체제를 
검토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제공동연구 및 개발은 연구개발 리스크와 자원부담을 저감하며, 세계 표준

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경쟁분야와 협조분야를 구별하

여 적극적으로 기획･추진해야 함.

  - 연구개발 운 은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재의 육성 및 확보, 기

술계승 관점에서 산업계, 연구개발기관, 대학 간의 인적 교류을 추진해야 함.

  - 연구개발 활동은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야 하므로 홍보활동 등을 확실하게 

실시하여 국민들에 대한 설명책임을 충실히 해야 함.

또한 2006년 12월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전기사업연합회, JAEA에서 발표한 

MOX연료 루프형 나트륨원자로에 대한 실증로 기본설계 전까지의 FBR 연구개발 체제

는 다음과 같다.

  - 호송선단 방식을 탈피하여 명확한 책임체제 하에서 효율적으로 FBR 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핵심기업 1개사에 책임, 권한, 엔지니어링 기능을 집중함.

  - 핵심 기업이 전력회사로부터 일부 출자를 받아 FBR 개발회사를 설립하며, 

이 회사는 FBR관련 엔지니어링 기능을 집적하기 위해 FBR 엔지니어링의 일

괄 실시와 기업에 발주함.

  -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전기사업연합회, JAEA가 책정하는 방침에 따라 

JAEA는 핵심기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FBR 기술개발능력･기술
개발 실적･일본 산업계 전체의 실력 배양 등의 관점에서 중심이 되는 기업 
1개사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선정절차, 선정 판단기준, 중심기업의 구체적 업

무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함.

  - JAEA는 선정결과를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전기사업연합회에 보고하여 승

인을 얻음.

또한 실증로 기본설계를 위한 개발체제는 사업이 개시되는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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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일본의 기본설계 전까지의 FBR 연구개발 체제(원자로 관련)

기업기업

일부출자

기술자 파견

R&D 성과제공
기술자 파견

일괄발주 검사기능
프로젝트 추진 자문

핵심회사가
대부분 출자

회사, 대학/연구기관 등에 발주

FBR 개발회사(가칭)

JAEA

회사
대학/연구기관 등

핵심회사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전력회사

7. 일본과 원자력산업 재편

현재 전 세계 원자력시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프랑스 아레바사, 러시아가 주도

가 되어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원자력의 선진국으로 원자력관련 기기 수출 실적은 있

지만, 아직 원자력플랜트 수출 실적은 전무하다. 그러나 2006년도 적극적인 원자력시

장 참여 의지를 보 으며, 일본의 도시바, 히타치, 미쯔비시중공업 등의 원자력관련 기

업과 미국의 WH사, GE사, 프랑스의 아레바사와의 인수･합병･제휴 등 큰 변화를 보이
고 있다. 

(1) 일본 도시바(東芝)와 미국 웨스팅하우스(WH) 
일본 도시바社(Japan`s Toshiba Corp.)는 국 BNFL(British Nuclear Fuels)사의 미

국 발전사업 부문인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소유지분의 77%를 41억 6천만 달러에 인수

하 다. 웨스팅하우스의 매각 입찰에는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과 일본의 오랜 기

간 동안 WH사와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미쓰비시 중공업(MHI)도 참여하 다(KISTI, 

2006).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시바는 당초 WH사 인수에 참여하기로 했던 마루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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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빠진 대신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Shaw 그룹이 20%의 지분을 인수하고, 일

본의 이시카와지마-하리마 중공업이 나머지 3%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WH시가 가압경수로(PWR)에서 세계 최강으로, 일본 이외에서 세계적으로 폭넓게 

원자력사업을 추진하 다. 도시바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비등수형 원자로(BWR)에서 

실적을 쌓아왔으며, 높은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시바의 웨스팅하우스 인수로 도시바는 발전설비 용량에서 세계 최대의 원자로 

제작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미국 및 중국 등에서 가압경수로(웨스팅하우스) 및 비등

수형 경수로(도시바)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여 향후 15～20년 사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H사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원자력발전소의 보수･유지 등 원자력 서비스, 

원자력발전소 전용의 연료 공급 서비스에 대해 각각 사업 확대를 지향하고, 엔지니어

링을 중심으로 인력 증강을 도모한다는 방침도 나타냈다. 

향후 도시바와 WH는 보다 구체적인 협력 체제 등을 구축하여 미국에서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응하고, 중국 시장에도 협력하여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2)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쯔비시(三菱)중공업
프랑스의 아레바(Areva)사와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MHI)은 원자력 사업 부문에

서 제휴하기로 합의했다고 2006년 10월 19일에 발표했다. 이들은 100만 KW급 신형 원

자로를 공동 개발하고, 자재의 조달, 유지보수 서비스 및 핵연료 주기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KISTI, 2006) 

양사는 업 면에서 각각 소유하고 있는 160만 KW급 이상의 대형 원자로, 100만 

KW급 신형 원자로 모두 프로젝트마다 양자가 어느 쪽이 입찰에 응할 것인지를 협의

하며, 신형 원자로의 마케팅을 양 회사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레바사와 미쓰비시의 제휴 합의는 일본의 도시바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H)사

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미쓰비시와 유럽의 거대 원자력 회사인 아레바가 규모 경제에

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도시바와 WH가 미국에서 

AP1000(100만～120만 KW)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레바와 미

쓰비시는 1000MW급의 신형 원자로 개발에서 제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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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1990년대

Asea(스웨덴)Asea(스웨덴)

WH(미)WH(미)

Toshiba (일)Toshiba (일)

Mitsubishi (일)Mitsubishi (일)

AECL (카)AECL (카)

Hitachi (일)Hitachi (일)

CE(미)CE(미)

Asea Brown Boveri
(ABB)

Asea Brown Boveri
(ABB)

ABB; Asea Brown Boveri Ltd. , WH: Westing House

CE: Combustion Engineeing, NPI: Nuclear Power International

GE: General Electric, MNF: Mitsubishi Nuclear Fuel Co. Ltd.

BNFL : British Nuclear Fuels Plc.

AECL : Atomic Energy of Canada Ltd.

KHIC : Korea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한국중공업)

DHIC :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두산중공업)

AREVA NPAREVA NP

Framatome (프)Framatome (프)

Simens (독)Simens (독)

2000-2005년

AREVA 설립
(2001)

AREVA-
Framatome

ANP

AREVA-
Framatome

ANP

Toshiba (일)Toshiba (일)

Brown Boveri et Cie
(스위스))

Brown Boveri et Cie
(스위스))

BNFL (영)BNFL (영)

BNFL이 WH를
Toshiba 매각
(’06.2)

Babcock & Wilcox(미)Babcock & Wilcox(미)

BNFL-WH(미)BNFL-WH(미)

Toshiba (일)Toshiba (일)

Mitsubishi (일)Mitsubishi (일)

AECL (카)AECL (카)

Hitachi (일)Hitachi (일)

(1988)

ABB가 CE 매입
(1988)

BNFL이 WH 매입
(1999)

BNFL이 ABB원자
력사업 매입하여
WH와 통합(2000)

WH(미)WH(미)

명칭변경(2006)

KHIC (한)KHIC (한) DHIC (한)DHIC (한)
명칭변경(2001.3)

2006년(현재)

그림 2-5. 세계 원자력산업(원자로) 재편 추이4)

4) 출처: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2006년 원자력현황집, KAERI/GP-25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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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히타치(日立)와 미국 GE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사와 일본의 히타치제작소는 비등수형 원자로(BWR)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양사 원자력 사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합의했다고 2006년 11월 13일에 발표했다(KISTI, 2006).

양사는 미국과 일본에 각각 원자력 사업 회사를 설립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일 두 회사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 노
형인 ESBWR(혁신형 단순화 비등수형로)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2007년 

상반기 중에 전략적 제휴에 관한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에 각각 설립되는 회사 중 일본의 신규 회사는 히타치 80%, GE 20%가 

출자하며, 미국의 신규 회사의 경우 히타치 40%, GE 60%가 출자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신규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 원전 노형에서는 PWR 노형이 많고, BWR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 때문에 도시바는 PWR에서 풍부한 실적을 가진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서 원자력사업의 축을 PWR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히타치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BWR 사업을 전개해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BWR 노형으로만 개발

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 아래 GE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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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래원자력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현재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

급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원자력 르네상스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또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해묵은 원자력

의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안전성, 폐기물관리 및 핵확산의 위험 등을 기술적으로 해

결한 새로운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세계 원자력계의 공동 노력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노력인 제4세대원자력시스템포럼, 한미 I-NERI와 IAEA INPRO의 추

진 동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공동연구 참여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

을 위한 제언을 수록하 다.

1.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Gen IV로 불리는 제4세대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은 

미래에너지 수요의 충족과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선

진국이 개발을 추진 중인 차세대 원자력시스템이다.  

원자력시스템의 세대 구분은 1950년대 초창기에 원자력으로부터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제1세대, 이후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건설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

전 중인 대부분의 원전으로 우리나라의 초기 원전에 해당하는 제2세대, 그리고 1980년

대 이후 건설이 시작된 성능 향상과 표준화를 이룬 한국형 표준 원전 등의 3세대로 

구분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3세대 원전에서 신안전 개념의 도입과 용량의 격상으로 경

제성이 향상된 제3세대 플러스(Gen III+) 개량형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경수로로 대표되는 현재의 3세대 원자로와 비교하여 혁신

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에너지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

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폐기물관리 및 핵확산저항성이 충분히 확

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7)은 원자력시스템의 세대구분을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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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원자력시스템의 세대구분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은 새로

운 개념의 차세대원자력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조직된 국제협력체로, 2000년 1월, 미

국을 중심으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이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GIF를 결성하 다. 2001년 7월, 9개 회원국은 Gen IV 연구개발

을 위한 국제협력체로서의 역할과 운  규정을 담은 헌장(Charter)에 서명하여 GIF가 

공식 발족되었다. 

당초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

국의 9개국으로 출발한 GIF는 2002년 스위스가, 2003년 유럽연합(EU)이 가입하 으며, 

2006년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여 현재 13개 회원국으로 운 되고 있다.

GIF의 운  및 R&D 추진체제는 다음 (그림 2-8)과 같다. Gen IV 개발에 대한 정

책 결정은 GIF 정책그룹(Policy Group)이 하며, 기술적인 분야는 전문가그룹(Expert 

Group)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두 그룹을 보좌하는 GIF 정책사무국(Policy 

Secretariat)은 현재 GIF를 주도한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국장(Technical 

Director)과 정책국장(Policy Director)을 두고 있다. 사무국의 기술국장은 GIF의 기술적 

사항을 종합하며, 전문가그룹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Gen IV 시스템 개발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수행과 관리는 시스템운 위원회

(System Steering Committee; SSC)와 프로젝트관리위원회(Project Managemen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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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B)가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의 도움을 받아 담당하며, OECD/NEA는 오

랫동안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사무국으로서 운 위원회

와 프로젝트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도에 향후 Gen IV의 도입까지의 과정에서 고려 사항 등의 필요성에서 국제

원자력산업계와의 합동회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산업계 자문 패널(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SIAP)을 구성하여 Gen IV의 실증과 상용화 단계에 대비한 조언을 받

고 있다.

(그림 2-8)은 GIF의 체제와 우리나라의 참여기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

책그룹에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전문가그룹에 한국과학재단의 원자력전문위원이 대

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 그룹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전문가 각 1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실제적 기술개발을 수행할 시스템운 위원회와 프로젝트관리위원회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동연구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2-7. GIF 체제 및 국내 참여기관

나. GIF 추진 현황

2000년 1월 출범한 GIF는 2002년 7월 전 세계적으로 공모한 100여개의 미래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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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후보 중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성, 경제성, 안전성과 핵확산저항성을 선정

기준으로 하여 6개의 가장 유망한 Gen IV 개념을 선정하 다. 선정된 Gen IV 시스템

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2. GIF 선정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비    고

GFR(Gas-cooled Fast Reactor) 가스냉각 고속로

LFR(Lead-cooled Fast Reactor) 납냉각 고속로

MSR(Molten Salt Reactor) 용융염 원자로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소듐냉각 고속로

SCWR(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초임계압 수냉각 원자로

VHTR(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초고온 가스로

또한 2002년 12월,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Gen IV 시스템의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Gen IV 기술지도(Gen IV Technology Roadmap)를 완성하 다. 기술지도

는 6개 Gen IV 시스템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 추진 내용 및 일정

과 추정된 소요 비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Gen IV 기술 지도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공

동으로 시스템별 세부 연구개발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GIF는 Gen IV 국제공동연구의 책임 있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3단계의 연구개

발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 으며 현재 협정 체결이 진행되고 있다. 3단계 협정은 

정부가 서명 주체가 되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기본협정의 이행기관이 

맺는 시스템약정(System Arrangement), 시스템 하부의 실제적 연구주관기관이 맺는 

프로젝트약정(Project Arrangement)이다.

2004년 9월 제주 정책그룹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된 기본협정은 2005년 2월28일,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국의 정부간 협정으로 발효되었다. 미국, 국5), 프랑

스, 일본, 캐나다는 기본협정 서명식 참여하 고, 이어 스위스(‘05. 8), 우리나라(’05. 11)

와 EU('06.5)는 가입서의 기탁으로 추후 발효되었다. 현재 남아공과 2006년에 GIF에 신

규회원국으로 참여한 중국과 러시아가 기본협정 승인서 기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

행 중이다.

Gen IV 6개 시스템별로 참여 회원국의 이행기관이 서명하게 되는 시스템약정은 

2005년 협정 문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여, 2006년 2월에 SFR 시스템약정이 발효되었

으며, 2006년 11월 VHTR, SCWR, GFR 시스템약정이 발효되었다. 

5) 국은 국내의 사정으로 기본협정의 가입을 철회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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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스템은 수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프로젝트별로 체결 예정인 프로젝트약정

은 2006년 12월 현재 SFR 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약정의 문안 협의를 완료하 고, 

VHTR 시스템은 프로젝트약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2007년 발효를 예상하고 있

다. 프로젝트약정 체결 후 프로젝트계획이 완성되면 본격적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될 예

정이다. 각 회원국의 참여 시스템은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또한 2006년 GIF의 추진체제에 변화가 있었다. GIF의 출범 시부터 의장직을 수행

해 온 미국에 이어서 프랑스가 제2기 의장국이 되었으며, 이후 회원국의 순환을 고려

하기로 한 것이다. 2006년 7월 정책그룹회의에서 2기 의장으로 현의장국인 미국의 추

천을 받아 프랑스의 J. Bouchard(CEA)가 선출되었으며, 2006년 11월 프랑스 정책그룹

회의부터 의장직을 수행하 다. 부의장국은 일본과 미국이 수행하고 있으며, 부의장국 

수와 역할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2006년의 주요한 GIF 추진 현황과 활동에 대해 정리하 다.

(1) Gen IV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시스템약정의 발효

2006년의 가장 큰 진전사항은 Gen IV 시스템약정의 발효이다. 연구개발 협정의 최

상위 협정인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은 2004년부터의 협의를 거쳐 2005년 2

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부대표의 서명식을 거행하여 발효된 바 있다. 시스템

약정은 Gen IV 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며 시스템의 실증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R&D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약정서명자들 간에 협력 체제

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스템약정 추진 경위를 보면, 기본협정 발효 후 2005년 4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표 2-3. 회원국별 Gen IV 시스템 참여(시스템약정 서명 기준)

회원국 GFR LFR MSR SCWR SFR VHTR
참여

시스템 수

캐나다 ○ ○ 2

EU ○ ○ ○ ○ ○ ○ 6

프랑스 ○ ○ ○ ○ ○ 5

일본 ○ ○ ○ ○ ○ 5

한국 ○ ○ 2

스위스 ○ ○ 2

미국 ○ ○ 2

참여국 수 4 2 2 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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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된 GIF 정책그룹회의의 결정에 따라 Gen IV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시스템약정 내

용을 참여 회원국 간 검토･협의를 시작하 다. 정책그룹은 협력이 활발한 SFR, VHTR

을 우선 협의 대상 시스템으로 선정하여 시스템약정에 대한 2회 협의 회의를 개최하

고, SFR 시스템은 2005년 10월 약정 문안에 대한 합의를 하 다. 

최초로 VHTR 시스템약정을 대상으로 개최한 협의 회의는 2005년 6월28～29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고,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국, 캐나다, 스위스, Euratom

의 8개 회원국이 약정의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 다. 이를 바탕으로 개최된 SFR 시스

템약정 협의 회의는 2005년 8월2～3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미국, 일본, 프랑

스, 국, Euratom의 5개국이 참석하여 약정 문안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하 다. 약정 주요 협의사항 및 합의 결과를 아래에 정리하 다.

시스템약정 주요 협의 사항 및 결과

1) 실질적 연구개발 참여 

 ○ 회원국이 정보 획득만을 목적으로 “시스템 종합 프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것

을 제한하는 규정에 합의

   - 시스템약정 서명자는 실질적 “R&D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합의

   ※ 프로젝트는 “시스템 특정 R&D 프로젝트, 시스템간 공동 R&D 프로젝트, 

시스템 종합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시스템 종합 프로젝트는 제반 R&D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결과를 종합/평가함. 

2) 시스템운 위원회(SSC) 의사 결정

 ○ 기본협정(FA)에서 지정한 외의 이행기구의 프로젝트약정 가입 승인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사안에 대하여 SSC의 의사결정은 참여자간 Consensus로 

이루어지는 것에 합의 

   - 기본협정 지정 외 이행기구의 프로젝트약정 가입은 참여자의 만장일치로 

승인

 ○ SSC에서 참여자는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
   - 프로젝트에서는 참여자의 기여평가는 연구 결과의 소유권에 고려함.

3) 프로젝트 간 정보 및 R&D 결과의 이동

 ○ 프로젝트 간 R&D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R&D 결과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

는 조항을 프로젝트약정에 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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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활한 종합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프로젝트 간 정보의 이동”을 내용으로 

한 일반적 내용의 조항 추가 합의

4) 기여의 평가(Valuation of Contribution; VoC)

 ○ 비금전적 기여 평가에 대한 내용은 시스템 약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
기로 합의 

   - 구체적 R&D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약정에 VoC 관련 내용을 취급 가능하

도록 합의함.

5) 탈퇴자의 의무

 ○ 프로젝트 참여기간 중 프로젝트 수행에 제공한 지적 자산정보에 대해 프로
젝트 종료 시까지 제공 정보의 지속적 사용 보장 의무화 추가 합의 

2006년 2월 일본 후쿠이에서 개최된 GIF 정책그룹회의에서는 SFR 시스템약정의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SFR 시스템약정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프랑스, EU의 5개국

이 참여하며, 당초 참여 예정이었던 국은 기본협정의 승인을 포기하여 참여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2월 15일 개최된 SFR 시스템약정 서명식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3개국이 국내의 절차를 마치고 시스템약정에 서명하 다. 각 시스템약정에서 미국은 

DOE 원자력국장(대리)이, 일본은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이사(Executive Director, 

Nuclear System Research and Development)가, 프랑스 원자력청(CEA) 부청장

(Director, International Relation Division)이 서명자이다. 우리나라와 EU는 내부 절차

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에 SFR 시스템약정을 승인하여 과학기술부에서 가입서를 기탁

하 다. 

나머지 VHTR, SCWR, GFR 시스템약정은 참여 회원국 간에 추가 협의를 거쳐 약

간의 문안의 수정 절차를 거쳐 2006년 11월에 개최된 프랑스 파리 정책그룹회의에서 

발효되었다. VHTR과 GFR 시스템약정은 하부의 프로젝트약정의 내용을 정의하는 조

정에 품질보증 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 하 고, SCWR 시스템은 

구성 내용은 동일하나 약정의 전체적 형식을 회원국의 합의사항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수정하 다. 

프랑스 파리의 시스템약정 서명식은 VHTR에 한국, 프랑스, 미국, 일본, EU, 스위

스, 캐나다의 7개국, SCWR은 캐나다, EU의 2개국, GFR에 프랑스, EU, 일본, 스위스의 

4개국이 참여하 으며, 일본과 프랑스는 SCWR 시스템약정의 서명식에는 참여하지 않

았으나, SCWR 시스템약정에 참여하기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음을 회원국에 

확인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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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약정 하부의 프로젝트 약정(Project Arrangement)은 각 시스템별로 개별 프

로젝트별로 체결하게 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간 계약적인 성격이 포함되는 협력 약정이다. 2005년 4월의 벨기에 브뤼셀 정책그룹회

의에서 우선 협의 대상으로 SFR 핵연료(Advanced Fuel) 프로젝트 및 VHTR 재료

(Materials) 프로젝트를 선정 후 협의를 진행하 다. 

현재 SFR 프로젝트약정은 핵연료 프로젝트약정을 대상으로 잠정 참여 회원국인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국, EU의 6개국이 2005년 10월부터 협의에 착수하여 6차

에 걸쳐 Negotiator 협의를 진행하여 2006년 6월에 약정 문안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

여, 2007년 서명을 예상하고 있다. VHTR 프로젝트약정은 2006년 10월에 참여국간 협

상에 착수하여 협의가 진행 중이다. 

(2) GIF 신규 회원국의 참여

2001년 9개국으로 출발한 GIF는 이후 스위스와 EU의 2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11

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6) 2006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로 가입하여 모두 13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 4월의 벨기에 브뤼셀 정책그룹회의에서 최초로 EU 대

표가 중국이 GIF 가입의사를 타진하 다고 언급한 후 2005년 9월의 맨체스터 정책그

룹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중국의 가입 의사 표명으로 GIF 정책사무국이 중국에서 협의

회의를 개최한 것을 보고하 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원자력분야에서의 협력을 

2002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 미국이 GIF 참여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러시아가 

참여하게 되었다. 

2006년 2월 일본 후쿠이의 정책그룹회의에서는 기존의 회원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회원가입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정책그룹 의장이 양국에 전달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인 미국 워싱턴 정책그룹회의에 중국 및 러시아를 참관자격으로 참석토록 권고하

기로 하 다. 또한 향후에 있을 신규 회원국 가입조건(가입 절차, GIF 정신 및 제반 

약정 준수 등)은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협상을 통해 조정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 다.

 2006년 7월 12～13일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정책그룹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관 자격으로 참석하여 GIF 가입 신청 및 발표가 있었다. 중국은 JIN 

Xiaoming(MOST,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대표

로 참석하여 가입 신청 배경 설명과 구두로 가입승인을 신청하 고, 중국은 정책그룹

이 가입을 승인할 시 즉시 GIF 헌장(Charter)에 서명하고 1년 이내에 기본협정에 서명

할 것임을 밝혔다. 중국은 Gen IV 관련 연구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인 HTR-10(고온가

6) GIF의 참여는 Charter에 서명함으로써 회원국이 되며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국, 남아공화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창설 회원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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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Chinese Experimental Fast Reactor(소듐냉각고속로) 등을 발표하 고, 이를 기

준으로 Gen IV 시스템 중 VHTR과 SFR 시스템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러시아는 2006년 5월31일～6월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GIF 부의장(J. Bouchard)

과 정책사무국의 정책국장과 GIF 가입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Vladimir 

Kuchinov(Rosatom)가 GIF 가입을 신청하 다. 러시아는  Rosatom (Federal Atomic 

Energy Agency)이 국가 연구개발을 수행 중으로 LFR(Li-Bi, Pb), VHTR(GT-MHR), 

SFR(BN-800) 등의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과 핵연료주기(Fuel & Reprocessing, 

Commercial MOX cycle) 등의 연구개발 현황을 발표하 다. 러시아는 정책그룹이 승

인할 시 조만간 Charter와 기본협정에 서명할 것이며, 러시아는 모든 Gen IV 시스템

에 관심이 있으며, 참여 시스템은 러시아의 자원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정책그룹은 중국과 러시아의 GIF 가입을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GIF 의장이 중국과 

러시아에 가입을 승인하는 서한을 송부토록 하고 GIF 가입을 위한 회원국 의무조건 

수용과 Charter 서명 요청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 다. 이후 사무국은 절차를 진

행하여 2006년 11월30일～12월1일간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19차 정책그룹회의부터는 

중국과 러시아가 GIF Charter에 서명하여 정식 회원국으로 GIF에 참여하 다.

(3) 산업계자문패널(SIAP)과의 합동회의

당초 Gen IV의 추진에 산업계의 의견을 반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 산업계 

Senior 대표로 구성된 산업계자문패널(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SIAP)은 2005

년 9월의 국 맨체스터 정책그룹회의부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에 착수하 다. 

SIAP는 정책그룹회의와 같은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책그룹

회의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추진한 2006년에는 3회의 정책

그룹과의 합동회의를 개최하 다. SIAP는 정책그룹회의와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여 산

업계의 의견을 논의하여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책그룹회의에 발표하 다.

GIF는 향후 Gen IV의 시스템 실증과 전개에 있어서는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함을 

공감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개발의 추진에 있어 산업계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각 회의에서의 권고안을 아래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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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일본 정책그룹회의

 ○ 향후 Gen IV 상업화 대비 

   - 예비개념설계 등을 통해 인허가, 시스템/기기공급, 재원조달, R&D 역할 등

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정책적 부분과 상업화 측면의 균형
   - 타 에너지원과 비교, 공급 안정성, 폐기물감소, 핵비확산 등의 정책 사항과 

다른 노형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Gen IV에 대한 정부의 지원 지속 유지 필요

   - 단기적으로는 Gen IV 연구개발 결과를 Gen III에 활용하되 Gen III와 시스

템공급자(Vendor)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성
   - 산업계의 경험의 활용과 함께 Risk-Based Project Management 등의 도입이 

필요함. 

2006년 7월 미국 정책그룹회의

 ○ R&D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설계의 수렴(Convergence)

   - SSC의 프레임으로 고려하며 Iterative 접근법을 취함. 

   - SSC가 설계원칙(design principle)을 요약하고 EG가 검토

 ○ Gen IV 개발 초기부터 향후 상업화 현안의 준비

   - SIAP의 추가 심층 검토 필요 

   - 기술국장/기술사무국이 정리하여 GIF 각 그룹 의장에 회람 SIAP와의 의사

교환을 통하여 SIAP와 회의 개최

 ○ 강력한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접근법의 중요성

   - PMB 활동 시 SIAP가 검토

 ○ 시스템공급자(Vendor)와의 연계관계 설정

   - PMB 활동 시 SIAP가 검토

 ○ 정책적 부분과 상업화 측면의 균형화
   - SSC의 예시연구로 착수 가능

 ○ Gen IV 기술의 Gen III 에 접목

   - PMB의 결과를 SIAP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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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n IV에의 산업계 관심 확대, 원자력산업계 장기 전망 고려 필요 등

2006년 11월 프랑스 정책그룹회의

○ 시스템 설계와 R&D

○ 시스템별 고려사항
○ 인허가성
○ MDEP(Multilateral Design Evaluation Program)

○ QMS(Quality Management System) 등

다.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우리나라는 GIF 창설 회원국으로서 초기부터 GIF의  Gen IV 노형의 선정과 기술

지도 작성에 참여하 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협력 협정의 협의 및 시스템 연구개발계획

의 수립에 있어서도 SFR, VHTR, SCWR의 3개 시스템에 참여 중이다. 

2005년 한국과학재단에 개소한 Gen IV 사무국은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효

과적 추진 체계의 구축을 위한 R&D 기획 및 국제협력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본격적인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대비한 선행 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며, 국내의 

연구개발에 Gen IV 국제공동연구의 반 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GIF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원자력기술선진국 모

두가 GIF에 참여하게 되어 Gen IV 국제공동연구 협력이 확대되고 더욱 활성화 될 것

으로 전망된다. 중국, 러시아의 GIF 참여는 GIF를 통한 선진 원자력기술의 확보측면에

서 연구개발 협력 대상이 다변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장기적으로는 

GIF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참여 시스템 분야(SFR, VHTR)에서 러시아 및 중국의 특

성화된 분야에서 양자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6년은 Gen IV 6개 시스템 중 4개 시스템(SFR, VHTR, GFR, SCWR)의 공동연

구추진기반이 확립되었으며, 특히 SFR과 VHTR 시스템은 2007년 상반기 중에 프로젝

트약정 서명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2007년 상반기부터 Gen IV 국제 공동연구

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신규회원국 가입과 본격적인 시스템별 공동연구체제 확립 

등 GIF를 통한 국제협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GIF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Gen IV Roadmap 설정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참여전략

의 조기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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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ERI를 통한 한･미원자력 공동연구 수행

가. 추진 경위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는 미국의 NERI 프로그

램을 국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원자력선진국들과의 양자 간 협력을 

통해 원자력선진기술 개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미국

은 현재 우리나라, 프랑스, 일본 등과 I-NERI를 추진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 원자력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서 I-NERI (International 

NERI)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정인 원자력협력협정 부속서 5(Annex V 

to the MOU between MOST and DOE)를 2001년 5월에 체결하 다. 이는 앞서 기술

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제4세

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한․미간을 포함한 다자간 공동연구 협력 체제로 다양화
될 것이다.

한･미간 I-NERI 추진은 제20차 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99년 6월)에서 미국 측

이 한국이 미국의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9년 8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과학장관 
회담에서 1999년도 미국의 NERI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합의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NERI 프로그램의 약 10개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미국이 Gen IV 개발을 위한 GIF 회의와 함께, 미국의 NERI를 국

제적으로 확대한 I-NERI를 추진하고자 하면서 양국 간 협정에 기초한 I-NERI가 본격 

논의되었고, 한․미간의 I-NERI 추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0년 4월 워싱턴 GIF 

전문가그룹 회의 시, 한국 대표가 미국 DOE 관계자와 한･미간 I-NERI 추진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I-NERI 추진을 위한 협정 문안을 공동 작성하고, 이를 2001년 

5월 서명함으로써 본격 추진되어, 2001년도에는 제1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고, 

제2차 년도인 2002년도 사업 추진방향에도 합의하게 되었다.

한･미 I-NERI 협정과 이 협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양국 간 I-NERI 위원회(Bilateral 

I-NERI Committee ; BINERIC) 시행지침(Implementation Guidelines)에 따라 추진체제

가 구축되었다. 양국은 본 프로그램을 관장할 BINERIC 를 양국 동수의 대표로서 구성

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EA(Executive Agent)를 BINERIC에서 양국 각각 지정하

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할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위원회(BEC, Bilateral Evaluation 

Committee)를 양국 동수로 구성하여 선정 및 결과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는 EA

가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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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들어 미국은 R&D 체제를 개편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던 I-NERI

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의 

BINERIC에서 Coordinator 체제로 하는 것을 제안하 다. 미국의 Coordinator는 DOE

의 Technical manager가 맡고있으며, 국내의 경우 정부 대표가 Coordinator가 되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매년 개최되는 상반기 BINERIC 회의에서 공동연구분야를 결정하여 하반기 

BINERIC 회의에서 진행과제의 평가회를 함께 진행하고 신규과제의 선정 절차를 논의

하 던 I-NERI 연례 절차는 양국의 사정에 맞게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나. 추진 현황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자 간 원자력공동연구(I-NERI)로 선진원자력 기술에 대한 연

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2001년 5월 이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수행

과제로서 경수로 및 첨단 계측제어 분야에서 6개, 이후 2003년에는 Gen IV 관련 5개

의 공동연구 과제를 선정하 다. 공동연구는 3년의 기간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매년 선정 과제를 위하여 각각 약 200만불씩 지원하여 17개 과제는 3차년도의 

공동연구기간을 마치고 종료되었고, 2005년 선정된 5개 과제와 2006년 선정된 4개 과

제가 진행 중이다. 

당초 매년 개최되는 상반기 BINERIC 회의에서 공동연구분야를 결정하여 진행하

던 I-NERI 연구 분야는 2003년 상반기의 BINERIC 회의 이후 공동연구 기술 분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자력 연구개발의 중심 3개 분야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Generation IV), 선진핵연료주기(Advanced Fuel Cycle), 원자력 수소(Nuclear 

Hydrogen)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도의 상반기 BINERIC은 5월에 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와 함께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006년 11월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연차평가회의와 

하반기 BINERIC 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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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한미 원자력공동연구 추진과제 현황 

연도 과 제 명
한국 측
수행기관

미국 측
수행기관

2002

핵적, 열수력적, 열기계적 현상의 고신뢰도 
통합 모의를 위한 수치 원자로 개발

KAERI ANL

ALWR 신안전 기술개발을 위한 용융물 - 
냉각수 경계면 전달 현상의 원리 연구

해양대
Wisconsin大/A

NL

첨단 전산열유체물리해석 및 경수로와 
초임계로에 대한 적용성 평가 

서울대 INEEL

원자로용기내부 노심용융물 억류 기술개발 
및 한미 신형 가압경수로 적용 

서울대/
KEPRI

UCSB/
INEEL

원전용 계측센서 및 운전전략개선기술 
개발 

조선대 ORNL

첨단 센서 및 컴퓨터 응용상태 감시기술 
개발 

KAERI SNL

2003

액체 소듐 냉각로의 파동 안전성 최적화 
연구

KAERI ANL 

Li 용융염 전해법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의 
금속전환 공정용 반응기 재료 개발

KAERI ANL

초고온가스냉각형원자로를 위한 
안전분석코드 개발 및 실험적 검증

KAIST INEEL

초고연소도 및 제4세대 원자로용 
부식저항성 Zr 합금

KAERI Penn State大 
Gen IV 초임계 경수로 후보 소재 개발 및 
평가

KAERI
ANL/
INEEL

2004

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검증 및 
실험 데이터베이스 선정

KAERI ANL

Generation IV에의 적용을 위한 초임계압 
유체 내의 열전달에 관한 연구

KAERI INEEL

초고온원자로 노물리해석을 위한 결정론적 
고등 코드체계 개발

KAERI ANL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KAERI ANL

핵변환로의 납합금 관련 피복관 재료 
기술개발

KAERI LANL

TRISO 연료 처리기술 개발 KAERI 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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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BINERIC

2006년 5월 1일 저녁 서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미국 측은 원자력 R&D 분야에서 

새로 추진하기로 한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을 중심으로 현황에 대

한 설명을 하 다. 미국은 GIF에서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고속로 분야에서는 

SFR을 중심으로 R&D를 추진할 예정으로 그 근거로서 SFR은 가장 성숙된 기술이며, 

단기적 추진과제인 GNEP의 정책에 가장 부합됨을 들었다. 

GNEP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목적으로 액티나이드 소각을 중심으로 하는 고속

로인 ABTR (Advanced Burner Test Reactor)를 2010년 건설 착수, 2014～19년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Gen IV는 장기적 관점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성 있는 고속로

를 개발하는 것으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 다. 현재 GNEP은 추진에 대

한 계획이 진행 중으로 DOE 내에 GNEP와 Gen IV는 별개로 운 되고 있으나 긴 히 

협조 중이며, GNEP 프로그램의 한국의 참여 분야로 Pyroprocess, 개량형소각로

(Advanced Burner Reactor; ABR)과 SFR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SFR 기술 분야 

등을 예로 들었다.

2006년도 신규과제 선정 관련사항에 대한 논의에서는 과제예산 범위를 계속 및 신

규과제를 포함한 전체과제에 대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06년도 신규과제에 대해 1백3십만～1백5십만 달러로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신규 과제 개수는 총 4～5개 신규과제를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도 종료과제 중 

연도 과 제 명
한국 측
수행기관

미국 측
수행기관

2005

초임계 이산화탄소 Brayton 사이클 에너지 
변환 계통 연구

KAERI ANL

수소생산효율 계산용 HyPEP 프로그램 개발 KAERI INL 

고온 가스냉각로 잔열제거 계통 성능 개선 
연구

KAERI ANL

사용후 핵연료 전처리를 위한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 공정개발 KAERI INL

2006

TRU 핵변환을 위한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설계 연구

KAERI ANL

금속연료 전해정련공정 발생 공융염중의 
FPs핵종 분리기술개발

KAERI INL

고온용융염 전해환원장치의 산화저항성 
구조재료 개발

KAERI ANL

제4세대 원전용 고온재료의 환경 및 
조사효과 연구

KAERI O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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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과제 2개에 대한 지정공모 방안도 협의하여 ’05년 종료과제 중 2개 과제를 ’06년

도 지정 공고하여 계속 추진키로 합의하 다. 

신규과제 공고 분야는 기존의 협력 분야와 동일한 Gen IV, NHI, AFCI 분야에 대

해 추진키로 합의하고, 또한 양국 과제책임자간 협의를 통하여 GNEP 연구 분야에서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2006년 9월 착수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하 다.

(2) 2006년 연차 평가회 및 하반기 BINERIC

2006년 11월 16～17일간 미국의 알버커키에서 개최된 하반기 I-NERI회의에서는 

2006년 과제 수행 실적에 대해 한･미간 2006년 연차평가회를 실시하고, BINERIC을 개

최하여 I-NERI과제 2006년 연차평가 결과검토, 2006년도 신규과제 선정, 2007년도 과

제선정 방안(중점 협력분야, 선정일정 등) 등에 대해 양국 간 회의를 가졌다.

평가회는 국의 평가위원이 참석하여 2004년도 선정 5개 단위과제 및 2005년도 

선정 4개 단위과제 연차실적 패널평가를 실시하 다. 현재 미국 측은 GNEP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의 조정과 VHTR 시스템은 산업계의 참여를 함께 추진하고 있어 

VHTR 관련 일부 과제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과제는 우수한 결과를 산출하 고, Gen IV 시스템 관련 수행된 과제들은 GIF 공동 연

구 분야의 Task로 반 될 수 있는가하는 점과 핵연료 주기 분야는 GNEP 추진에 통합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평가시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반 되었다.   

2006년도 신규과제의 선정에서 4개의 신규과제를 최종 확정하여 선정하 다. 당초 

6개의 과제를 고려하 으나 미국 측이 연구비 지원문제로 인해 착수보류를 제의하

으며, 2007년에 예산규모가 결정된 후 착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 다. 선정 과제의 분

야와 항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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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2006년 I-NERI 선정과제 목록 및 분야

신청과제명

(Proposed Project Title)

연구분야

(R&D Field)

주관연구기관(과제책임자)

(Lead Organization/Lead PI)

한국 미국

TRU 핵변환을 위한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설계 연구

GNEP/AFCI

(Transmutation/

ABTR)

KAERI

(김 일)

ANL

(W. Yang)

금속연료 전해정련공정 발생 
공융염중의 FPs핵종 
분리기술개발

AFCI

(Separations)

KAERI

(김인태)

INL

(M. Simpson)

고온용융염 전해환원장치의 
산화저항성 구조재료 개발

AFCI

(Pyroprocessing, 
Crosscutting 
Materials)

KAERI

(김응호)

ANL

(C. Snyder)

제4세대 원전용 고온재료의 환경 
및 조사효과 연구

Gen IV

(VHTR)

KAERI

(류우석)

ORNL

(D. Wilson)

2007년도 우선 협력분야와 관련하여 미국은 Gen IV와 GNEP 프로그램에 계속 지

원하며, VHTR은 산업체의 참여와 예산지원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미국 측에서 우

선협력분야(Gen IV, AFCI, NHI)중 하나인 Gen IV 분야를 2007년부터는 현재 GIF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추진 중인 Gen IV 공동연구사업에서 추진할 것을 제의하 으며, ’07

년 상반기 BINERIC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및 결정하기로 하 다. 

2007년도 상반기 BINERIC 회의는 한･미 원자력상설공동위원회 회의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미국 워싱턴 DC에서 2007년 5월 또는 6월 개최할 예정이며, 

2007년 하반기 BINERIC 회의는 제3차 한미 신형핵연료주기포럼(Advanced Fuel Cycle 

Forum)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미국 측이 제안하여 한국 제주에서 2007년 10월 또는 

11월 개최 예정이다. 

다. 향후 계획 및 전망

미국은 2006년 핵확산방지와 원자력이용확대를 위한 GNEP 구상을 발표하 다. 

GNEP 구상은 현재의 재처리 기술보유국이 현재의 가용한 기술을 바탕으로 재처리를 

통한 사용후연료의 등의 소각을 통하여 핵물질의 감소를 도모하고 원자력 이용국에 

원자력시스템과 핵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GNEP를 모든 원

자력 연구개발 프로그램 중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체제

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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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당초 모든 GIF 회원국과 양국 간 I-NERI 협정체결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

재 한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일본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국, 남아공과도 

협정체결을 추진 중이었다. 현재 GIF는 공동연구의 착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미국

은 GIF 참여시에도 GNEP와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미 I-NERI는 기본적으로 본 I-NERI 협정에 명기된 분야인 Gen IV, AFCI, NHI

가 주 협력분야가 되는 것은 유지될 전망이나 이 분야 중 GNEP와 연관성이 적은 시

스템 기술은 중요도를 줄여 양국 간의 연구보다는 다자간 공동연구의 형식으로 추진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Gen IV 시스템 중 SFR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GNEP

와 접한 분야임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I-NERI는 Gen IV 시스템 중 SFR 기술 중 개

량형소각로(ABR)와 연관된 시스템 기술 분야와 핵연료주기기술(AFCI 등) 등 GNEP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미 I-NERI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진기술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선진기술을 확보와 원자력원천기술 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고, 미국과의 양자 간 국제공동연구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자

력 연구개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INPRO에서의 IAEA 회원국의 공동연구개발 추진 

가. 추진체제

원자력과 지속적인 발전(發展)에 관한 IAEA Scientific Forum, 핵연료 및 원자력발

전의 연구개발 자문회의 권고와 IAEA 총회 의결 등에 따라 혁신 원자로 및 핵연료주

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 INPRO)를 IAEA가 주도하여 착수한 것으로써, INPRO의 주요 목적은 

21세기 세계 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지속성을 가지며, 경제적이고 

핵확산저항성을 가진 원자력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0년 제44차 IAEA 총회는 “핵연료주기, 특히 혁신적이고 핵확산 저항성이 큰 

원자력 기술에 대한 기술현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모든 관심 있는 회원국들이 각자의 

노력을 IAEA의 후원 하에서 결집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7)”라고 결의하 다.  

이 결의에 의하여 IAEA는 원자력국이 주도하여 혁신적인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7) “All interested Member States to combine their efforts under the aegis of the Agency in 

considering the issues of the nuclear fuel cycle, in particular by examining innovative 

and proliferation-resistant nuclear technology” (GC(44)/RE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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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국제 프로젝트인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가 21세기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지속성을 가지며, 경제적이고 핵비확산성을 가진 원자력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2000년 11월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하여 Terms of Reference를 채택하고, 2001년 5

월 제1차 운 위원회의 개최로 정식 착수한 INPRO는 2001년 9월 제45차 IAEA 총회

의 지지와 2001년 12월 UN 총회의 지지를 받았고, 2006년 12월 기준 28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8)로 운 되고 있다.  

INPRO는 IAEA의 원자력국(Department of Nuclear Energy)이 주도하고 있으며, 

운 위원회(Steering Committee; SC), 국제조정그룹(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 

ICG)과 IAEA의 행정 및 기술 지원 그룹으로 추진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6개 

분과를 두고 있다.

운 위원회(SC)는 IAEA 회원국 중 Cost Free Expert를 포함하여 INPRO에 특별 

공여금을 제공하거나 INPRO 관련 연구개발 활동(Work Package)를 수행하는 국가의 

대표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IAEA의 INPRO 책임자가 참석하게 되며, 또한 INPRO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참관할 수 있다. 운 위원회는 INPRO 추진

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결정하고 기획 및 업무 추진방법 등에 대한 조언과 결과에 

대해 검토․평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IAEA의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배석한다. 

운 위원회는 작업계획, 결과 검토 및 평가 등을 실시하는 INPRO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다.

국제조정그룹(ICG)은 INPRO 회원국로부터 파견된 전문가(Cost free Expert)로 구

성되며, INPRO를 조정하고 수행하는 주체이다. 산하에 경제성, 안전성, 환경, 폐기물관

리, 핵확산저항성 및 인프라의 6개 분과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국제조정그룹은 

INPRO의 실질적인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정그룹은 IAEA 회원국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활동 및 업무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수시로 개최되는 기술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받게 된다. 

최초에 참여국의 기여금만으로 운 되어오던 INPRO는 2004년부터 IAEA 정규 프

로그램으로 편성되어 국제협력의 추진에 대한 IAEA 지원금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주요활동

INPRO는 2단계(Phase)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1단계는 원자력시스템 기술에 대한 

8)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 프랑스, 독

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모로코, 파키스탄, 러시아, 슬로바키아, 남아

공,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및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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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과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건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2개의 세부
단계 (Track)로 추진되고 있다. 제1단계(Phase 1)의 제1세부단계(Track A)는 원자력시

스템 개념과 접근 방안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선정하고 또한 이를 위한 방법론과 

지침을 개발하며, 사용자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1단계 제2세부단계(Phase 

1B)에서는 제1세부단계에서 설정된 기준과 요건에 따라 도입 가능한 혁신 원자력시스

템 개념들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Phase 1B는 Phase 1A에서 개발된 혁

신 원자력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Case Study를 수행하여 혁신개념의 시스템에 

적용하여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요건, 기준, 권고사항과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보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혁신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각국의 선호

도와 필요한 연구개발항목에 대한 조사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제2단계(Phase II)는 제1단계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INPRO 회원국들의 승

인 하에, 국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연구 분야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제1단계(Phase I)가 완료되었으며, 제2단계(Phase II)를 진행 

중이다. 

 각 세부단계별로 제1단계 제1세부단계(Phase 1A)와 제1단계 제2세부단계(Phase 

1B)가 완료되면서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다. 2001년 5월 제1차 운 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1～2회 정도의 운 위원회와 수회의 분야별 기술전문가자문회의가 개최되

고 있고,  2006년 말까지 10차의 운 위원회를 개최하 다. 

2006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6월에 혁신원자력시스템의 평가방법

론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한 1단계(Phase 1)를 종료하 고, 2006년 7월  2단계(Phase 2)

에 착수하 다. 주요회의로는 2006년 7월 10～11일의 9차 운 위원회와 2006년 12월 

7～8일간 10차 운 위원회가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1) 제9차 운 위원회

2006년 7월 10～11일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9차 INPRO 운 위원회는  22개 회

원국, 5개 옵서버 및 국제기구, IAEA 직원 등 50여명 참가하 다. 2006년 일본과 슬로

바키아가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은 26개(25개 국가 및 EC)가 되었다. 이 회의는 5년간의 

Phase 1(1A : 2001～2003.6, 1B 1st Part : 2003.7～2004.12, 1B 2nd Part : 2005.1～
2006.6)을 마치고 이번 회의부터 Phase 2에 들어가는 회의로 Phase 1의 마무리하고 

Phase2에 대한 기본지침(TOR)을 채택하 다.

Phase 1B Part 1에서 평가방법론의 검증을 위하여 회원국의 개별적 연구로 추진되

었던 Case Study를 마치고, Phase 1B Part 2의 일부로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공동 

연구는 “재순환핵연료주기와 고속로” 개념에 대한 방법론 적용 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러시아의 주도로 한국,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의 6개국이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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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udy의 목적은 21세기의 지속적인 에너지공급원으로서 재순환핵연료주기 

고속로(CNFC-FR)에 기초를 둔 혁신원자력시스템(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 

INS)의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환경 향, 폐기물관리, 핵비확산성 등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CNFC-FR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 설정 및 국제공동연구를 조장하는 것이

다.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 평가 절차서(User’s Manual)에 따른 INPRO 방법론 적용성 검증 및 세부적 평

가시의 평가 기능 향상을 위한 평가방법론 개선의 제안

- CNFC-FR인 INS가 공동연구에 참여한 국가의 에너지 수요에 적합하고 향후 

21세기 원자력에너지 수요 창출이 가능한지의 여부

- 참여국의 에너지 부문에 CNFC-FR을 건설하는 초기조건, 최적시간 및 건설율

의 결정 및 건설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R&D 

- 원자력에너지에서의 혁신을 조장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간 및 국가 간  공동 

협력 활동, 핵연료 공급과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조장할 수 있도록 

한정된 다국가간 및 지역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 CNFC-FR 참여국들간의 과학 기술 공동협력을 계속하기 위한 체제 및 방향

운 위원회는 Phase2에 대한 기본지침(TOR)의 채택하 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목적: 지속개발을 위한 안전하고, 경쟁력있고, 환경친화적이며, 핵비확산성 혁

신 원자력시스템의 개발과 실전배치를 용이하게 함. 

2) 재원: IAEA 정규예산 및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Extra budgetary 

Contribution)

3) 회원자격: IAEA 모든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대해 공개되어 있으며, 다음의 조

건을 부여함. 

    · 직접 재원 기여

    · CFE 파견

    · Assessment Study 이행 또는 

    · 협동 프로젝트 참여

4) 일정: 2006년 중반부터 매 18내지 24개월의 주요 활동계획(Action Plan)을 이

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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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2006년도 중반부터 2007년 말까지의 Phase 2의 활동계획(Action Plan)

은 2006년 4월 특별회의(Ad hoc Meeting)에서 발표되었으며 3개 기본활동 방향과 8개

의 주요 과제로 되어 있고, 아래와 같다. 

○ 3개 기본활동 방향
  - 방법론 (Methodology) 관련 활동

  - 제도/조직(Institutional/Infrastructure) 관련 활동

  - 협동 과제(Collaborative Project)관련 활동

○ 8개 주요 과제
 Task 1. Assessment of INS using methodology

 Task 2. Updating and further development of INPRO methodology

 Task 3. Vision 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large-scale nuclear energy 

development

 Task 4. Infrastructure needs and support framework for INS development 

and deployment

 Task 5. Identification for R&D needs in the area of institutional issues, 

technical issues of innovative reactor and fuel cycle technologies

 Task 6. Forum for collaborative RD&D

 Task 7. Enhanc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Task 8. Steering Committee

위 8개 주요 과제 중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 Task 1, 2,와 8이 우선순위 1순위, 

Task 4와 6이 2순위, task 3, 5 및 7이 3순위로 잠정 결정되었고, 8개의 주요 과제에는 

약 180만 US $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여기에 CFE비용은 포함되지 않다. 회

원국은 우선순위에 따라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기로 제안하여 8월 15일까지 각 

회원국들은 우선순위를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하 다.

(2) 제10차 운 위원회

 2006년 12월 7～8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개최된 운 위원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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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회원국, 5개 옵서버 및 국제기구, IAEA 직원 등 50여명 참가하 다. 9차 운 위

원회 이후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이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은 28(27개 국가 및 EC)개 

국이 되었다. 

9차 운 위원회 이후의 진척사항을 살펴보면, 제50차 IAEA 총회 결의안

(GC(50)/RES/13 B.1)에서 개도국을 위한 중소형로(SMR) 개발을 적극 장려한다는 내용

을 포함한 것과 제9차 운 위원회에서 선정된 Phase 2 활동계획 (Action Plan)은 3개 

기본활동 방향과 8개의 주요과제 중 회원국이 IAEA 협동과제(CRP :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는 17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CRP

는 인도 5개, 러시아 4개, 프랑스 3개, 아르메니아 2개, 한국, 캐나다, 체코 각 1개씩 

접수하 다.

2007년 자발적 기여금(Extra-budgetary Fund)은 45만 US $로 이중 그중 러시아가 

1/2을 분담하 고, Cost Free Experts 6.5 M/Y이다. 참가 회원국의 2006년 활동보고 

및 2007년 계획의 보고에서 참가한 21개국은 각각 자국의 현황을 발표하 으며, 과학

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은 우리나라는 1명의 CFE를 2007/2008년 2년간 파견키로 하고, 

비정규 기여금(Extrabudgetary contribution)을 In-Kind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

고, 1개의 협동과제(CRP)를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운 위원회(SC), 자문회의(CM), 

기술회의(TM) 등에의 참여 가능함을 언급하 다. 

아르메니아, 캐나다, 체코, 프랑스, 인도, 한국 및 러시아 등 7개국들은 자국이 제

출한 협동과제(Collaborative Project Proposal)에 대해 발표를 하 고, 우리나라는 제출 

CRP인 “Acquisition/Diversion pathway analysis for  the assess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including misuse and possible concealment strategies" 내용을 발표하 다. 

운 위는 제출된 17개 CPP에 대해 각각의 주관국가(Lead Country)가 참여 희망국들

과 협의와 조정을 하여 결과를 2007년 3월 말까지 ICG에 제출하기로 하 고, ICG는 

회원국들에게 이를 회람하고 의견을 받아서 11차 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

다.

차기 11차 운 위원회는 2007년 7월 2～4일간 IAEA 본부에서 개최하기로 하 고 

12차 운 위원회는 2007년 12월 3～5일간 개최하기로 하 다. 

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우리나라는 2001년 제2차 운 위원회 이후 전문가(Cost-free Expert)를 한명 파견하

여, 이후 INPRO 활동에 정규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NPRO의 최고 의

사결정기구인 운 위원회에 2002년의 제3차 운 위원회부터 참석하고 있으며 INPRO

의 수행주체인 국제조정그룹의 핵비확산 분과의 ICG를 역임하고 있고,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 방사성폐기물, 평가방법론 등 많은 기술 분야에서 기술자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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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6년 7월부터 진행 중인 Phase 2는 필요한 INS의 해석 지원, R&D 평가 수행 

지원, INPRO 하에서 수행될 구체적 R&D 선정 등의 R&D 관련 활동과 INS 지속적 

개발을 위한 역할의 강화 등 제도/인프라 관련 활동, INPRO 방법론 평가방법의 구체

적 개선에 대한 방법론상의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3가지의 범주에서 계획하고 있다.

당초 INPRO는 Phase 2에서 구체적인 기술개발 항목을 도출하여 공동연구로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Phase 2에서도 방법론, 제도와 조직 등에 관련된 활동이 주가 될 것

이며, CRP를 통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IAEA INPRO에서 평가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수요를 확인하고 의지

를 표명하도록 하기 위한 안내로 평가방법론을 제공하 다. 앞으로 IAEA는 회원국들

의 수요가 사무국의 특별기여금 또는 정규예산에 의한 프로그램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INPRO는 회원국들이 현재의 INS 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INS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필수적인 R&D 주제의 선정, 제도/인프라의 개발 수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기술로 원자력시스템에 접근하는 Gen IV에 비하여 개도국으로의 원자력시스

템의 도입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방안

앞서 기술한 GIF, I-NERI와 INPRO는 미래형원자력시스템 기술의 공동개발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 으나 이의 성격과 전개에서 차별화 되는 점이 있다. 

GIF는 원자력기술선진국의 모임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

로 차세대원자력시스템의 완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기술 주도의 공동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INPRO는 기술 중심의 Gen IV와는 달리 혁신원자력시스템

의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고 회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도/인프라에 관한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I-NERI는 협력 대상인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

로 제한되고 특수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현재 Gen IV는 기술선진국의 공동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세부 연구개발을 추진하되, 

INPRO는 개도국의 원전 도입을 위한 요건과 지침의 개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초

점을 두어 Gen IV의 시스템평가방법론 분야에 INPRO 결과를 활용하는 형식으로 협

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GIF 회원국이 INPRO에 참여하고 있고, INPRO가 IAEA를 중심으

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INPRO를 통하여 선진기술의 세부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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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치중하기 보다는 미래혁신형 원자력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선진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추진에서 우리나라는 다자간의 연구개발분야로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GIF 등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체에서 수행을 하며, I-NERI의 참여시에 

한∙미간 양국의 공동연구에서는 양국 간 특성화되어 기술의 습득이나 향후의 우리나
라의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장기적 방향을 고려하여 연구 주제를 결정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향후의 연구개발 추진 시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환경을 고려한 장

기적 안목의 노형 전략 측면과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비용에서의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한 효율적 공동연구 추진과 원천기술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전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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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GNEP 분석을 통한 국내 대응전략 수립

1. 서론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대한 계산을 바탕으로 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부시대통령은 NPT 미가입국인 인도 방문길에 올라 민수용 핵연료와 기술을 공

급하기 위한 핵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NPT 미가입국과의 핵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미

국 원자력법을 개정해야 하고 45개국으로 구성된 핵공급그룹(NSG)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파키스탄, 이란 및 북한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

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를 추진하

고 있는 배경에는 자국이 처해 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두 가

지 큰 전략적 목표가 깔려 있다. 우선 경제적 목표로 미국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미국 내 원자력 이용 확대 및 해외로의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도모하

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정치 군사적 전략 목표의 일환으로 핵비확산체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상을 짜고 있다. 즉, 미국의 GNEP 구상은 현 상황에 대한 원자력산

업의 부흥과 핵비확산체제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파악할 수 있다.

GNEP 실행 방안의 바탕에는 부시 행정부의 핵확산 방지를 위한 일관적인 정책 

기조가 담겨 있으며, 재처리시설 및 농축시설에 대한 보유 제한을 통해 민감 시설의 

확산 방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외에, UREX+(uranium 

extraction plus) 방법을 중심으로 한 재순환 방법의 개발, 개량연소로(Advanced 

Burner Reactor), 중소형 원자로 개발 등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GNEP 구상은 핵연료 리스 및 반환 등에 따른 핵연료 처리 기술의 보유 포기를 

의미하고 있어 독자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자 하는 일부 국가의 입장에서 받아

들이기 힘든 부분을 담고 있다. 이에 GNEP 프로그램은 기술적,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으며,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 논의 과정

에서 각국의 원자력 기술수준과 국제적인 위상에 따라 GNEP에서 그 역할들이 결정될 

것이며, 이러한 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원자력 산

업 및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설비

가 없는 상태이어서, GNEP 참여 시 향후 핵주기 기술 개발 및 원자력 이용 주권에 

대해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미국은 GNEP 참여가 각국의 판단에 따른 자발적인 것이며, 기존 시장에 향을 

끼치지 않은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제안국(P5+1)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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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능력 및 진

행 중인 연구들을 고려할 때, GNEP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연구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의 구도에 따라 참여할 시 사용후핵연료

의 처리문제 등 독자적인 원자력 개발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GNEP의 이행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GNEP 프로그

램과 국제 동향을 면 히 분석, 관찰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 한 대응책을 수립하

는 것이 필요하다.

2. 미국 GNEP 구상의 내용과 추진 전망

GNEP의 골자는 원전 이용국을 대상으로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보유 여부에 따

라 ‘핵연료 공급국(Fuel Supplier Nations)’과 ‘핵연료 이용국(User Nations)’으로 분류

하여 핵연료 이용국의 민감 시설 보유와 기술이전을 제한하는데 있다. 핵연료 이용국

은 핵연료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사용후핵연료는 공급국에 반환(used fuel take-back) 

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기술 개발과 시설은 핵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핵연료 

공급국에만 설치하는 것이다.

그림 2-8. GNEP의 개념

미국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원으로서 미국 내 원자력 이용 확대 및 해외

로의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치 군사적 전략 목표의 일환으로 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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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체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상을 짜고 있다. 이런 두 가지 거시적 전략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크게 4대 세부 목표와 7대 추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4대 세부 목표는 1) 미국의 화석연료 해외의존도 감소 2) 새로운 핵확산저항성 

기술을 이용한 핵연료 재순환 3) 세계의 청정개발과 경제성장에 기여 4) 핵확산 위험

을 줄이기 위한 최신 기술 활용이다. 7대 추진정책으로는 1) 미국 내 원자력 이용 확

대 2) 핵확산저항성 핵주기 실증 3) 방사성폐기물 발생 최소화 4) 개량연소로

(Advanced Burner Reactor) 개발 5) 신뢰성 있는 핵연료공급체계 구축 6) 소형원자로

의 실증 7) 비확산 세이프가드 강화를 들 수 있다.

가. 미국 내 원자력 이용 확대

미국 정부는 NP 2010 프로그램과 ‘에너지정책법(EPACT 2005)’을 바탕으로 2007년

까지 3곳의 1차 부지를 선정하고, 2010년까지 신규 원전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

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에너지정책법에 서명하면서 “이 법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하는 첫 6개 건설업자에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2010년까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미국의 전력생산 구조를 살펴보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원전은 20%, 천연가스 17%, 수력발전 7%, 석유 및 기타 에너지

원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미 에너지 정보국 2003년 자료). 미 에너지정보국은  

2030년 345 GW 규모의 추가 전력생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원의 다양성과 에너지 안보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와 규모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은 1970년대 이래 단 한 

기의 원자력발전소도 새로 건설하지 않아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20%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

미국 정부는 NP(Nuclear Power) 2010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Standby Support 프로그램) 2005년 발효된 ‘에너지정책법(EPACT 2005)’을 바탕으

로 전력생산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NP 2010 프로그램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과 신규 

원자력 발전소 표준 설계를 개발하고 상업화하며,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0년

을 목표로 마련한 민관 공동 신규 원전 개발 촉진 프로그램이다. 에너지정책법의 ‘원

자력 발전소 지연에 따른 예비 지원책(Standby Support for Certain Nuclear Plant 

Delays)’ 조항은 규제 혹은 소송으로 인하여 예정된 원전 완전 가동 시기가 지연될 경

우 정부 차원의 손실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COL(건설/운  동시허가)을 받고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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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첫 번째 2개 원자로에 대해서는 최고 5억 달러까지 지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다음 4개 원자로에 대해서는 50%인 2억 5천만 달러의 지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

기에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자나 사업자가 안게 되는 리스크를 정부가 떠

안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한 정책적 의미가 담겨 있다. 

나. 핵확산저항성 재순환 핵주기 실증

‘핵확산저항성 재순환 핵주기 실증’과 관련한 설비 건설에 대한 계획은 다음과 같

다. ASL(Advanced Simulation Laboratory)은 2008년 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ASL을 통한 컴퓨터시뮬레이션은 AFCF(Advanced Fuel Cycle Facility)를 2010년까지 설

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SD(Engineering-Scale Demonstration) 재순환 플랜트는 2011년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후 최초의 AFCF가 2016년에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GNEP는 구상하고 있다. ESD 가동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료 재순환은 상업적 수준

의 재순환 플랜트 가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GNEP는 연간 2천 메트릭 톤 규모의 

사용후 연료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미국 내 운 되고 있는 103기의 원자력발전

소에서 연간 배출되는 사용후 연료 전체의 규모와 맞먹는다. 미국은 이들 재순환 핵주

기 시설 개발을 연료공급국들과 함께 협력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Once-through 핵연료 주기에서 순수한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을 포함하는 핵연료 주기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핵확산 저

항성 및 자원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구처분장에 저장해야 할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에 GNEP에서는 UREX+(uranium extraction plus)

를 중심으로 재순환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UREX+ 공정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순도 높은 우라늄을 분리한 후 재농축을 통해 재순환을 시키거나 저준위 

폐기물로서 단순히 폐기 또는 저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장주기 핵분열 생성물을 분

리하여 구처분장에 처분하고 Cs나 Sr과 같이 방사성 독성이 강한 핵분열 생성물을 

분리하여 저준위 폐기물로서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임시저장시설에서 냉각시킨 후 

처분할 수 있다.

GNEP의 초기 개념에서는 단기적으로 UREX+ 공정을 통해서 Pu/Np을 분리하여 

기존 경수로에 재활용하되 궁극적으로는 TRU(초우라늄 원소)를 함께 고속로에 재순환

시켜 소멸시키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UREX+ 공정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핵확산 우려

가 높다는 목소리가 있어 UREX+ 공정의 중간단계에 있는 Pu/Np의 분리를 배제하고 

핵확산 저항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TRU를 함께 회수하여 ABR에 소멸시키는 개념으로 

변경되었다.

미국은 ‘공학적 규모 실증(ESD, Engineering-Scale Demonstration)'을 통해 순수한 



- 72 -

플루토늄을 추출해 내지 않으면서, 사용후 연료를 폐기할 부분과 재사용 가능한 부분

으로 비용-효율적으로 분리해 내는 기술을 실증해 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비용

과 효율성 등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비 설계 및 운 에 반 하기 위함이다. 

GNEP는 또한 다목적용 연구개발 실험실인 ‘첨단 연료 사이클 설비(AFCF, Advanced 

Fuel Cycle Facility)’를 건설해 연료 주기에 대한 실험을 실시할 것이다. AFCF는 개량

연소로(ABR, Advanced burner Reactor)에 투입될 연료 제조 및 평가에 사용된다. 

ASL(Advanced Simulation Laboratory)은 저비용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림 2-9. GNEP의 핵확산저항성 핵주기

다. 방사성폐기물 발생 최소화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현재 미 전역 126개소에 분산 저장되어 임시 관리

되고 있다. 2002년 7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통해 미 에너지성(DOE)은 고준위 방사

성 폐기물 구 폐기장 건설 검토에 들어갔다. 네바다 주 사막 지대에 민간지역과 고

립되어 있는 정부 소유의 유카 마운틴 부지가 후보지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미 

에너지성 산하 '민간 방사성 폐기물 관리처(OCRWM)'는 2006년 2월 17일 유카 마운틴

의 지질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지하침투율 등 방폐장으로으로서의 기술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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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2002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로 확정된 유카 마운틴은 현재 법적인 용량을 감

안하 을 때 2011년경이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미국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경우 2100년까지 유카산 처분장과 동일한 용량의 처분장이 많게는 20개가 필

요하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미국은 GNEP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추가 확보 부담을 지연시킬 예정이다. 또한 고

준의 폐기물 감소로 유카마운틴 처분장은 미국의 원전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모든 

사용후핵연료의 수용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GNEP은 원자력 발전에서 부산물로 발

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

써, 단 한 곳의 처분장만으로 지하 폐기장을 유지하며 추가 처분장 건설이 필요 없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GNEP 기술을 통해 사용후 연료에 포함되

어 있는 초우라늄 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ABR에서 연료로 사용하면서 재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량의 핵분열생성물만 추출되어 폐기장으로 옮겨진다. GENP이 핵

물질 폐기에 있어 가져다주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폐기물의 양

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둘째, 폐열 발생량을 줄여 열효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원의 손

실을 줄이며 셋째, ‘장반감기 핵종’을 ABR에서 재연소함으로써 단반감기 핵종만을 폐

기처분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림 2-10. 유카 마운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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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량연소로 개발

GNE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ABR에서 초우라늄 연료의 연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개량 실험 연소로

(ABTR, Advanced Burner Test Reactor)'를 통해 효율적으로 초우라늄 원소들을 연소시

킬 수 있는 지와 안정성을 설펴 보아야 한다. ABTR은 2014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

며, 현재 상용 중인 원자로의 약 10분의 1의 크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ABR 표

준 원자력발전소(ABR Standard Plant)를 2023년 경 시험 가동할 계획이다. ABR 표준원

전은 현재 사용되는 원자로의 크기와 비슷할 것이다. 미국은 표준원전에 대한 성공적

인 가동을 마치면 바로 ABR의 대량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국은 재순환 능력 개발의 주요 요소로서 신형 소멸로 또는 고속로 개발을 계획

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양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 처분에 따른 환경친화성을 증대

시키며, 재순환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Once-through 핵연료 주기에서 고속로를 통해 사용후핵연

료의 재순환을 이용하는 핵연료주기로 전환하고 있다. UREX+를 통해 핵분열 생성물

로부터 분리된 TRU를 연료로 가공하여 재순환 및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에너지 중성자를 핵분열에 이용하는 고속로가 현실

적으로 유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ABR은 일종의 고속로로서 초우라늄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속

로의 의미는 핵연료에서 방출되는 고속중성자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연쇄반응에 사

용하는 형식이다. 고속중성자는 열중성자와는 달리 U-235나 Pu-239 등의 핵분열 물질 

말고도 모든 초우라늄 원소를 분열시킬 수 있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ABR은 경수로의 사용후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초우라늄의 장반감기 핵종을 단 반감

기 핵종으로 변환시키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원자로 발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 세계 원자로는 열중성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

리고 그 중의 대다수는 경수로이므로 경수로와 ABR은 연료주기 사이클 과정에서 서

로 상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큰 매력이 있다(경수로에서 생산된 TRU를 ABR에

서 연료로 사용하여 소멸시킴). 미국은 자국이 이미 상당한 투자를 통해 확보하고 있

는 고속로에 대한 기술력이 협력국들과 함께 ABR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ABR을 설계하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운 상의 안전성과 핵확산 저항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통합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ABR 표준 설비 설계 과정에

서부터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며, 미국 내 상용



- 75 -

화될 ABR은 NRC 인허가를 거치게 할 방침이다.

마. 신뢰성 있는 핵연료 공급체계 구축

미국은 일명 ‘핵연료 은행(fuel bank)’을 구상하며 공급 국가들이 이용국들에게 지원

할 안정적 공급 연료 비축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저농축으로 희석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17.4톤의 고농축 우라늄 지원을 약속하 다. GNEP가 구상하는 ABR 및 재순

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임시로 

GNEP 구상에 부합하는 핵연료 공급 체계를 미리 갖춰 나가려 하는 것이다.

GNEP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국제핵연료 서비스 컨소시

움’을 구성하여 핵연료 이용국에게 핵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핵연료 이용국은 핵연

료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공급국에게 반환한다. 공급국들은 반환된 사용후핵연료를 재

순환 한 다음 연소로에서 연소시킨다. 이 방안은 기존 농축·재처리 시설 비보유 국가

들의 시설보유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핵확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신규시설 건설

에 따른 비용 투자를 피할 수 있고, 핵연료 공급을 보장받음으로써 정치적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국들이 정치적 부담이 큰 고비용 재처리를 완전 포기하고 핵비확산 체

제에 편입을 자청하게 하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핵연료 공급 및 회수에 대한 일

관성 있는 보증이 담보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용국들에게 크게 다음의 4가지 확실성을 

보장을 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 첫째는 정치적 확실성이다. 농축과 재처

리 포기 원칙만 지킨다면 정치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하겠다

는 것이다. 둘째는 핵연료 공급 물량의 확실성이다. 항상 제공 가능한 핵연료 재고를 

비축해 놓으면서 이용국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공급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는 경제적 확실성이다. 합리적인 핵연료 공급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이용국들이 경제적

인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사용후 연료 회수에 대한 확실성이

다. 재순환 기술이 실증된 다음 사용후 연료를 합의된 원칙대로 회수해 간다는 보장이

다. 이런 4가지 확실성 부여는 핵연료 주기 수립의 비용, 안전, 관리 부담 등 모든 위

험부담을 공급국가들이 지면서 이용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 국제원자력산업

의 판도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핵연료 공급 프로그램은 미국이 기존의 재처리 금지정책으로부터 

재처리를 재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재처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핵연료 공급 프로그램은 

미국이 완성된 핵주기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연합하여 GNEP에 참여하고, 농축과 재

처리를 포기한 국가들에게 안정적으로 원자로에 들어갈 연료를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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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려는 국가가 생기는 것을 근원

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핵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농축기술과 재순환을 하기 위한 플루토늄 

분리기술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 생산에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

다. 핵연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용후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우라늄을 농

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민수용 핵연료 생산 과정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순도만 높

인다면 군사용인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이기에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둘러싼 논란을 들 수 있다. 이란의 경우 NPT 

회원국(1970년 가입)으로서 IAEA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란은 NPT나 IAEA 

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적이 없고, 자국의 핵프로그램은 오직 NPT에 규정되어 있는 

평화적 에너지 활용 목적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서방세계는 이란의 의도를 액

면 그대로 받아들이고만 있지 않다. 이미 이란의 핵개발 야욕을 의심해 안보리에 회부

해 놓은 상태다.

바. 소형원자로의 실증

현재 GNEP가 구상하는 이상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원자로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 다. GNEP는 원전 선진국들과 관련 연구개발, 설계, 표준 설정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GNEP는 기본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소형 원자로의 실증로 및 시설 개발을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증가하는 전력수요와 소규모 전력시장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운전하기 쉬우며 핵확

산 저항성이 증가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이 이 전략의 초점이다. GNEP에서는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설계 인허가를 가속화하고 운전할 

수 있는 실증로의 배치를 위하여 국제파트너십을 추구하고자 한다. 

소형원자로는 특히,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

는 개도국에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송배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소규모인 경우, 대형인 1,000 MWe급 원자로는 수용하기 힘들다. 이에 GNEP에서는 기

술적 인프라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전력 시장을 위하여 소형원자로를 

구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적 실증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 소형 원자로에 있어서도 경제성과 핵확산 저항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다. 이를 위하여 원자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연료를 재충전 할 필요 없는 원자로를 개

발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IAEA 등 국제감시기구가 무인 원격 시스템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테러나 군사공격에 견딜 만한 물리적 내

구성과 50～350 MWe 급의 소형 표준 원자로가 구상되고 있다. 이들 비확산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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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갖춘 저가의 소형 원자로는 지역난방이나, 식수 생산 등 다목적용으로 건

설될 수 있다.

사. 핵비확산 세이프가드 강화

미국은 핵비확산 통합 세이프가드 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IAEA 및 GNEP 참여국들

과 적극 기술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세이프가드 보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IAEA 감시단에게도 핵물질 추적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GNEP는 IAEA와 적극적으로 세이프가드 기술을 공유할 것이며, 연료 주기 및 ABR 개

발 등 모든 GNEP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 통합 세이프가드 체제는 분리할 수 없는 일

부로서 함께 고려될 것이다.

미국은 IAEA 및 GNEP 협력국가와 핵비확산 세이프가드 기술 및 통합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력할 예정이다. 핵비확산 세이프가드 체제 개발을 위하여 GNEP에

서는 세이프가드 적용이 용이하도록 재순환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세이프가드 조치들

이 반 되도록 하려 한다. 

핵비확산 세이프가드란 핵물질 관리, 기술 통제, 핵물질과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투명성, 국제협약 준수 검증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이프가드를 통하여 

핵기술과 핵물질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핵비확산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GNEP는 새 

원자로와 연료주기 설비 기획과 설계, 건설 단계에서부터 세이프가드 체제를 통합함으

로써 핵비확산체제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IAEA의 감시기능의 효율

성을 높이고 핵물질 투명성을 제고하려 하는 것이다. 핵물질 전용이나 핵시설 변경시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GNEP의 기본 방침이다.

GNEP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 국제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첫째, 핵연료 재순

환 설비, ABR 및 관련 핵물질 저장·수송에 있어 핵비확산 세이프가드 시스템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합시킨다. 둘째, 신뢰성이 높은 무인 원격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지능

형 정보 수집･관리･분석 체계를 갖추며, 차세대 비파괴 검사 및 감시용 센서 기술을 

개발한다. 셋째, 원격 측정, 환경 샘플링, 법의학적 인증 기술 등 핵물질 추적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넷째, 실험 및 실증을 위한 국제 설비를 갖춘다. 다섯째, 핵물질 보안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수립한다.

3. GNEP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향

가.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GNEP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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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2～2006)은 ‘핵연료 및 핵연료주기 기술의 자립’ 부

문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하 다. 첫째, 우라늄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국적 공급원 확보 및 적정 수준의 비축 연료를 보유한다. 둘째, 핵연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은 핵연료를 개발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핵연료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연료 개발한다. 넷째, 원자로기술과 연계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

기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고준위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추구한다. 다섯째, 비용편익

성과 상용가능성을 포함한 기술의 정책적 수요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대한 추진 과제로 단기적으로 2006년까지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표준원전용 개량형 핵연료 개발과 상용화 및 연소도가 높은 신형 핵연료 개발

을 추진하고, 국내 핵연료 부품 산업 육성을 계획하 다. 또한 실험실 규모의 경·중수

로 연계 핵연료 요소기술 개발을 추진하 다. 2007～2015년을 내다본 중장기적 과제로

는 독자 기술소유권을 보유한 세계 최고수준의 경수로형 신형 핵연료 설계·제조능력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

립하 다. 이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핵연료 주기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수요를 충당할 

뿐 아니라 해외 수출 시장을 공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전체적인 골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GNEP 계획의 7대 

추진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GNEP 구상 하에서는 국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핵연료 공급국가와 이용국가로 나뉘어, 독자적인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보다는 파트너

십을 통한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공급국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차후 독자적 핵연료 주기 개발 능력에는 한계에 부딪힐 위험이 높다. 폐쇄

형 핵연료 주기 수립과 ABR 및 소형원자로 개발 등 엄청난 비용과 기술력이 소요되

는 차세대 핵연료주기 개발에 있어 독자적 기술력과 재원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이루어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

급국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DUPIC 핵연료 제조 및 성능평가와 실험실 규모의 

Pyro-processing 핵심 공정 장치 개발을 통하여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반 기술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나. 국내 핵연료 산업에 미치는 향

미국이 제안한 GNEP에서의 핵연료 공급은 공급국이 사용국에 대여하는 형태로, 

사용후 연료는 공급국이 회수하여 재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급국이 어떤 

형태의 핵연료를 공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진 바가 없다. GNEP이 현실화

되고 우리나라가 사용국으로 분류된다면 공급국이 대여하는 핵연료의 형태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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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핵연료 산업에 미치는 향은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우선 핵연료 최종형태인 집합체 및 다발로 공급받게 된다면 국내 핵연료 제조시설

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필요한 핵연료를 전량 외부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량 생산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가격 경쟁력도 상실된다. 그러나 완성품 형태의 핵연료 공급은 

그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유가 급등과 기후협약 등의 문제로 원자력

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중국, 인도 등 신흥에너지 소비대국이 대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일부 공급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사용국의 핵연료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핵연료 

제조시설을 보유하 으나 사용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한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반발도 클 것이기 때문에 실제 GNEP 하에서 공급국이 핵연료집합체를 제조하여 공급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UO2 분말 형태의 공급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농축 

UO2 분말을 공급국으로부터 대여 받는다는 것은 현재 KNFC(한국핵연료주식회사)에 

설치된 재변환 시설의 운 중단을 의미한다. 재변환을 국내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 핵

연료의 가격상승은 물론 핵연료 수급에 향을 미쳐 에너지 안보에도 악 향을 끼치

게 된다. 그러나 재변환 시설은 GNEP에서 목표로 하는 핵확산시설과는 큰 연관성이 

없어 공급국만이 운 해야 할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농축 UO2 분말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축 UF6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공급형태이다. 현재

도 우리나라는 농축 UF6를 공급받아 핵연료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핵연료 수

급 및 공급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지금까지 국내 업체에서 수

행해 온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농축공정까지의 업체 선정을 외국 업체에 일임하게 되

어 이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및 수급 불안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핵연료 공

급체제에서도 공급국으로 거론되는 일부 국가가 농축공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

급국에 의해서만 농축 UF6가 공급되더라도 현행 체제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을 것

이다.

다. 원자력 연구개발에 미치는 향

GNEP에서 제안한 ABR과 중소형원자로는 민감 기술의 확산 방지 및 Pu 확산 위

험성 제거라는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해 준비된 도구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

발 중인 액체금속로 KALIMER의 경우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 연소로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형원자로 SMART는 GNEP에서 제시한 중소형원자로 개념에 현

재까지 가장 잘 부합하는 노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2006년 5월 27차 JSCNEC에



- 80 -

서 ABR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하 고,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소 전문가가 ANL에 파

견되어 공동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노형의 개발부터 인증, 최초 제작, 설치까

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미국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자로 설계능력을 보유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그 

경험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GNEP 참여시, 

그 위상이 단순 사용국으로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GNEP의 새로운 노형

에 우리나라의 KALIMER와 SMART가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GNEP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 중 핵주기 분야에 가장 많은 향을 줄 것으로 판

단된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핵주기 관련 연구과제 중 사용후 핵연료 재사용과 관련이 

있는 분야는 DUPIC 및 Pyro-processing이다. DUPIC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경제성 

및 그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GNEP에 따른 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Pyro-processing은 GNEP에서 제안하고 있는 재순환 공정으로 

UREX+와 함께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Pyro-processing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

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기술은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모든 프로그램이 

이행되어 왔으며, 2006년 2월 GNEP 프로그램 발표 이후 정부 간 협상에서도 

Pyro-processing 분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GNEP 발표 시 

초기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우리의 사용후핵연료 재순환과 관련된 기존 연구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GNEP 대응방안

가. 핵연료공급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

우리나라의 핵연료 관련 전략적 목표는 핵연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원자

력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며 원자력 수출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핵연료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및 독성을 저감시키면서 지속 가

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핵확산 저항성이 증진된 핵연료주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한국은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원자력 기술 수준, 

S/W 및 H/W 모두를 포함한 연구개발 수준은 공급국그룹 지위 부여가 가능하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사실 미국 에너지성(DOE)은 한국이 GNEP 공급국에서 제외되

는 것은 한국의 원전업계에서의 현 위상을 공정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

고 있다. 한･미간 원자력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국제원자력사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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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해 왔다.

기술 수준에 있어서도 공급국 지위를 부여받을 만한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우리나라는 제4세대 원전 국제공동 프로젝트인 Gen IV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으

며, GNEP와 직접 연계된 SFR 개발에도 참여해 왔다. 우리나라는 중장기 원자력연구

개발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며, GNEP에서 추진될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IAEA에서도 기술 공여국으로서 INPRO에 주도적인 참여를 하고 있

으며, 선진국간 원자력 공동 연구와 정보교환을 주도하는 OECD/NEA 회원국으로 참

여하고 있다. 세계 원전규모 6위국으로서 핵연료 및 원전, 연구로 등 원자력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계 22개국과 원자력 협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국, 프랑스 등 9개국과 원자력협력공동위를 개최하고 있다.

나. GNEP 구성 핵연료공급국 참여 전략

미국은 국무성과 에너지부가 포함된 특별팀을 운 하며 GNEP 구상을 자국과 세

계에 전파시키려는 전략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내년 예산으로 2억5천만

불을 책정한 것을 시작으로 GNEP 초기 추진 계획을 세우며 행정부 차원의 강한 실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GNEP이 구체화되어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구상 단계에서

부터 우리가 핵연료공급국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개발 정책 및 국제협력 측면, 정치 외교적 측면 등 기술과 외교가 함께 동원되어

야 한다.

우선 기술적 차원에서 볼 때 GNEP의 추진정책과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 및 추

진 방안은 아래와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GNEP의 두 번째 정책 목표인 핵확산 저

항성 재순환핵연료주기실증에 있어서 UREX+와 Pyro-processing이 기존의 PUREX 방

식을 대체할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실험실 규모의 Pyro-processing 핵

심 공정 장치 개발을 통하여 성능검증 시험을 수행하고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반 

기술을 확보하 다. 따라서 중복되는 투자보다는 기 구축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GNEP 구상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SMART 원자

로 개발에 있어서도 미국의 IRIS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

량 연소로(ABR)에 있어서도 Gen IV의 KALIMER 같은 우리의 기술력을 발판으로 연

료공급국과 함께 공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KALIMER 기술과 GNEP 개발기술은 유사하므로 Gen IV 공동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GNEP 핵연료공급국 자격 요건 접근이 가능하다. KALIMER 및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I-NERI와 연구소간 협력 강화 등 한·미간 기술협력을 점차 확대 강

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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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GNEP 추진정책과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

GNEP 추진정책  참여가능성  추진 방안

 1. 미국내 원자력이용확대 ㅇ관련 없음 ㅇ 해당 없음
 2. 핵확산 저항성
   재순환핵연료주기실증 ㅇUREX+ : 참여 안함

ㅇpyro-processing
  : 참여 가능

ㅇ 해당 없음

 3. 방사성 폐기물 발생최소화
ㅇpyro-processing 실증 공동 
  개발

 4. 개량 연소로 개발 ㅇ 참여 가능 ㅇKALIMER 실증
  - GIF의 SFR 참여

 5. 신뢰성있는 핵연료
   공급체제 구축

ㅇ핵연료공급 및 반환 
  S/F 관리 : 검토 필요 

ㅇ검토 필요
  -반환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관리 등 

 6. 소형 원자로 실증 ㅇ 참여 가능 ㅇSMART 실증
  - 미국IRIS와 협력 등

 7. 비확산 세이프가드 강화 ㅇ 참여가능 ㅇ공동개발 참여

외교적으로는 GNEP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NPT 가입국으로서 안전조치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핵비확

산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대해 평화적 이용권리 원칙이 훼손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GNE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세

계 원자력 계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한 대가 및 지위를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캐나다, 호주 등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중간 그룹의 국가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발언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국무성과 DOE가 함께 특별팀을 구성하여 GNEP를 추진하고 있으므

로 우리도 외교부와 협조하여 미국의 진의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GNEP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GNEP에 대한 관련국의 대응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국과 일본 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 등이 어떠한 자세를 보

이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외 전문가회의를 통해 정보수집과 교환 및 논

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GNEP 핵연료 공급 파트너로서 참여를 협의할 한국대표단을 2006년 2월 

중 파견할 것을 요청하는 등, 한국의 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파트너십 동참 논

의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GENP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참여 형태를 

협력대상국들과 논의할 것이다. GIF와 한국의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과 GNEP의 연계, 

‘국제 핵연료 서비스 컨소시엄’ 지분 참여, GNEP와 연계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추진 등이 논의 의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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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공급국과 사용국으로 양분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NPT 협상 초기단계에서 핵보유국과 비 보유국으로 분류하여 고착화된 것처

럼, GNEP은 제2의 NPT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최근 NPT 평가

회의와 NSG에서 공급국의 분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GIF, 

IAEA, OECD/NEA 등 국제원자력계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동안 

협력적이고 신뢰성 있는 한·미 원자력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GNEP에서도 이러한 

한미관계의 유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GNEP의 공급국으로 예상되는 국가와의 협

력방안과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국가들의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준비

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용국으로 분류되면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농축서비스의 경우 미국의 과거 사례에서 볼 때 독점적인 지위에서 농축가격을 좌지

우지 하 다. 다른 국가에서 농축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런 일방적 가격 정책은 사라

졌다. 마찬가지로 GNEP 구상에 의거한 연료 수급도 이용국으로 분류될 경우 공급국

들의 일방적인 가격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5. 결론 및 건의사항

GNEP는 NPT와 같이 기득권을 보유한 국가에게만 농축·재처리 활동을 허용하려

는 미국의 정책으로 제2의 NPT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핵주기의 경제성을 확보하더라

도 이용국이 핵연료 공급국으로 진입하며 위상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GNEP 구상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향후 원전 이용의 확대와 에너지 안보 측면을 고려할 때 핵연료 공급국가에 참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기술협력 뿐 아니라 전방위 외교 노력이 요망된

다. 여기서 핵연료 공급국가란 반드시 농축･재처리 시설을 자국에 갖추고 있는 국가일 
필요는 없다. 핵연료 공급국가 컨소시엄 구성과 참여 파트너국의 지위와 형식은 

GNEP 차원에서 따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2월 발효

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의거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도 맞물려 있다. 그러나 핵연료 공급

국가에 참여하여 공급 국가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공유하

며, 해외수출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은 국익 수호에 필수적이다. 컨소시엄 참여 지위나 

형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한 원천 기술력과 외교력을 바탕으

로 얼마든지 우리가 처한 실정에 맞게 협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유 외에

도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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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GNEP에 의해 세계 원전 산업의 새 판이 짜지고, 새로운 방향이 

설정됨에 있어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들이 바로 핵연료 공급국가들이다. 이들이 개량 

연소로(ABR)등 핵확산저항성이 대폭 강화된 신기술이 통합된 첨단 원자로를 개발하게 

된다. CDMA 등 디지털 기술에서도 경험했듯이, 새로운 표준과 트렌드(trend)를 설정

하는 선두 국가군이 있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이를 종속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위

치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술력의 간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간다. 국가

간에도 불과 수년 만에 좁힐 수 없는 Digital Divide가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세기 말 목도한 바 있다. 새로운 기술이 태동하는 원전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상황

이 재현될 수 있다.

연료공급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용국으로 구분될 경우, 첫째, 핵연료 공급의 불확

실성이 늘어 에너지 안보가 약화되고, 둘째, 첨단 원자력 기술개발 제한이나 기술종속

이 우려되며, 셋째, 해외 시장개척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와대 NSC, 외교부, 과기부, 산자부, 국정원 등 범 국가 차원에서 부처 간의 협력체

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 정책과 연구개발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보여

주어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다. 좋은 예가 KAERI-10 프로

젝트가 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원자력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획

기적으로 제고하여, 국제사회의 인정 하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원자력기술을 10년 내

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 프로그램의 국제적인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과 IAEA는 가장 중요한 설득 대상이다. 미국과는 우호적인 교류

를 지속하고, 원자력 핵심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핵확산저항성 연료

주기를 공동 연구하고, 테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원자력 방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강화해야 한다. IAEA에는 자발적 기여금을 확대함으로써 원자력 민간 외교역량을 강

화할 수 있다.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미국 학생을 지원하고, 중국 

및 동남아 국가 학생의 국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인적 교류에 힘쓰

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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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자력 R&D 혁신전략 개발
제 1 절  신에너지 기술의 환경 향 및 기여도 평가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고갈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환경성이 중요한 이슈이다. 에너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더욱 중대

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원자력 연구개발에 있어 올바른 기술정책 수립을 위

해서는 원자력기술 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을 아

우르는 지속가능성 측면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점은 장려하고 

단점은 개선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 중 환경측면에서 중요한 

청정에너지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풍력발전기술의 환경 향을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nalysis)를 통해 분석하고, 원자력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 1차공약기간이 끝나

는 2012년까지 전력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능력을 평가토록 한다.

1. 국내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과 풍력발전 전망

가.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에 있어 풍력발전

2002년 수립된「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
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2006년도에 3%, 

2011년에 5%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이러한 계획의 수행으로 2006년 판「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우
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을 보면 2005년도 229,334 ktoe의 1차 에너지 생산량 대

비 4,879 ktoe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기록하여 2.13%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은 예상보다 저조한 이러한 실적은 최근 1차 에너지 생산증가율은 3% 미만인 데 비해 

신재생에너지생산 증가율은 13%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체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된다면 당초 보급목표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9)  

그러나 전력분야에서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006년까지 1.1%, 2011년까지 7% 

비중의10)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큰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발전량에

9) 이러한 성과의 달성을 질적으로 살펴보면 청정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미약

하고 폐가스와 산업폐기물 등의 연소에서 얻은 폐기물의 기여가 75%를 상회하여 개선

이 필요함. 

10) 대수력 제외한 경우의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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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비중은 2003년 1.59%를 최고치로 이후 줄어들어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1.33%와 1.08%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이 같은 실적도 2003년, 2004

년, 2005년에 각각 94%, 92%, 88%의 비중을 차지하는 10 MW 이상 용량의 대수력 발

전소를 포함한 실적이다.11) 

2003년 수립된「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 분야 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 확대를 기하되, 특히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발

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 이중 특히 풍력발전기는 풍력발전이 청정성, 발전소 건

설기간의 단기성, 소규모 단위로 지형조건과 전기수요에 대한 적응력이 크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서는 2011년까지 보급목표가 달성될 경우, 신재생에

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용량은 총 490만 kW로 전망되고 있으며, 설비 이용률을 감안

할 때 이는 1,000 MW급 원자력발전소 2기를 대체할 수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3-1. 총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계획과 비중

(단위 : GWh)

분  야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태양광 8.3 15.5 39.1 87.6 158.2 261.6 409.9 767.0 1,365.0 1,793.0

풍  력 52.6 153.3 273.8 503.7 919.8 1,445.4 2,606.1 3,525.9 5,245.7 6,639.1

소수력 202.2 223.9 247.6 444.6 681.2 917.7 1,193.6 1,469.5 1,785.9 2,139.7

IGCC 79.2 79.2 79.2 2,138.4 4,356.0 6,336.0

LFG 616.3 1,232.6 1,848.8 2,465.1 3,081.4 3,383.7 3,697.7 4,000.0 4,313.9 4,616.3

연료전지 0.8 0.6 4.6 12.6 42.2 175.4 894.3 1,710.9 2,621.7

해  양 3.0 3.0 573.0 573.0 843.0 1,726.0 1,726.0

소  계 879.4 1,626.1 2,409.9 3,508.6 4,935.4 6,702.8 8,734.9 13,638.0 20,503.0 25,871.0

총발전량 288,594 299,981 311,051 321,179 330,452 339,452 347,673 355,321 362,924 369,973

총발전량 
비중(%)

0.3 0.5 0.8 1.1 1.5 2.0 2.5 3.9 5.6 7.0

대수력 4,264 4,271 4,268 4,327 4,233 4,363 4,435 4,644 4,851 5,067

총  계 5,143.4 5,897.1 6,677.9 7,835.6 9,168.4 11,065.8 13,169.9 18,282.0 25,354.0 30,938.0

총발전량  

비중(%)
1.8 2.0 2.1 2.4 2.8 3.3 3.8 5.2 7.0 8.4

 1) IGCC : Integrated Gasfication Combined Cycle (가스화복합발전)

 2) LFG  : Land Fill Gas (매립지가스)

 3) 총발전량 :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8)

11) 2004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대용량 수력을 신재생에너

지원으로 취급하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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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력발전 전망

당초계획에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수준, 시장잠재력 등을 고려하

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3대 중점기술개발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이들 기술의 기

술별 개발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3-2. 3대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기술개발 목표

 

태양광
 o 3 kW급 주택용 발전시스템 개발

   - 반도체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육성

풍  력
 o 750 kW급 풍력발전기 개발

   - 국산개발로 대체에너지전원 보급

연료전지

 o 250 kW급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개발

   - 요소기술개발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o 3 kW급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개발

   - 도시지역의 주택용 분산형 대체에너지 전원 보급

풍력발전기술의 개발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보급을 병행하는 프로젝트형 기

술개발 프로그램 추진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형급 750 kW급과 대형

급 1,500 kW급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상용화하고, 초대형 용량인 3,000 kW급 기술개발

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 풍력발전 산업은 보급과 기술개발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 발전업체의 

주장은 우선 보급이 이루어지면 기술개발은 자연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술

개발 업체에서는 성급한 보급은 기술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기술에 종속

될 것이라는 양측의 상반된 인식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풍력발전 고유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미래 보급 목표를 

갖고 있다. 풍력발전기의 보급계획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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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국내 풍력발전기 보급 목표와 파급효과(시설용량 기준)

2. LCA를 통한 풍력발전의 환경 향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기술에 있어 국내에서 중점개발하기로 한 3대 기술 중

에서 환경친화성이 우수해 가장 중요한 에너지 청정화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는 풍력발전기의 환경 향 평가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수행키로 한다.

가. 풍력발전의 이해12)

(1) 풍력발전기의 잠재력

풍력발전은 가동 중에 연료투입이 전혀 필요 없는 자연 상태의 무공해 에너지원으

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체에너지원 중 가장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써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되는 전력을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 직접 공급하는 기

술이다. 이러한 풍력발전을 이용한다면 산간이나 해안오지 및 방조제 등 부지를 활용

함으로써 국토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풍력발전 시스템이란 다양한 형태의 풍차를 이용하여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발전기를 구동하여 전력을 발생시키는 시스템

을 말한다. 이러한 풍력발전 시스템은 무한정의 청정에너지인 바람을 동력원으로 사용

하므로 기존의 화석연료나 우라늄 등을 이용한 발전방식과 달리 열생산에 의한 열공

해나 대기오염 그리고 방사능 누출 등과 같은 문제가 없는 무공해 발전방식으로 여겨

진다. 

풍력발전의 총가용량은 이수갑(2005)의 발표 자료에서 인용한 ‘Power for World - 

12) www.kwedo.or.kr (한국풍력기술개발사업단) 풍력발전개요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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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on Concept’에 따르면 지구차원 신재생에너지원별 잠재 가용량은 2004년 기

준 세계 1차 에너지의 2.2%(OECD/IEA, 2006)로 최대의 공급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수

력에 비해 600여배나 많아 태양복사에너지를 제외하면 풍력이 가장 풍부한 이용 가능

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3-4 참조).

표 3-4. 세계의 신재생에너지원별 잠재 가용량 추정 비교

에너지원 잠재 가용량 (10
13
 kWh) 비율 (수력대비)

수력에너지 5 1

바이오에너지 152 30

해양에너지 762 152

풍력에너지 3,084 616

태양복사에너지 152,424 30,484

또한 풍력발전기의 경제성도 환경을 포함한 외부비용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으로 

평가할 경우 기존의 전통적 발전기술들의 발전원가보다 우수한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WEA(2002)에서 인용한 ExternE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르

면 풍력터빈의 발전원가는 4.19～4.56 c€/kWh인데 비해 석탄의 그것은 6.14～11.63 c

€/kWh이고 가스의 경우 4.05～8.23 c€/kWh 범위로 추정하여 외부비용이 감안될 경

우 전체 사회적 비용은 풍력발전이 오히려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3-1 

참조)

이러한 장점 때문에, 풍력발전 시스템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가장 유용한 대

체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약 32,154 MW(2002년 말 

누계기준)의 풍력발전 시스템이 설치 운전되고 있다. 이중, 2002년 한 해 동안 세계에 

설치된 풍력발전 시스템의 용량은 7,227 MW이며, 이는 같은 기간 건설된 세계의 원자

력발전소 용량이 4,866 MWe임에 비추어 보면 이 보다도 큰 수치이다.

우리나라도 세계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유가상승, 그리고 

국내사용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풍력발전 시스템의 도입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시스템은 구조

나 설치 등이 간단하여 운  및 관리가 용이하고 무인화 및 자동화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도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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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풍력발전기의 사회적 비용 평가 사례

(2) 풍력발전기의 구조와 용량13)

풍력발전기의 시스템 구성은 바람이 가진 운동에너지를 흡수･변환하는 운동량 변
환장치, 동력 전달/변환 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성요소들은 독

립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상호 연관되어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기능을 수

행한다. 이들의 상세 구조는 다음과 같다(그림 3-2 참조).

○ 기계장치부 : 바람으로부터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Blade(회전날개)와 Shaft(회전

축)를 포함한 Rotor(회전자), 이를 적정 속도로 변환하는 Gearbox(증속기)14)와 

기동･제동 및 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Brake(감속기), Pitching(경사기) & 

Yawing System(헤드 선회기)등의 제어장치부문으로 구성

○ 전기장치부 : 발전기 및 기타 안정된 전력을 공급토록 하는 전력안정화 장치로 
구성

○ 제어장치부 : 풍력발전기가 무인 운전이 가능토록 하는 장치로 Control 

System(제어체계), 바람방향을 향하도록 블레이드의 방향을 조절하는 Yawing 

& Pitching Controller(선회 및 경사각 조절기), 그리고 원격지 제어 및 지상에

서 시스템 상태 판별을 가능케 하는 Monitoring System(관제체계)으로 구성 

13) http://www.knrea.or.kr/energy02.asp 발췌

14) 풍력터빈의 증속은 기어장치 방식(Geared type)과 무기어 방식(Gearless type)으로 나

누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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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tch(경사각) control : 날개의 pitch 조절로 출력을 능동적으로 제어 

   - Stall(失速) control : 한계풍속 이상이 되었을 때 양력이 회전날개에 작용하

지 못하도록 날개의 공기역학적 형상에 의한 제어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로터의 성능에 큰 향을 받는다. 따라서 효과적인 풍력발전

을 위해서는 로터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블레이드의 설계가 아주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한다. 출력은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블레이드의 길이가 만드는 원의 면적

에 비례한다. 즉 블레이드 길이가 길어질수록 효율이 증가하여 10% 증가 시 출력은 

21% 증가하게 된다(그림 3-3 참조).

그림 3-2 기어장치 풍력터빈의 일반적 

구조

그림 3-3. 블레이드의 길이(m)와 가능 

출력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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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목적, 범위 그리고 사용가정 

풍력에너지는 가용성 측면에서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제외하면 수력, 바이오메스, 

해양에너지들에 견주어 보다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선진국에서 가능성과 경제성

을 입증하고 있는 발전원이다. 특히 환경친화성은 LCA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기술

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풍력발전은 가

동단계에서 연료나 자재의 투입이 거의 불필요하여 매우 청정한 발전기술이지만, 기기

의 제작과 이를 위한 원료의 채취 그리고 수명 종료 후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분석하여 지구차원의 환경 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의 환경 향 평가를 우리나라 자료를 중심으로 사

용하여 평가키로 한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기는 2,000 kW급 발전기까지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최근에는 1,000 kW급 이상의 발전기 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기술의 수명주기를 감안해 성숙한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중형급 터

빈인 750 kW급 육상설치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 다.

환경 향 범주의 선택은 세계적으로는 지구온난화가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감안하

고 국내적으로는 교토협약의 2차 공약기간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

의 압력을 감안해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LCA

의 환경 향 범주 중 지구온난화(GWP, Global Warming Potential) 범주를 분석하

다. LCA 수행에 있어 GWP의 특성화 평가는 환경부가 최근 보급한 TOTAL 3.0버전에 

수록한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의 CML-2002 평가방식을 따랐다.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 환경프로그램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 의해 설립된 정부간 기후변화 협

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정한 온실가스의 종류

와 온실가스별 대기배출에 따른 GWP 향 기여도15)는 다음과 같다.(표 3-5 참조)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750 kW급 육상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하고, 이 발전기의 

수명을 20년으로 가정하 다. 발전기와 기어는 가동 중간에 1회 교환해야 하고 나머지 

부품은 20년간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수명기간 동안의 발전기의 평균 이용

률(Capacity Factor)은 육상설치(onshore) 발전기임을 감안하여 20% 정도로 보았다.  

이러한 이용률은 OECD/IEA에서 육상설치의 경우 15%~41%의 이용률로 보고한 데 

비하면16) 다소 적은 값이지만 이 조사 보고서에서는 본 보고서의 평가기준인 이용률

15) 온난화가스를 GWP의 기준물질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예, g CO2-eq./kWh)

16) 이 보고서는 설비의 작동 시 발전효율을 나타내는 부하율(Load factor)을 수록했으며, 

풍력의 경우는 주로 이용률 보다는 부하율로 설비의 특징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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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오히려 부하율(load factor)로 표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는 아직 풍력발전기 

기술자립 수준이 낮고 운전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값을 취하 다

(OECD/NEA, 2005)17). 또한 표준화에 따른 후속기의 연속 건조 시 학습효과를 감안하

여 건설에 드는 에너지와 자재의 투입량 절감 효과를 20% 정도 고려하 다.

LCA 수행의 기준인 기능단위(functional unit)는 풍력발전기가 주로 전력생산에 활

용된다는 점에서 발전단기준의 전력 1 kWh로 하 다.

표 3-5. 교토협약 부속서A에서 정한 인위적 온실가스의 종류와 향계수

원소명 원소기호 온난화 기여도 (배)

Carbon dioxide CO2 1

Methane CH4 21

Nitrous oxide N2O 310

Perfluorocarbons PFCs ~ 9,500

Hydrofluorocarbons HFCs ~ 11,700

Sulphur hexafluoride SF6 ~ 23,900

다. 전과정 목록분석

(1) 공정흐름도 및 구분

발전기의 로벌 환경 향 분석을 위해 수명주기는 발전기의 운전을 중심으로 상

류(up stream)와 하류(down stream)단계로 구분하 다. 우선 상류단계는 자연계로부터 

기기와 부품의 제조에 쓰일 철광석, 보크사이트, 원유, 동광석 등을 채굴하거나 에폭시 

레진이나 유리섬유 등 화학물의 원료물질 생산에 해당되며 Life Cycle에 비교하면 이 

단계는 요람(cradle)에 해당된다. 이어서 발전기에 사용되는 기기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철괴나 알루미늄괴 혹은 에너지에서 경유나 전력 등을 제조하고 이어서 기기나 

부품의 제작과 모듈의 조립과정을 거친 후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하

류단계는 발전기의 가동 후 폐지와 해체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매립/소각 

처리하는 공정까지 포함하 다. 이 과정은 Life Cycle에서 무덤(grave)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은 750 kW용량 풍력발전기를 가동하는 발전소의 GWP 환

17) 2006년 12월 확정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2020)을 위해 작성한 한국전력거래

소의 신재생에너지 자료에서는 국내 풍력발전의 이용률을 2003년, 2004년, 2005년에 각

각 8.2%, 12.1%, 16.0%로 집계하고 있어 본 연구의 20% 이용률 가정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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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향 평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LCA를 수행한다. 물론 여기에는 과정간 물질의 

수송과 각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배출되는 오염원들도 평가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풍력발전소의 LCA 수행을 위한 과정도

(2) 풍력발전소 LCA를 위한 목록분석18)

LCA 수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기의 기기제작과 조립 등에 드는 에너지와 배출되

는 오염물 그리고 폐기물들이 개발공정과 원료별로 상세하게 집계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풍력기술 수준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안정된 데이터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원료의 축출, 가공, 조립, 운전 등에 드는 에너지를 

일괄해서 2,003 MWh 가량 투입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에너지 중 152 MWh는 투입

되는 원료를 자연계에서 채취하는 데 투입되는 에너지양이고 1,851 MWh은 풍력발전

기의 초기건설에 드는 기기/부품의 제작과 조립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운전 중 교체될 

기기/부품의 제작과 조립에 드는 에너지양이다. 이 양은 통상 풍력발전기의 에너지균

형기간(energy balance)을 3.1～3.8개월(Vindmølleindustrien, 1997)로 혹은 34배(Hydro 

18) 2006년 12월 확정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2020)을 위해 작성한 한국전력거래

소의 신재생에너지 자료에서는 국내 풍력발전의 이용률을 2003년, 2004년, 2005년에 각

각 8.2%, 12.1%, 16.0%로 집계하고 있어 본 연구의 20% 이용률 가정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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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ébec, 2003)의 에너지회수율(payback ratio)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는 데 비하면 다소 

과다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가범위를 

정하 고, 국내 풍력의 이용률을 20% 수준으로 낮게 잡은 관계로 12.5배 수준으로 가

정하 다.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의 LCA 수행은 질량기준으로 수행되었다. 발전소 건

설에 투입되는 토목, 건축에 드는 물질의 질량을 제하고 발전기를 구성하는 타워, 헤

드유닛, 보조기기에 드는 기기와 부품들과 풍력발전기의 가동 중 기어박스와 발전기의 

1회 교체를 가정한 부품의 중량을 포함해 총중량은 150 톤/기 정도로 추정하 다. 발

전소의 수명이 종료된 후 해체해 재활용되는 금속류의 질량은 120 톤/기 정도로 가정

하 다. 목록분석의 수행에는 우리나라 풍력발전소 환경 향 평가이니만치 산업자원부

와 환경부가 개발한 국가 DB를 중심으로 적용하 다.

(가) 기기제작 및 조립과정

풍력발전기를 구성하는 모듈은 크게 타워, 헤드유닛, 보조기기로 구분하 다. 여기

에서 타워와 헤드의 연결부위에 설치되어 바람을 맞이하게 헤드를 선회시키는 선회장

치(Yaw Device)19)는 통상 타워로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헤드유닛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밖에도 헤드유닛에는 로터, 기어 및 기어박스, 발전기, 덮개 등이 포

함되어 있고 보조기기는 조작반, 변압기, 케이블로 구분하여 목록분석을 수행하 다.  

○ 타워 : 타워는 강판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져 있고, 외장은 페인트로 도장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타워의 높이는 브레이드 길이를 감안하여 50 m로 

보았고 전체 중량은 68톤으로 보았다. 타워의 도장은 에폭시계 도료를 가정하

고 사용 무게는 2톤으로 가정하 다. 이를 위해 사용된 전과정목록 DB는 환

경부의 열연코일(Hot rolled Steel Coil)과 에폭시계 도료를 이용하 다.

○ 헤드유닛 
- 로터 : 로터는 허브와 3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되는 경우를 가정하 고 각 블레

이드의 길이는 22 m로 보았고 재질은 PrePreg으로 이는 60%의 유리섬유와 

40%의 에폭시수지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블레이드의 제작시 발생되는 폐기

물은 전체 PrePreg 투입량의 10%정도로 가정하 다. 로터의 무게는 도합 6.6톤

으로 가정하 다. 이를 위해 사용된 전과정목록 DB는 환경부의 빌레트(Billets) 

(고로:BF), 산자부의 유리면 파이프 커버 생산 공정을 이용하 다.

- 기어박스 : 기어의 재질은 98%강에 각 1%씩의 동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합금

을 가정하 고 총 무게는 윤활유를 포함해 11.8톤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았다.  

19) 풍력발전기에 선택적으로 설치되는 시스템이지만,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중대형 풍력

발전기에 설치하는 추세를 반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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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풍력발전기의 가동중 1회 교체되는 기어박스의 질량도 포함되어 있

다. 이를 위해 사용된 전과정목록 DB는 환경부의 빌레트(Billets) (고로:BF)와 

윤활유(Lubricating oil) 그리고 산자부의 구리로드와 A1050재 알루미늄 빌렛 

생산공정을 이용하 다.

- 발전기 : 발전기에 투입되는 물질은 일반강재, 규소강판, 구리로 보았다. 이들

의 총중량은 22.4톤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풍력발전기의 가동 중 1회 교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부품의 질량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사용된 전과정목

록 DB는 환경부의 빌레트(Billets) (고로:BF)와 산자부의 구리로드를 이용하

다. 규소강판은 적절한 DB의 적용이 불가능해 환경부의 전기아연도금강판

(Electronic galvanized steel sheet)으로 대체하 다. 

- 덮개 등 : 풍력발전기 헤드유닛의 기타부분으로 터빈발전기 부분의 외관을 둘

러싸고 있는 덮개와 블레이드 전단의 원추(nose cone)가 있다. 또한 풍향에 따

라 로터를 선회시켜주는 선회장치가 선택적으로 설치되기도 하고, 이 부품은 

타워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장치를 덮게 등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보았다. 이들에는 기어와 마찬가지 재질의 합금강과 유리섬유가 사용되며 

총중량은 9.3톤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사용된 전과정목록 DB는 환경부의 빌

레트(Billets) (고로:BF)와 전기아연도금강판(Electronic galvanized steel sheet), 

산자부의 유리면 파이프 커버 생산 공정을 이용하 다.

○ 보조기기 
- 조작반 :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관리하고 발전기의 운전을 통제하는 운전

조작반은 철과 알루미늄으로 된 골조, 규소강판, 구리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의 중량은 1.9톤으로 사용된 전과정목록 DB는 환경부의 냉연코일(cold 

rolled)과 전기아연도금강판을 그리고 산자부의 electric wire(UL1007)와 A1050 

알루미늄빌렛생산공정을 이용하 다.

- 변압기 :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과 전력계통의 전압을 맞추어 주기 위해 발전

소 시설로 설치되어 있으며 규소강판, 동선, 철골, 절연물, 절연유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들의 총 중량은 2.5톤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사용된 전과정목

록 DB는 환경부의 냉연코일(cold rolled)과 전기아연도금강판을, 그리고 산자부

의 electric wire(UL1007)를 이용하 다.

- 케이블 : 발전기 외에 사용되는 케이블류는 가교 폴리에틸렌, 전선, 염화비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일괄하여 0.9톤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여기

에 사용된 전과정목록 DB는 환경부의 PBT(Polybutylene terephthalate) 일반과 

산자부의 electric wire(UL1007)와 VCM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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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중대형 풍력발전기 헤드유닛의 일반적인 구조

(나) 토목 및 건설공사 과정

완성된 기기들의 설치에는 진입로와 설치부지 그리고 부대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토목과 건축공사가 필요하다.20) 이들 공사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철근, 철골, 레미콘, 

공사용 중장비에 드는 에너지 등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 다. 여기에는 산자부의 레미

콘, 철근생산 공정, 형각생산 공정 DB와 환경부의 light fuel DB를 연계하 다.

(다) 발전기 운전 과정

풍력발전기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별다른 에너지나 재료의 투입 없이 바람

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계속 가동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유지에 드는 예비부

품이나 소모품은 가상의 풍력발전소가 기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 필요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 고, 다만 기기의 정기점검과 수리의 경우에 드는 연료로 수명

기간동안 510톤 정도 사용할 것으로 고려하 고, 운전 중 교체되는 발전기와 기어 및 

기어박스는 앞서 언급한 기기의 제작 및 조립공정에 이미 포함하 다.

20) 발전소의 건설에는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power block)과 부지 특성에 따라 추가

로 지어지는 부가시설(auxiliary block)로 구분됨. 본 연구에서는 필수시설만을 평가대

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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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지 및 해체 과정

전과정평가에 있어 대상 풍력발전소의 수명은 풍력발전기의 통상 수명인 20년으로 

보았다. 이 시간에 이르면 대상발전기와 발전소를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체

하여 일부재료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지중매립 혹은 소각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재활용하는 것들은 강재, 구리, 알루미늄 등의 금속재료는 구성량의 90%는 재활용

하고 나머지 10%는 지중매립 되는 것으로 보았다. 골재와 같은 건설폐기물의 순환은 

우리나라 환경부의 계획21)이 2006년 순환률이 15%에서 2011년은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30%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70%는 지중 매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 에폭시, 유리섬유, 윤활유 등은 전량 소각 처분하는 것으로 보

았다.  

라. LCA 수행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750 kW급 중형 풍력발전기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과정에 있

어 지구온난화가스 대기배출량 추정 결과를 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과정은 발전기의 제작을 위한 설비와 기기의 제작 및 조립, 발전기와 필수 발전시설을 

포함하는 발전소의 설치를 위한 토목과 건축, 완공된 발전소의 운전, 20년간의 가동을 

종료한 후 폐지/해체하고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분으로 구분하 다. 이중에서 설

비와 기기의 제작 및 조립 과정은 다른 과정보다 자세히 타워, 헤드유닛, 보조기기로 

구분하 다.

본 연구의 환경 향 평가범위는 LCA 수행과정에서 특성화(charterization)단계까지 

이며 위 표의 향계수를 이용해 CO2 등가치(equivalent)로 환산한 지구온난화 특성치

를 산출하 다.

LCA 수행 결과 풍력발전소의 GWP 향은 (그림 3-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총 

13.2 g CO2-eq./kWh로 평가되었으며 이중 88% 이상인 11.8 g CO2-eq./kWh이 폐지 

및 해체과정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설비와 기기의 제작과 조립 과정이 10% 정도인 

1.4 g CO2-eq./kWh의 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발전소의 토목/건축 과정과 운전

과정은 각각 0.02와 0.01 g CO2-eq./kWh정도로 평가되어 0.1% 정도로 극히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풍력발전기의 청정성을 평가할 

때 운전과정만을 대상으로 평가해 평가 결과가 제시된다면 전체 GWP 향의 0.1% 정

21) http://www.me.go.kr/dev/board/board.jsp?id=notice_02&cate=&key=subject& 

search=&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order=&desc=asc&pg=1&mode=view&idx=

15272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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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만 대상으로 한 셈이 되어 기술의 청정성이 과대평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풍력발

전기의 환경 향 부하의 개선을 하고자 할 때는 LCA와 같은 전과정분석 개념을 활용

해 환경 향 발생개소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CML 2002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LCA의 GWP에서 고려한 물질은 (표 3-6)과 

같다. 

표 3-6. CML 2002 방법에서 정한 온실가스의 종류와 향계수

Name Formula Compound 향계수

Carbon dioxide CO2 - 1

Methane CH4 - 23

Nitrous oxide N2O - 296

Chlorodifluoromethane CHCIF2 HCFC-22 1,700

Trichlorofluoromethane CCl3F CFC-11 4,600

Perfluoromethane CF3CHFCHFCF2CF3 HFC-43-10mee 5,700

Bromotrifluoromethane CBrF3 Halon-1301 6,900

Dichlorotetrafluoroethane C2Cl2F4 CFC-114 9,800

Dichlorodifluoromethane CCl2F2 CFC-12 10,600

Perfluoroethane C2F6(CF3CF3) PFC-116 11,900

Chlorotrifluoromethane CClF3 CFC-13 14,000

그림 3-6. 풍력발전소의 과정별 GWP 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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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와 기기의 제작과 조립 과정

풍력발전기의 구성은 타워, 헤드유닛, 보조기기로 구분해 평가하 다. 평가결과는 

(그림 3-7)과 같다.

그림 3-7.  설비와 기기별 GWP 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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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의 설비와 기기의 제작과 조립과정에서 배출하는 GWP 향은 99% 이

상이 헤드유닛에서 발생하고, 이어서 타워와 보조기기가 향을 미치지만 설비와 기기 

전체에서 보면 각각 0.5%에도 미치지 않는 극히 적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이들을 풍력발전기를 구성하는 기기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타워

타워의 환경 향은 전체 풍력발전기에서 0.4% 정도로 극히 적은 향을 미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이들을 향물질별로 살펴보면 GWP 향물질 중에서 CO2의 향이 

98% 이상으로 거의 절대적인 원인물질이었고 다음으로 CH4와 N2O이었으나 모두 1% 

미만의 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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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풍력발전기 타워의 물질별 GWP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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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풍력발전기 헤드유닛 구성부품의 물질별 GWP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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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헤드유닛

헤드유닛의 환경 향은 풍력발전기 설비와 기기의 GWP 환경 향에서 99% 이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들을 구성기기별로 GWP 향을 평가하면 블레이드의 향

이 절대적이었고, 이어서 덮게 등, 발전기, 그리고 기어박스의 향이 미미하게 이어지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헤드유닛의 환경 향을 물질별로 살펴보면 GWP 향물질 중

에서 CO2의 향이 98% 이상으로 거의 절대적인 원인물질이었고 다음으로 CH4와 

N2O이 각각 2%와 0.1% 정도의 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9 참조)

(다) 보조기기

보조기기의 환경 향은 풍력발전기의 GWP 환경 향에서 가장 적어 0.1% 정도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미한 GWP 향이지만 이들을 구성기기별로 살

펴보면 변압기의 향이 60%, 조작반이 33%, 케이블이 7%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보조기기의 환경 향을 물질별로 살펴보면 GWP 향물질 중에서 CO2

의 향이 98% 이상으로 거의 절대적인 원인 물질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10 참조)

그림 3-10.  풍력발전소 보조기기 구성기기들의 물질별 GWP 향

0.00E+00

2.00E-04

4.00E-04

6.00E-04

8.00E-04

1.00E-03

1.20E-03

1.40E-03

1.60E-03

1.80E-03

g
-
C

O
2
-
e
q
./

k
W

h

To
ta
l

C
H
4

C
FC

-1
1

C
FC

-1
14

C
FC

-1
2

C
FC

-1
3

N
2O

PF
C
-1

16

H
FC

-4
3-

10
C
O
2

H
al
on

-1
30

1

H
C
FC

-2
2

케이블

변압기

조작반



- 103 -

(2) 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목과 건축

발전소의 시설에는 조립 완료된 발전기의 설치와 발전에 필수적인 시설(power 

block)을 만들기 위한 토목과 건축 활동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이 과

정의 GWP 환경 향 비중은 0.2% 미만으로 매우 적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토목과 건축과정의 환경 향을 물질별로 살펴보면 GWP 향물질 중에서 CO2의 

향이 80% 이상으로 거의 절대적인 원인물질이었고 다음으로 CH4가 17% 정도 그리

고 N2O와 HFC-43-10이 각각 1% 미만의 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11 

참조)

그림 3-11.  풍력발전소의 토목과 건축과정의 물질별 GWP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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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소의 운전

풍력발전소의 운전과정은 연료의 보급이나 시설의 관리에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풍력발전기의 청정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이 과정의 GWP 환경 향 비중

은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0.1% 미만으로 4개의 구분된 과정 중에서 가장 적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발전소 운전과정의 환경 향을 물질별로 살펴보면 GWP 향물질 

중에서 CO2의 향이 80% 이상으로 거의 절대적인 원인물질이었고 다음으로 CH4가 

18% 정도 그리고 N2O가 바로 뒤를 잇지만 크기는 1% 미만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었

다.(그림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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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풍력발전소 운전과정의 물질별 GWP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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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명종료 후 폐지와 해체

20년의 설계수명이 다한 후 가동이 종료되는 풍력발전소는 일정한 폐지기간을 거

친 후 해체되어 시설이나 자재들을 재활용하거나 혹은 폐기처분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 전술한 바와 같이 풍력발전소의 해체후 금속류들은 90%, 콘크리트는 30% 정도 재

활용되는 것으로 가정한 바 있다. 이 과정의 GWP 환경 향 비중은 이전의 어떤 과정

보다 높아 전체 GWP 향의 89%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발전소 

폐지와 해체과정의 환경 향을 물질별로 살펴보면 GWP 향물질 중에서 CO2의 향

이 80% 가까이 거의 절대적인 원인물질이었고 다음으로 CH4가 20% 이상 그리고 N2O

가 0.1%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13 참조)

그림 3-13. 풍력발전소 폐지와 해체과정의 물질별 GWP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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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국의 평가사례

최근 들어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소에 대한 환경 향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각 평가들은 평가범위와 대상기술들의 특성에 차이가 있어 특정 값들을 비

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경우들을 취합해 

비교한 보고서들을 외국의 평가사례로 인용하 다.  

가장 선도적 종합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 수행한 IAEA 보고서(1996)로 이 연구에 인용된 전문가들의 평가는 각자 

자국의 발전기술 LCA 평가에 있어 원형으로 사용될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 다음

으로 세계에너지위원회(WEC, World Energy Council)에서 취합한 WEC(2004) 특별보

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전자의 연구와 달리 에너지사용의 전반적인 기술들에 대한 

LCA 수행 결과들을 취합하 고, 역시 전자의 연구와 같이 신뢰할만한 연구 결과들을 

취합한 보고서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들에 비교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에서 풍력발전기에 대해 정

환삼(2005)로 있으나, 당시의 연구는 3 kW급 소형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

제효과가 반 되지 않아 이 연구와 비교하기 어렵고 다른 국내의 연구로 비교 가능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외국의 두 보고서의 결과들과 총량을 기준으로 비교토

록 한다.  

먼저 IAEA(1996)의 보고서에서는 풍력의 GWP를 Van de Vate(1996)의 연구와 

San Martin(1989)의 연구가 공히 7.4 g-CO2-eq./kWh로 최소치를 기록하 고, 

Uchiyama(1992)의 연구가 74.0 g-CO2-eq./kWh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비해 WEC(2004) 보고서에서는 육상 풍력의 경우 ECLIPSE(2003)의 600kW

급이 7.4 g-CO2-eq./kWh로 최소치를 기록하 고, ExternE 프로젝트의 덴마크(1997) 연

구가 14.5 g-CO2-eq./kWh로 최대치로 집계되고 있다. 두 보고서에서 종합한 조사 결

과를 요약하면 (그림 3-14)와 같다.



- 106 -

그림 3-14.  LCA를 통한 발전원별 환경 향 평가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 평가한 육상풍력 발전소의 GWP 추정 결과는 13.2 g CO2-eq./kWh로 

이 값은 (그림 3-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WEC(2004)의 조사범위와 유사한 수준의 평

가결과를 보이고, IAEA(1996)의 하한에 가까운 평가추이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3. 원자력의 환경 향 평가치와 비교

가. 지구온난화 환경 향 비교

LCA를 통한 발전기술들의 GWP 환경 향을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

서 수행한 국내 풍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 국내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KAERI(2002)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국내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

소 중 3/4의 기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표준형원전의 경우 GWP 환경 향이 26.5 g 

CO2-eq./kWh으로 그리고 나머지 1/4의 기수를 차지하는 중수로형 원전의 경우 17.2 

g CO2-eq./kWh로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탁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풍력의 LCA 평가결

과를 원자력과 함께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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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풍력과 원자력의 GWP 환경 향 특징 비교 (g CO2-eq./kWh)

발전소 유형 과정 GWP 포함 공정

풍력발전

발전전 1.422 원료의 채취부터 발전소 건설까지

발  전 0.008 발전소의 가동

발전후 11.778 수명종료 후 폐지 및 해체

합  계 13.240

원자력

발  전

경수로

가공전 4.500 원료의 채취부터 핵연료 농축까지

성형가공 0.900 농축연료의 수송~핵연료국내 제조

발  전 26.000 발전소의 가동과 폐기물 저장

합  계 26.500

중수로

가공전 4.400 원료의 채취부터 핵연료 정력까지

성형가공 3.300 농축연료의 수송~핵연료국내 제조

발  전 16.400 발전소의 가동 폐기물 저장

합  계 17.200

위 표에서 언급한 두 발전원간의 GWP 환경 향 평가는 총량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 1.4～2.0배 많은 향을 미치고 있지만, 비교를 전제로 LCA가 수행된 경우가 아니

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 하지만 개별 환경 향 평가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풍

력의 경우 발전소 수명기간 종료 후 GWP 향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원자력의 경우는 

정기점검과 같은 가동중지 기간 동안에 필요한 전력을 외부에 의존(受電)한 데서 향

을 받는 발전단계의 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분석을 기초로 두 발전원들의 지구온난화 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풍력의 경우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DfE(Design for Environment)에 노력을 더하고 또한 

이용률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원자력의 경우는 수전

의 감소를 위해 발전기의 유지보수 시 동일부지 이웃 원자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

의 사용비율을 높이고 평소 정상가동시 부지에 GWP 향 저감성능이 우수한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 할용을 통한 GWP 향 저감 크레딧(credits) 축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

다.

나. 2012년까지 발전량 기준 환경 향 저감 기여도 평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실적은 2004년을 기준으로 누적배출량은 23위이지만 급

속한 산업화에 따라 한 해 동안의 배출량은 10위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국제에너

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회원국을 기준으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량을 에너지 부분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2002년도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은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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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전체 24,102백만 t-CO2로 이중 우리나라가 1.9%인 451.5백만 t-CO2 배출해 세

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특성도 낙후되어 있어, 우리 

국민 1인당 CO2 배출량의 경우 9.48 t-CO2/년(세계 27위)으로 아시아 평균 배출량(1.14 

t-CO2/년) 및 세계 평균 배출량(3.89 t-CO2/년) 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한국원자력연

구소, 2002).

이에 따라 2차 공약기간을 대비해 온실가스 의무부담의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

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적인 감축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용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분야가 에너지부문으로, 이 분야 온실가스 배출

량은 국가 총배출량에서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의 배출량 관리가 매우 중요

하다.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전망은 (그림 3-15)와 같다. 이중 

전력분야의 비중이 향후 2030년까지도 매우 큰 비중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이 분야에서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청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나 원자력과 같은 

대용량의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소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그림 3-15.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전망22)

22) Source :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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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풍력발전기와 원자력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능력을 유연탄화력 발전기

술 대비 추정한 결과는 (그림 3-16)과 같다. 2005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풍력과 원

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은 각각 125와 146,779 GWh로 이 발전량이 유연탄화력으로 발전

되었다면 총 156 백만 t-CO2/년을 추가 배출하 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교토협약 1

차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 연장해 보면 2012년에 이르러서는 풍력발전으로 인

해 7백만 t-CO2/년 정도를 그리고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185백만 t-CO2/년 정도의 온

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절감량 추정은 발전소의 전과정을 거쳐 

유연탄 화력에 대비한 결과이기 때문에 IPCC 방법에 의해 집계되는 국가 온실가스 배

출량 데이터와 개념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3-16. 풍력과 원자력의 도입에 따른 GWP 배출저감 가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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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의사항

우리나라의 풍력발전기 기술은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 비하면 아직 일천하여 아직 

용량이나 적용기술별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구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LCA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나 동일유형 건설 후 얻은 평균치 데이터 등 신뢰할만한 데

이터를 구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용량이나 입지에 따른 기술의 표준

화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정책은 가동 중인 발전기들의 유지보수 신뢰도

를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신뢰감은 예비 발전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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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면 LCA 측면에서도 물질흐름분석

(MFA, Material Flow Analysis)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의 개

선요인을 찾아내는 DfE(Design for Environment)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풍력기술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기가 본격 가동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운전정보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23) 일부 접근 가능한 정보는 아직 시운전 수준

의 정보이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20% 정도의 이용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러나 OECD/IEA(2005)의 육상설치(onshore)의 경우 15%～41%에 비하면24) 다소 적은 

값이지만 이 값들은 부하율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국내에서도 아직 풍력발전

기 기술자립 수준이 낮고 운전경험이 부족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값을 취하

다.

강원풍력과 같은 풍력발전기의 CDM 사업등록25)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입된 발전

기들이 성숙한 운전데이터를 입수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들 개

별발전기 혹은 동일유형의 발전기들에 대해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Type-III형 환경성적

표지인증도 취득할 수 있고 나아가 Type-I형 환경우수제품인증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 환경인증을 취득한다면 전력산업에서 풍력발전기의 도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고 나아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83% 이상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너지

경제연구소, 2003)에서 감축목표 달성에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석은 다음의 3가지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가장 먼저 원자력발전소

는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에 이르고 우리나라에서 기술자립한 표준형 원전도 가동된 

지 10여년이 되었기 때문에 LCA 수행에 사용할 만한 성숙된 데이터의 입수가 가능하

다. 이에 비해 풍력발전기의 경우 빠른 기술발전 속도로 인해 도입 가능한 용량이 커

지고 효율도 개선되고 있어 기술수명주기로 보면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로 인해 LCA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풍력발전기 중 대표성을 가질

만한 발전기에 대한 성숙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웠고, 따라서 많은 데이터들이 외국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풍력설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가공되었다. 이 점은 차

후 풍력발전소에 대한 LCA 수행 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LCA 수행에 있어 인프라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

23) 전력거래소의 풍력발전 전력 구입량을 측정한다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풍

력발전기의 발전성능이 아직 정상궤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왜곡된 데이터

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의 활용을 시도하지 않았음.

24) 이 보고서는 설비의 작동 시 발전효율을 나타내는 부하율(Load factor)을 수록했으며, 

풍력의 경우는 주로 이용률 보다는 부하율로 설비의 특징을 발표

25) http://cdm.unfccc.int/Projects/DB/KEMCO1135749345.69/view.html 참조, "강원풍력

발전 CDM 사업 사례 연구", 박금주(에코아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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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도로 공식적으로 개발한 LCA S/W 중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사

용한 환경부의 TOTAL 외에도 산업자원부의 PASS가 있다. 이 두 모형은 LCA 분석을 

위해서는 양부처가 개발한 국가 DB를 공히 사용하고 있다. 2006년까지 개발된 국가 

DB는 산업자원부가 156개 그리고 환경부가 148개로 총 304개 모듈이 개발되었다. 이

러한 국가 DB만을 이용해 전력기술의 LC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

며, 이에 대한 시정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의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외국 DB와의 연계를 공식화하여 국내 DB의 부족함을 보완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DB를 확충해 LCA 선진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LCA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DB의 신뢰성 문제를 들 수 있다. 현대와 같이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경우 개발된 국가 DB도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미 낙후된 기술을 묘사하는 실정

이다. 따라서 이를 지속적으로 보정하는 것은 새로운 DB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업이다. 본 연구의 개선을 위해서는 차후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어 더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 112 -

제 2 절  국가 원자력 기술혁신체제 분석

1. 원자력 기술혁신

가. 원자력 기술혁신의 필요성

원자력에너지는 증가하는 미래 세계 에너지수요를 지속가능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옵션중의 하나이다. 원자력 기술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큰 성

과를 보이고 있다. 

OECD/IEA는 (그림 3-17)과 같이 세계 에너지 수요가 매년 평균 1.6%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2004년 수준의 약 1.5배가 될 것이며, 현재 각국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 가운데 80% 이상을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에 2004년 수준보다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17.  세계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26)

26) Source: OECD/IEA (2006), World Energy Outlook 2006, OECD,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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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OECD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실적27)

(그림 3-18)은 OECD 회원국별로 2002년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교토의정서 기

준연도인 1990년 배출량과의 비교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교토의정서 부

속서 1 국가들의 평균 목표 감축률이 5% 정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많은 국가가 교토

의정서에 규정된 의무를 만족시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산화탄

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석탄, 석유, 가스 등 자원의존형 에너지는 부존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산화탄

소 배출로 지구환경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가격 상승, 지역적 편재 등으로 에너

지 안보 측면에서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어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기술의존형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2006년 6월 발표된 OECD/IEA의 다른 연구결과는 이러한 에너지원 혼합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각국이 현재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유

27) Source: OECD/IEA (2004),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OECD,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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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경우, 즉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의 원자력 발전비율은 2003년 16%에서 2050

년 7%로 떨어지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50년에 2003년 수준의 2배 반 정도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OECD/IEA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

지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원자력 발전비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원자력 발전비율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에너지 분야

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원자력 이용규모가 확대되는데 

일반의 염려가 큰 실정이다. 일반인들이 염려하는 많은 부분은 원자력 기술혁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원자력 기술혁신을 통해서 현존 원전의 안전성 증대, 출력 증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가 가능하다. 현재 원자력 기술은 이러한 기술혁신이 가능한 수준에 있다. 예를 

들어, 출력 증강 및 효율성 제고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 원전 기자재에 상당한 스트레

스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기술혁신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 향후 제4세대 원

자력시스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이나 전력 이외 분야에서의 원자력 이용이 현실화

될 경우 기술혁신의 포텐셜은 더욱 크다.

나. 원자력 기술혁신 필요 분야

원자력 기술혁신이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1) 자원 효율성 증대 및 폐기물 최소화

방사성폐기물 양을 최소화하고 처분 후 관리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우라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나이드 원소들을 재순환하는 선진 핵연료주기기술

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Gen IV) 개발에 포함되

어 논의되고 있다. 

(2) 안전성 제고

안전성 제고는 일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할 사항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다. 현재 제3세대 및 제3+세대 원전에는 피동안전개념 등 혁신적인 안전개념

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개념은 경수로와 다른 특성을 갖는 고속로에도 적용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제성 증진 및 재정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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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원자력 시스템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운 유지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초기투자비를 낮추고 건설기간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단순화, 표준화, 모듈화 등을 상정할 수 있다.

(4) 원자력의 비발전분야 이용

원자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은 전력생산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 공정열 이용, 해수

담수화, 수소생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원자력의 비전력분야 이용 가

능성, 특히 초고온을 이용한 수소생산은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서는 초고온을 견디고, 높은 중성자속, 부식성이 강한 냉각재를 견딜 수 있는 재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5) 핵무기 확산 방지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자력 시스템 자체적으로 핵확산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이 분야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

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기술들을 통해 현재의 안전조치 수단들이 더욱 개선되어 나갈 

수 있다.

다. 주요 원자력 기술혁신 프로그램

세계적으로 현존 원전 및 핵연료주기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

들이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재료 열화/노화, 고성능 핵연료, 비파괴 

평가, 장비 신뢰성 및 인간성능, 디지털 계측제어(I&C) 시스템, 위험도 평가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전력회사 및 규제기관에서 소요가 제기되고 있

으며, 산업체 연구기관(IRO)에서 수행하고 있다. 

향후 5～10년 내에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으로는 제3세대 및 제3+

세대 원전이 있다. 이들은 고유 피동안전성 채택, 표준화 및 단순화, 이용률 증대 및 

장수명, 중대사고 확률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3-8)과 같이 현재 10 종류 

이상의 모델들이 개발 중 또는 개발을 마쳤거나 실제 운용 중에 있다. 이러한 원자로 

개발 프로그램들은 대개 정부의 조정 하에 원전 공급자나 전력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10년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제4세대 원자력 시스

템 개발이 있다.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는 2000년 1월 출범 이후 13

개국이 참여하여 SFR(Sodium-cooled Fast Reactors), GFR(Gas-cooled Fast Reactors), 

LFR(Lead-cooled Fast Reactors), MSR(Molten Salt Reactors), SCWR(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s), VHTR (Very High Temperature Gas Reactors) 등 6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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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개발 중인 제3세대 및 제3+세대 원자로29) 

원자로 노형 개발자
용량 

(MWe)
현 황

EPR PWR
AREVA NP 

(프랑스)
up to 

1,750

- 핀란드 1기 건설, 2010년 완공 예정
- 프랑스에 1기 건설 계획, 
  2012년 완공 예정 

AP1000 PWR Westinghouse (미국) 1,000 - 미국에서 2005년 설계인증 취득 

APR1400 PWR KHNP (한국) 1,400 - 한국 2기 건설, 2013년 완공 예정

ABWR BWR
Hitachi, Thosiba 

(일본), GE (미국)
1,350

- 1996년부터 일본에서 3기 가동
- 미국에서 1997년 설계인증 취득

ESBWR BWR
General Electric 

(미국)
1,390 - 미국에서 설계인증 검토 진행

SWR 1000 BWR
AREVA NP 

(프랑스)
up to 

1,290
- 미국에서 설계인증 검토 예정

BWR 90+ BWR
Westinghouse 

(스웨덴)
1,500

IRIS PWR Westinghouse (미국) 335 - 2006년에 설계인증 요청 예정

PBMR GCR
Eskom 

(남아공화국)
165 

(module)
- 2006년부터 원형로 건설 시작

GT-MHR GCR
General Atomics 

(미국.)
286 

(module)
- 미국에서 설계인증 검토 예정

ACR HWR AECL (캐나다)
up to 

1,000
- 캐나다에서 설계인증 검토 진행

CANDU 9 HWR AECL (캐나다)
up to 

1,300
- 1997년 캐나다에서 인허가 가능성     
인증

이외에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은 전력 생산이외에 지역난방 및 공정열 이용, 해수담수화, 수소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 특히 고온가스로에서 나오는 고온을 이용한 

수소생산기술은 많은 국가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은 실제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8) Gen-IV 개발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는 제2장 3절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9) Source: OECD/NEA (2007), Innovation in Nuclear Energy Technology, OECD, Paris. 출

판 예정



- 117 -

2. 원자력 기술혁신체제의 특성 및 동향

가. 국가기술혁신체제

기술혁신은 뛰어난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

은 주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RDD&D (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므로 기술혁신은 시스템 차원에서 고려되어

야 하며 이를 기술혁신체제라 한다. 원자력기술혁신체제라 하면 원자력 시스템에 있어

서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말하며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할 때 

이를 국가기술혁신체제라고 한다. OECD(2002)는 국가기술혁신체제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the set of distinct institutions which jointly and individua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new technologies and which provide the framework 

within which governments form and implement policies to influence the innovative 

process. As such it is a system of interconnected institutions to create, store and 

transfer the knowledge, skills and artefacts which define new technologies."

그림 3-19.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구성 및 연계체계 30)

30) Source: OECD, Case Studies in Innovation: Implementation Guidelines, DSTI/STP/ 

TIP(2002)1,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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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 기술의 특성

원자력 기술은 다른 분야의 기술들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술혁신에 향

을 미치는 특성들은 기술 및 지식 측면, 원자력 시장 측면, 재정･경제적 측면 및 법적‧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기술 및 지식 측면

 원자력 기술개발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며, 대규모의 복잡한 시험시설을 

필요로 하고, 소요되는 자재에 있어 “원자력급”(nuclear-grade)이라는 특별한 품질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공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

규모의 자원(자본, 인력, 시설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분야의 기술들과 달리 

핵비확산 및 방사선방호 부문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원자력 시장 측면

원자력 시장은 다른 기술시장에 비하여 건수는 적지만 건당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 시장을 겨냥한 연구는 전력회사, 원전 

공급자(Vendor), 정부 등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주체들이 소요 제기를 하고 

있다. 원자력 시장은 다른 기술분야의 시장과는 달리 핵비확산, 수출통제 등과 관련된 

국제협정 틀 안에서 운용되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히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

면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 

(3) 재정․경제적 측면
원전 건설 등 원자력 개발은 대부분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비 회수기

간이 긴 반면에, 일단 수익 시점이 지나면 연료비 및 운 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

아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4) 법적‧정치사회적 측면
원자력 이슈는 안전, 방사성폐기물 문제 등 원자력 자체의 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파트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이러한 

사회적 우려는 원자력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

서 원자력은 환경단체 등 비정부기구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나, 에너지 안보나 지

구환경 보전 측면에서의 원자력 역할이 부각되고 또한 실제로 보여짐에 따라 원자력

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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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 개발 패턴

1950년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본격화된 이후 각 국가가 원전 개발을 추진한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원전 개발을 시작한 초기부터 독자적으로 추진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미국

의 가압경수로(PWR)와 비등경수로(BWR), 캐나다의 CANDU, 국과 프랑스의 가스냉

각로 개발 경우가 있다. 

둘째, 외국으로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자립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 일본, 

한국의 가압경수로와 일본의 비등경수로 개발 경우가 있다. 초기에는 턴키(Turn-Key) 

베이스로 외국업체로부터 원전을 들여오고, 점차적으로 자국업체의 참여를 늘려가 궁

극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술자립을 이룩해 가는 것이다.  

셋째, 원전 개발을 국내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외국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국가 경

제 규모가 작거나 관련 인프라 구축이 경제적이지 못할 경우 대부분 이 패턴을 따르

고 있다. 핀란드, 스위스, 체코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개발 패턴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 역할 및 국

제협력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라. 원자력 기술혁신체제 현황

(1) 원자력 기술혁신의 원동력

기술혁신을 왜 추구하는가, 즉 기술혁신의 원동력(driving force)이 무엇인가는 자

연적으로 그 기술혁신 과정에 향을 주게 된다. 원자력 기술혁신의 원동력은 목표로 

하는 기술 및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술혁신으로 나오는 최종 혁신제품을 요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시장이다. 

현존 원전의 경제성 향상, 비발전 분야에의 원자력 이용, 위험도 관리 등을 위한 기술

혁신이 이 범주에 속한다. 시장의 크기 및 확실성에 따라 산업체의 참여가 결정되는

바, 시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불확실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

다. 

둘째, 에너지 안보, 안전, 환경, 핵비확산 등과 관련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요구이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정책, 환경 및 안전규제, 핵비확산 통제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기술혁신 요구를 동반하게 된다. 

셋째, 기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산업체 내부에서의 기술적 요구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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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율성 및 가동성 향상, 재료 성능 제고, 핵연료 연소도 증대, I&C 성능 향상, 건설

기술 향상, 프로젝트 관리기술 향상, 시뮬레이션 기법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2) 기술혁신 주체

원자력 기술혁신은 정부 및 정부기관,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시스템/서비스 공급 

산업체, 전력업체/열공급업체 등 수많은 주체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다. 각 주체들의 

역할과 이들 간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원자력의 특성상 공

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3) 관련 제도

원자력 기술혁신은 국가 정책, 국가 원자력 프로그램, 재원 메커니즘, 기술혁신 인

센티브, PP/P(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s), 국제협력, 교육훈련 등 많은 한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주어지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술혁신에 직접

적으로 향을 주게 되는데, 주로 정부, 산업체 등 기술혁신을 요구하는 주체들에 정

해지게 된다.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틀들이 “원자력”

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과학기술과 구별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

서는 의도적으로 “원자력”이라는 탈을 벗고 일반 과학기술의 일부로서 운용되고 있다. 

(4) 인적 자원 및 인프라 

어느 한 국가나 회사의 기술혁신 능력은 인적자원의 우수성, 연구 시설 및 지식에

의 접근성,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능력을 키워나가고 유

지하는 것이 원자력 기술혁신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최근에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 

다른 분야와의 협력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5) 프로그램 관리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불확실성과 편향

가능성 때문에 철저한 사전 기획/계획체계와 적절한 평가/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이러

한 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여러 국가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패를 겪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기획/계획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로 

감사과정을 운용하고 있다. 

(6) 원자력 법적체계 

원자력 기술혁신은 국민보건 및 안전을 위한 규제와 핵비확산 통제를 위한 법적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적 체계는, 일면은 긍정적으로 또한 일면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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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자력 기술혁신에 향을 미친다. 안전규제 및 핵비확산 통제는 현재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보수적이라 기술혁신 과정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보다 높은 목

표 달성을 위해 기술혁신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3. OECD/NEA의 관련 권고사항 및 시사점

OECD/NEA는 2004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국가 원자력 기술혁신체제에 대

한 연구과제를 수행하 다.31) 각국의 국가 원자력 기술혁신체제를 검토하고, 기존 기

술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 및 실패의 주요 요소를 파악하고, 원자력 기술혁신체제

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하 다. 다음은 그 연구과제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

다(OECD/NEA, 2007).

가. 원자력 기술혁신 성공 및 실패 주요 요소

전 세계에 400기 이상의 원전이 운전 중인 사실을 보면 원자력 기술개발은 그 자

체로 매우 성공적인 기술혁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에서 수행된 개별 원자

력 기술혁신 사례를 보면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자력 기술혁신의 실패요소를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다른 분야의 기술혁신 실패요소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기술 대안에 대한 경쟁력 부족, “선택과 집중” 미

비, 시장의 요구 파악 부족, 초기 단계에서의 산업체 참여 미비, 중간에 중단 또는 방

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결정기준 부족, 감사체계의 미비, 정치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

화,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체 이전체계 미비 등이 있다. 

이외에 원자력 분야에 특정적인 실패요소로는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원자력 사고, 

장기간 소요, 반원전 그룹을 포함한 주변국의 간섭 등을 들 수 있다. 

나. 주요 권고사항

(1) 국가정책 측면

원자력 기술혁신은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원이 투자되어야 하

는 특성이 있어 산업체가 선도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 원자

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국가 정부는 국가 정책과 국제규범 안에서 장

기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이행해 나가야 하고 혁신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필

31) 이 과제는 OECD/NEA에 Cost-free Expert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이광

석 박사가 Technical Secretary를 맡아 수행하 다.



- 122 -

요한 일정 부분의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미래시장 가능성은 많으나 리스크 때문

에 아무도 먼저 시작하려 하지 않는 기술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또한 원자력 기술은 여러 분야가 복합되어 있어 정부가 조정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원자력 담당 부처는 원자력 기술혁신의 콘텍스트(context)를 제공하는 전체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원자력 국제기구는 국가 간 정책

과 프로그램 조율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 기획 

원자력 기술혁신은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 수립 및 사전 계획 작

성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당사자 간 이해가 대립될 수 있는 기술혁신의 경우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현존 시스템에 대한 기술혁신은 

주로 산업체의 리더십이, 장기적 미래시스템 개발은 정부 및 공공 연구기관의 리더십

이, 중기적 차세대 시스템 개발은 정부와 산업체의 공동 조정이 필요하다. 기술혁신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초기에 성과 요소 및 적절한 마일스톤

(Milestone)이 정의되어야 하며, 정의된 성과의 달성 여부를 독립적, 정기적으로 평가

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술혁신에 있어 소요기관과 연구기관의 역할도 초기에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3) 수요 분석

수요가 없는 기술혁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원자력 기술혁신을 추진하기 전에 그 

최종제품의 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술혁신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4) 연구개발 전략

원자력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은 단계적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최

종목표도 중요하지만 중간 결과를 내어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중간 단

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연구개

발 초기에는 가능한 한 폭넓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선택

의 폭을 줄여나가야만 한다. 또한 원자력 기술혁신이 점차 비원자력 분야의 기술혁신

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비원자력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5) 연구개발 재원 확보

연구개발 재원은 프로그램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며, 연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PP/P(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s) 등을 통해 산업체의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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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커져 나가야 한다. 그러나 기술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이어야 하며, 마일스톤(Milestone) 및 미리 정의된 성과가 만족되는 한 이에 대한 의문

이 제기돼서는 곤란하다. 민간 부문에서 채택되고 있는 프로그램 추진 및 평가체제와 

유사한 체제가 공공 부문에 마련된다면 정부의 기술혁신에 대한 재원 투자가 훨씬 무

난해질 것이다.  

(6) 전문 인력 및 인프라

원자력 연구개발은 인적자원이나 인프라 차원에서 특별한 자원이 필요하다. 지식

을 창출 및 보존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의 가용성 및 유동성은 국가 간, 기관 간 교육/훈련/연구 활동

의 상호 인정을 통해 대폭 증진될 수 있다. 전문가 및 가용 지식의 교환, 연구시설 공

동 활용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사용가능한 연구시설이나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문 인력의 주소록 등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

다.  

(7) 정‧연‧산 연계체제 및 클러스터
연구기관과 산업체간 PP/P(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s)는 연구원들의 기술혁

신 정신을 관련 현안에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연구기관과 산업체간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

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연구자들이 산업체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산업체는 시

드머니(Seed-money)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기구는 “기술혁신 

프로모터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해당 기술혁신의 가능 고객을 교육시키는 역할도 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관들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화되어야 하며, 국가 또는 국

제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형성이 권고된다. 

(8) 교육훈련

원자력 기술혁신은 한편으로 젊은 전문가들을 원자력 분야로 유인할 수 있는 수단

도 된다. 정부는 원자력 기술혁신에 필요한 전문요원들을 적절히 교육 훈련시킬 수 있

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체나 전력회사들은 이러한 교육훈련을 자

체적인 이익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은 새로운 혁신기술에 친숙해져 이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

는 능력 및 방법을 구축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혁신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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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스템에 대한 인허가가 불필요하게 늦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마다 다른 규제체제가 조화된다면 혁신시스템에 대한 국제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

이다. 

(10) 국제협력

투자재원 분담, 자원의 효율적 이용, 중복 방지,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차원에서 

원자력 국제협력은 원자력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각국 정부 및 국제기

구는 혁신 원자력시스템 개발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권

장해야 한다. 이에 있어 명확한 협력의 룰과 조정 수단들이 마련된다면 국제협력의 효

과성 및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다. 기관 차원에서는 진행 중인 연구개발 내용과 

국제공동연구에의 참여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인 정보 교환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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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가 과학기술 정책 분석과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 

증진 방향

1. 서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의 과학기술활동 및 R&D 계

획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크게 향을 받고 있다. 즉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

구개발사업체계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들의 기

본방향과 세부추진 방안을 이해･분석하는 것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방향 점검, 

중장기 R&D 전략 및 계획 수립, 그리고 R&D 성과 관리 등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소에서 수행된 원자력정책 연구는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개발 증진 등 에너지정책 관점에서 보다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R&D와 기술혁신 정책의 기본방향, 전략 및 세부추진방안 및 제도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 다. 

원자력 기술이 에너지 안보의 관점을 넘어서 국가의 산업･경제적 성장을 견인할 
핵심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원자력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위한 핵심

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 혁신정책,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과 출연(연) 연구 활성화 및 특허 성과관리 방안을 면 히 분석하고, 국가기술혁신체계

상에서 원자력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원자

력 연구개발 성과증진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국가 과학기술 정책,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운 방식과 출연(연) 연구 활성화 정책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연구개발의 국가 

발전에 대한 성과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를 수행

하 다.

- 정부 R&D 투자 및 성과와 기술혁신 정책 분석 

- 정부연구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기술지원 강화 방안 조사 

- 출연(연)의 연구 생산성과 연구 환경의 안정성 제고 전략 연구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혁신 성과 증진에 관한 지식재산 전략 연구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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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은 미흡

○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한국인 특허의 상대적 피인용도는 세계 7위
※ 미국 특허는 평균 1.16회 인용되는 반면에 핀란드 1.06, 일본 0.91, 한국 0.86회 

(’04) 

○ 미국, 유럽 및 일본에 동시에 등록되어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3극특허

패 리 특허 수가 선진국에 비해 낮음.

※ 3극특허패 리 국가별 점유율('00) : 미국 34.3%, 일본 26.9%, 독일 13.2%, 프

랑스 4.9%, 국 4.1%, 한국 1.1% (OECD, ’05)

※ 연구원 천 명당 3극특허패 리 특허 수('00) : 독일 22.4, 일본 18.2, 스웨덴 

17.6, 핀란드 14.0, 미국 11.9, 한국 4.4 (OECD, ’05)

○ 고부가가치 원천특허의 부족으로 기술무역수지가 적자상태이며 기술무역수지비
(기술수출/기술수입)가 선진국의 1/7～1/8 수준 

※ 주요국 기술무역수지비(’03) : 일본 2.68(1위), 미국 2.41(2위), 국 2.35(3위), 

한국 0.25(13위)

라. 정부R&D사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성과 부족

 ○ ’98년 이후 정부R&D사업을 통한 특허등록은 연평균 15.3% 증가하 으나 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 비율은 3% 내외로 매우 낮음.

※ 정부R&D사업을 통한 특허등록 건수 : 835건 (’98) ➡ 1,965건 (’04), 
※ 정부R&D특허 사업화 비율 : 3.0%(’98) ➡ 3.6%(’00) ➡ 2.7%(’02) ➡ 2.5%(’04) 

3. 출연(연)의 연구 활성화 정책 분석

가. 출연(연)의 역할

○ 선진경제 진입을 견인할 출연(연)의 선도적 역할 수행 필요

- 지난 30～40년간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자산 및 혁신역량을 국가 차

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 

- 출연(연)은 국가 총연구개발비(민간+정부)의 10.3%(1조 9,628억원)를 사용하며, 

박사급 연구인력의 12.0%(6,310명)를 보유(’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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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과제 추진에 필요한 기술의 공급기지 역할 강화 시급
-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개발
- 혁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확대

○ 대학과 기업의 연구역량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출연(연)은 산･학･연간 연계･협
력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기능 수행

나. 출연(연) 연구 활성화 정책 방향 및 추진 : 단위과제 중심의 전문

연구조직 운  활성화 추진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연구비 배분 방식을 개선
- 국가발전 및 정부R&D목표와 출연(연) 단위과제목표 간의 연계를 강화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발굴･기획 
- 성장동력의 질적 고도화, 국가 균형발전, 동반성장의 역량확충 등 국가발전목

표와 연계하여 출연(연) 기능 및 연구 역을 명확하게 설정

- 부처별 중장기 R&D추진계획과 출연(연) R&D활동과의 연계 강화

○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R&D 수행체제 확립을

- 성과중심의 연구목표 관리･평가시스템 도입･운 하여 연구 성과와 연구자원 

배분과의 연계 강화 및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성과급 지급의 차

등폭을 50%이상으로 확대)

- 연차평가 등 획일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협약과정에서 합의한 성과목표와 지표 

및 평가시기에 따른 평가를 실시

- 연구책임자에게 인사･급여･운  등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

되 단위과제 성과와 기관 경 성과를 연계하여 기관장의 적극지원 유도

○ 연구원이 의욕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 과제당 연구비 규모를 확대하고 인건비를 최소 80%이상 보장하여 안정적 인건

비 보장으로 연구원들이 단위과제에 집중하여 전문화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

성 

- 우수 연구인력 확보 : 우수 연구 인력의 유입･활용 및 인력교류 촉진
- 타 출연(연)의 단위과제 참여를 위해 연구원의 기관이동시 원 소속기관 이상의 

처우 및 과제 종료 시 복귀 보장

- 연구연가제도 확대 및 다양한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 하고 우수연구원

의 년제 및 퇴직 후 활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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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학제적 연구, 융‧복합기술 등 새로운 연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연구 조직구조의 도입･운  

- 단위과제 목표･규모･발전단계 및 출연(연)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연구조직 

구성･운  

- 기존의 조직 활용 혹은 새로운 조직 구성･운 (아래의 예시 참조)

※ 연구랩 : 태동기 기술이나 산업지원 연구를 수행하는 비교적 소규모 조직  
※ 연구단 : 경제･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 중･대규모 조직
※ 연구센터 : 공공적 성격이 강한 국가 기반형 연구조직

4. 출연(연)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 분석

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배경

○ 혁신주도형 경제성장과 동반성장 역량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의 
중요성 증대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의 주요 원인인 기술혁신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매우 중요

※ ’04년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중 대기업이 79.1%, 중소‧벤처기업은 20.9% 차지  

※ ’03년 5인 이상 중소제조업 중 기술개발투자업체 비중은 19.6%
- 향후 성장잠재력 배양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핵심과제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연구기관의 중소
기업에 대한 전문적 기술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 필요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비도 지속적으로 증가

※ ’02～’04년간 전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7.4%인데 비해, 중소

기업 지원 정부연구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2%임.

-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기술지원 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  

- 정부연구기관은 핵심･원천기술 분야의 세계수준의 탁월성을 확보하면서 중소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

※ 중소기업이 기술협력 확대를 원하는 파트너 비중 : 대학(34.7%),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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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타 중소기업(7.5%), 대기업(17.2%) (산기협 실태조사결과, 2004)

나. 출연(연)의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

○ 정부연구기관과 대학 및 지역혁신 지원 조직이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산･학･연 종합기술지원 사업 추진

- 별도의 연구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정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중소기업 기

술지원 능력을 보유한 연구원을 우선 선발하여 장기간 파견하고 해당 장비를 

지원  

※ 기존 개인 연구자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은 현행대로 추진
- 대학의 지역혁신센터(RIC), 테크노파크, 산업단지클러스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프트타운 등 지역지원조직이 사업 운 기관으로 참여 

- 운 기관은 보유 시설, 인력, 산업체 네트워크와 연구기관이 파견한 인력 및 

장비를 결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기술지원 기능 수행

○ 산･학･연 종합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산기
술지원 서비스 제공

- 제품･공정 개발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생산･공정기술 해결을 위한 상시적인 방
문지도 및 컨설팅 등 수행

- 산업별 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내 동종 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심체 

역할 수행

○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종합기술지원사업의 중점기능으로 추진
- 연구원･교수･현장 기술자 등이 참여하여 센터의 장비를 활용한 제품생산, 공정

설비 운 에 대한 실습 위주의 기술교육

- 지역 내 산업･전문･기능대학 등의 현장기술인력의 재교육･계속교육 기능 강화
를 위한 현장 실험･실습 설비와 장소 제공, 재교육･계속교육 훈련 지원 프로그
램 설계 제공 등

○ 산･학･연 종합기술지원 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
-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연구개발 사업비

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

- 산･학･연 종합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을 유도하고 자체 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산･학･연 종합기술지원센터로 
자립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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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지식재산 정책 분석

○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컴

퓨터프로그램･DB 등 신지식재산권 등으로 구분 : 본 보고서에서는 과학기술과 

접히 관련되어 있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현황분

석 및 중점과제를 선정

표 3-9. 지식재산 분류

유형 대상 특징 및 관련법률

산업

재산권

특허 기술적 창작으로 최초로 발명된 것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산업재산권4법

실용실안 기 발명된 것을 실용적으로 개량한 것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심미적 창작

상표 상품식별을 위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저작권
협의의저작권 문학, 예술적 창작물 권리무심사 등록

저작권법저작인접권 공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권리

신지식

재산권

첨단산업

생명공학 특허법

반도체 배치설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
계에 관한 법률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방식심사후 등록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

정보재산권
멀티미디어 산업재산권4법, 저작권법

업비 등록불필요

가. 지식재산의 전략적 중요성

○ 지식재산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독점적 권리보장을 통해 기술혁신을 유인함
으로써 지식기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

※ 1g당 가격 : 금 17$, 인터페론항암제 5천$, EPO빈혈치료제 67만$

※ 퀄컴사의 경우 ’03년 특허기술료 수입이 총수입의 25% 차지 (특허청, ’05)

○ 선진국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선점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국내외에서 지식재
산 보호 및 진입장벽 구축 노력 강화

- 미국, 일본 및 EU 선진국들이 국제특허(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87.8% 차지

- 자국의 지식재산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 제도화

※ 미국의 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STOP)계획(’04), 일본 관세정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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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02)

- 선진국 기업은 지식재산 카르텔을 형성하여 후발기업의 진입 차단

※ HP, 엡손, 제록스 등의 기업들이 칼라잉크젯 특허 7,000개 공유 

○ 로벌 초경쟁시대에 선진국의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성장동력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

- 핵심특허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추격형 기술혁신체계로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선

진국과 경쟁하는데 한계

※ 삼성, LG 등 국내 휴대전화 기업이 지난 11년간 퀄컴에 지불한 기술료가 3조

원(연평균 2700억원 이상)을 초과

※ 이에 비해 ’89년부터 7년간 996억원(정부 54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서 

CDMA 원천특허를 상용화 한 대가로 회수한 기술료는 우리 기업이 퀄컴에 

지불하는 기술료의 10%인 연평균 약 270억원

- 혁신주도형 선진경제 구조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와 연계된 지

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필요

- 유망 지식재산의 효과적 창출 및 활용을 통해 창조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

업･경제 전반의 국제경쟁력 제고 
- 또한 지식재산 지원서비스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식재

산 전략체계의 효율성 제고

나. 정책방향 및 추진 방안

○ 미래원천사업을 비롯하여 프론티어, 성장동력 사업 등 세계적인 신기술혁신을 

지향하는 연구사업에 유망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목표관리제 도입

- R&D 기획 및 평가시 과학기술적 목표와 연계하여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목표
(내용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평가･관리 강화

※ 단, 순수기초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은 예외를 인정

- 지식재산 선행 조사를 ’06년 약 7%에서 ’1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

※ 적용범위를 연구기획 및 선정 단계에서 중간 및 최종 평가 단계까지 확대
※ 수행주체를 현재 특허청에서 부처 및 기관으로 확대

○ 중소기업의 특허사업화 지원 강화
- 정부 R&D를 통해서 확보한 우수특허와 중소기업 수요 간의 기술적 차이를 해

소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사업화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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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중소기업 경쟁력의 동반 상승을 촉진

-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추가로 연

구 개발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사업화를 촉진(Follow-up R&D)

○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전담조직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가치평가, 

기술금융 및 투자, 기술마케팅 분야 전문인력 채용 지원

- 대학 및 출연(연)의 지식재산 전담자에 대한 성과급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적으

로 작동하도록 관련 규정에 의무화

- 대학 및 출연(연)에 대한 기관별 지식재산 사업화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예산배분, 정부R&D사업 과제선정 등에 활용 

○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시스템 개선
- 기술가치평가 선도기관을 지정･운 하고 전문가 육성체계를 개선하여 기관별 

기술가치 평가결과 수집･활용, 표준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하고 기관별로 운

되는 기술평가 전문자격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신뢰성 제고

- “금융기관-R&D관리기관-기술평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기술평가기관의 

우수특허(기술)의 선별과 금융기관의 취약한 기술평가능력을 보완

○ 중장기적(5～10년)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전문인력 수급 종합계획 수립･추진
하여 지식재산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 정부 R&D 사업 참여자, 산･학･연･관 지식재산 지원 및 관리자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 을 강화

- 출연(연) 연구원이 TLO 전문가, 특허심사관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로 경력을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 대학/대학원에 지식재산 관련 학과 및 교과목 설치 지원 과학기술, 경 경제, 

법학 등이 연계된 다학제적인 교육 실시

※ 일본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6만명(’05)에서 12만명(’14)으로 양성 계획

○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시스템 구축
- 국내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시스템 구축하고 ‘지식재산보호정책협의회’의 활동

을 강화하여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정보공유 강화

- 재외공관에 지식재산 보호 전담관 지정 및「IP-Desk」추가 설치하고 애로사항 
신고, 법률 자문, 피해실태 조사･분석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에

서의 지식재산 보호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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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가. 원자력연구개발의 성과 증진 방향 

국가차원의 원자력연구개발 정책의 기본방향은 원자력에너지 및 방사선기술분야에

서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인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를 강조해야 한다. 즉, 정책의 초점을 세계적인 선도기술을 개발･활용
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 대상을 모방･추격형에서 선도･창조형 기술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성과를 제고하며 연구개발～산업생산에 이르는 기술혁신 전 
과정에서 운 ･관리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선도･창조형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미래 기술
의 발전방향에 따른 핵심 원천기술 개발하고, 세계시장의 규모와 국내 수입대체 효과

가 큰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하며, 공정혁신･신기술 접목으로 기존기술의 고부가
가치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R&D 투자의 산업화 성과제고를 위하여 투입자원의 공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되 투자 관리의 초점을 연구결과물의 수요와 활용성과 관리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 R&D예산에서 원자력에너지와 방사선 분야를 지

속적으로 확충하되 타 기술분야 또는 과기부 이외에 다양한 사업으로부터 재원을 확

보해야 하며, 연구개발 투자규모의 절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결과 및 기술혁신 

성과의 성장동력화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을 투입보다는 성과･확산에 치중하여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 그리고 과기부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 전체사업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체 기술수요 및 기술예측, 기술수

준 분석 등을 반 하여 중장기 국가 기술개발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우선순위를 

관리하고 연구개발, 산업화 및 시장 확산 단계별로 전략 기획･평가 및 성과 관리, 기

술이전, 기술평가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 R&D사업 기획 시, 경제

성(타당성) 및 선행 특허정보 분석, 특허의 사업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운 관리체제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연구소의 혁신역량 

강화와 함께 특히 기업과 대학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혁신역량의 연계･공유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연구소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적 기술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 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타 출연(연)과의 협

동연구개발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연구역량의 공동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연･산･
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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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특허정책은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과 실질적인 연구개발 성과 증진을 

연구소의 경 모델 선진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지양하여 특허 등록 유지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하여 특허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및 연구 성과를 촉진 그리고 등록비 및 유지비를 절감하여 기관운 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확보되는 특허의 효과적인 활용을 전제로 우수한 특허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서 연구과제의 선정, 중간 및 최종 평가 시 특허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출원, 

등록 시점 마다, 그리고 일정기간의 경과(3～5년)마다 주기적으로 구체적인 특허 활용

(기술이전 또는 자체 활용, 매각)을 심층 검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주발명자의 의

사는 참고하되, 선행특허/논문조사, 시장 조사, 기술예측 등의 가능한 한 객관적 자료

와 해당분야 전문가의 심층검토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나.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추진 기본방향과 세부추진 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이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정보/자료를 수

집･분석･연구하 다.

정책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연구된 내용이 실제로 가치 있게 활용되는 것이다. 연

구결과 중 일부는 국가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부실행계획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 부처/기관 협의 하에 마련되거나 이미 수

립･시행 중에 있다. 

- 정부출연(연) 연구활성화 방안 : 토탈로드맵, 전문연구사업, 탑브랜드사업 기본

개념과 이를 포함한 정부 R&D 사업 기획 및 평가 기본방향 제시

- 국가 지식재산전략체계 구축방안 : 지식재산, 특히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활용성과 관리 기본방향제시 

이를 포함한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 추진의 기본방

향과 세부추진 방안을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자력연구개

발의 전략 기획 및 성과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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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원자력 신 성장 동력기술 특성 분석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IMF 금

융위기 이후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미래가 불확실한 무한

경쟁사회에서 경쟁 국가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는 반면 대체산업의 부상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보호주의

와 국제적인 블록화 심화에 따라 미래에 거대한 시장 형성이 기대되는 미래 유망 기

술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이정원 외, 2003).

따라서 당면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새
로운 성장분야 발굴 및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미래 유망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국가전략핵심기술(5T Technologies) 등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주

도적으로 견인할 첨단신기술 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나, 미래유망기술의 경우 그 범

위가 광범위하고 개발을 위한 초기 리스크가 크며 국가 간 경쟁이 심하여 기술개발 

성공 및 선점 가능성이 낮아 정부부처와 민간부문의 경제주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

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능형 로봇과 바이오 신약․장기 등 향후 단기간 내에 
출시 가능한 제품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정, 범부처 공동 추진체를 정립하

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3).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의 연구개발 방향을 감안하여 원자력 분야도 미래 유

망 기술의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 증대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함양하고 

국가의 발전목표와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원자력계는 21세기 원자력 부흥에 대비하고 기술주도권 확보를 통한 기술경

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원전 개발 국가들은 원전의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

진 중에 있다. 특히,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에너지원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의 증

폭과 교토협약의 발효(2005. 2)로 본격적인 원자력 르네상스의 도래를 확신하는 목소리

들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기술정책연구실, 2005).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적으

로는 에너지이용의 환경성, 지속성 요구 증대와 원자력의 긍정적 역할 인식이 확산되

고 있으며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IAEA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등 첨단 원자력기술의 국제

공동개발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한국표준형원자로(KSNP), 핵연료,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1400) 등 기존의 원자력기술개발성공 경험을 바탕

으로 다목적중소형원자로(SMART), 원자력수소생산기술(VHTR) 등의 개발과 2007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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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목표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획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원자력 기술을 둘러싼 환경은 시장 환경과 경쟁 등 기존의 구조에 새로운 

균형이 가해지는 시점이며, 향후 원자력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전략적 변곡점’의 시기에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의 발

굴과 특징 분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방식32)을 통한 원자력 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을 발굴 및 특징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개발에 있어 전략적 중요도가 큰 기술 분야를 선별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어 원자

력 기술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정책운 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산출･보급･확산시켜서 이 분야에 관
여하는 대상자들의 관점과 지식을 제고시키고 이러한 확산효과를 통해 원자력 기술 

육성을 위한 우리의 전반적인 역량 제고 및 효과적인 기술개발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환경 분석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고유가시대에 따른 에너지안보의 중요성 증대, 

수소경제의 도래 등 원자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구의 평균 대기온도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거

의 정설로 굳어졌으며, 이는 기후변화를 위한 정부 간 패널(IPCC)회의를 위해서 모이

는 수천 명의 각국 학자들의 회의 때마다 확인하는 사실이다. 이들은 가장 최근에 열

린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온실기체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2100년에는 지

구 평균기온이 최저 1.6 
o
C, 최대 5.8 

o
C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을 시작하 으며, 온

실가스 감축 기술 보유여부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원자력 발전의 전(全)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단위 배출량33)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의 하나로, 1 

32) 델파이 방법은 반복되는 여론조사 및 전체 의견의 통계적 제시를 통해 특정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체계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성적인 미래연구방법임(Brown, 1968)

33) 발전의 전(全)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원자력이 9～30, 풍력이 11～75, 천

연가스가 460～1,234, 석탄이 860～1,290 (gC/kWh) 임(IAEA Bullet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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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전체 에너지 사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단지 28.6 

g-CO2/kWh34)에 불과하다(정환삼 외, 2005). 또한, 원자력이 없었다면 OECD 국가의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보다 약 1/3 가량 더 증가하 을 것이며 이는 양

으로 볼 때, 연간 이산화탄소 12억 톤에 이르며 OECD 국가의 에너지사용에 따른 이

산화탄소 배출량의 10%에 해당한다(정책연구부, 2005).

석유수요 증가에 따른 원유 및 공급능력 확충 미흡과 지정학적 불안요인, 산유국

의 자원민족주의로 인해 국제 유가는 50 $/bbl(2005. 11월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55～60 $/bbl을 유지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한림과학기술 포럼 

초록집, 2005).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 원자력에너지는 연료 확보의 안정성 측면과 에너

지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

능한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인구 및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제한된 자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한 새로운 에너지 개발 및 세계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압력은 새로운 청

정에너지의 개발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미래에너지 수요 및 환

경 친화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수소에너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선진국들은 이미 앞을 다투어 수소생산을 위한 고온가스

원자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가장 경

제적인 방법이 고온가스로의 열원을 이용한 열화학수소 생산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0년부터 이른바 ‘마츠나가 수소연구 개발법 (Matsunaga Hydrogen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제정을 통해 요소기술 개발을 수행하여 왔으며 2003

년 부시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향후 5년간 17억불을 투입하여 수소인프라, 연료전지 

및 이를 이용한 자동차 기술개발을 수행할 것이라 언급하 다. 이의 일환으로 미국은 

열화학법에 의한 수소생산 기술 개발을 2015년까지 실증하려는 목표로 Nuclear 

Hydrogen Initiative을 추진 중이다(DOE, 2004). EU는 5년간 20억 유로를 투입하여 재

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개발을 추진하고 9개 도시에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시범운행 

프로그램을 운 할 예정이다. 지난 1980년대부터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온 

일본은 이미 수소생산 및 발전을 위한 고온가스냉각로(HTTR) 건설을 완료하고 운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원전 이용에 부정적인 향을 끼쳐 왔던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의 반대와 독일, 이탈리

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원전 폐지 정책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 

34) 에너지원의 각 에너지사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 수

치는 원자로의 대표적인 유형인 가압경수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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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그린피스 전직 이사인 호주의 폴 길딩(Paul Gilding)은 시베리아 빙하의 해빙을 

계기로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지구온난

화 문제, 대규모 정전사고 등 에너지 안전보장 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

한 정치적 요구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길부종, 2005).

3. 신 성장 동력 기술의 도출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의 도출에 있어 효율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와 ‘전문가조사(Expert Survey)’를 병행하 다. 

「미래기술 수요조사」(정환삼, 2002)의 26개 원자력 주요기술,「국가원자력기술지도
(NuTRM)」(한국원자력학회 외, 2005)의 27개 기술 중 공통적으로 제시된 기술을 도출

하여 1차적으로 유망 기술로 선별하 으며 이들 기술을 대상으로 원자력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2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차적으로 선별하 다. 설문 조사는 

연구소 내부의 전문가로부터 관련 내․외부 전문가를 추천받는 형식을 취하 으며 전문

가는 공정한 평가에 의한 설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패널리스트는 제외하 다. 총 설문 응답자 241명 중 42%에 해당하는 102명

이 응답해 주었으며 응답자의 소속 기관별･전공별･현재 직무별 분포는 (표 3-10)과 같
다.

표 3-10. 설문 응답자의 분류별 분포 

분류 세부분류 도수 (%)

소속에 따른 분류

학교 37

연구소 31

산업체 29

정부기관 3

합계 100

전공에 따른 분류

원자력/에너지 46

기계/재료 29

전자/정보 7

기타 18

합계 100

현재 직무에 따른 분류

연구개발 55

교육 29

정책/기획 3

기타 13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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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이 향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새로운 원자력 분야의 신 성장 

동력 도출에 있기 때문에 1, 2차에 걸쳐 도출된 기술을 ‘혁신기술35)’과 ‘기반기술36)’로 

나누어 그 중에서 ‘혁신기술’을 최종 분석 대상(표 3-11)으로 선정하 다. 

표 3-11. 분석대상 기술의 개요

35) 혁신기술은 연구개발결과 확보될 기술이 실용화 및 산업화되어 미래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직접적인 활용도가 높으며, 미래 국가산업 및 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서 국제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기술

36) 연구개발결과 확보될 기술이 미래 산업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기술로서 신 성장 동력의 기술개발과 과학기술 탐구 지원 또는 비 리적 국가 자생력 

증진을 위한 기술능력 확보가 목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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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 성장 동력 기술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의 특징 분석을 위하여 최종 선정된 8개 

기술의 상용화 실현시기, 세계시장규모와 국내기술 매출액, 기술개발수준, 미래사회기

여도, 국가핵심기술과의 연관성, 기술혁신단계에 대해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 다. 

가. 상용화 실현시기

그림 3-20. 분석대상 기술의 국내/외 상용화 실현시기  

분석대상 기술에 대하여 (그림 3-20)와 같이 국내 및 선도국의 상용화 실현시기를 

조사하 으며, 선도국의 상용화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도시하

다.

조사결과,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이하 ‘연구로’)’ 등 3개 기술이 Near-Term 

Development 기술로, ‘원자력 혁신재료(이하 ‘혁신재료’)’ 등 3개 기술이 Mid-Term 

Development 기술로, ‘원자력 수소생산 기술(이하 ‘VHTR’)’ 등 2개 기술이 Long-Term 

Development 기술로 구분되었다. 국내 상용화 실현시기에 따른 선도국과의 실현시기 

격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술이 선도국과 5～10년의 실현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VHTR'과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 로봇(이하 ‘로봇’)’ 기술의 경우 선도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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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상용화 될 것이라 예측되었다. 

대부분이 기술이 선도국과의 실현시기 격차가 5년 이상일 것이라 예측되어 시장 

선점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면 좀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

기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화 실현시기가 빠른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선도국간의 실현시기 격차를 줄이는 가운데 핵심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이와 관련된 중

장기 실현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개발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나. 세계시장규모와 국내기술 매출액37)

그림 3-21. 분석대상 기술의 세계시장규모와 국내 매출액

분석 대상 기술의 사업성 평가를 위해 상용화 시 세계시장규모와 국내 기술 매출

액을 조사하 으며 세계시장규모를 기준으로 (그림 3-21)과 같이 3개 그룹으로 구분하

다. 각 기술의 세계 시장규모는 대략 연간 1～1,000억 $, 국내 기술의 매출액은 연간 

0.1～100억 $로 예측되었다.

‘VHTR’과 ‘소듐냉각 고속로(이하 ‘SFR’)’ 기술이 시장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

되었으며(I-Group), ‘다목적중소형원자로(이하 ‘중소형원자로’)’ 등 3개 기술이 연간 1

0～100억 $ 규모로 (II-Group), ‘로봇’ 등 3개 기술이 연간 10억 $ 이하의 시장을 형성

37) 본 연구에서 각 기술들의 세계시장규모와 국내 매출액 평가는 간접효과를 고려하지 않

은, 기술의 직접적 효과(제품 판매에 의한 매출)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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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측되었다(III-Group). 국내 기술의 매출액은 대부분이 세계시장규모의 

10% 내외로 조사되었다. 'VHTR'과 'SFR' 기술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중

소형원자로’ 기술과 ‘연구로’ 기술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 이상 될 것이라 조사되

었다.

'VHTR'과 'SFR' 기술의 경우 타 기술에 비해 시장성은 뛰어나지만 이러한 기술들

은 대부분이 기술개발 초기 단계여서 시장 규모에 있어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III-Group의 기술들은 연간 1～10억 $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이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활용만은 고려한 것이고, 관련

분야의 파생적 효과를 따진다면 그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 기술개발수준

그림 3-22. 분석대상 기술의 기술개발수준

분석대상 기술의 개발 수준을 선도국 및 국내로 나누어 조사하 으며, 선도국 기

술개발 평균을 기준으로 4개 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역의 정의 및 해당기술은 (표 

3-12)와 같다. 설문대상 8개 기술 중 2개(중소형원자로, 연구로) 기술이 연구개발 수준

이 가장 높은 기수로, 3개(로봇, 레이저, SFR) 기술이 중간 수준으로, 3개(혁신재료, 핵

연료, VHTR) 기술이 기술개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도국의 기술개발 평균은 67.5%, 국내 기술개발 평균은 37.5%로 약 30%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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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혁신재료’ 등 3개 기술은 선도국과 약 20%의 기

술격차가, ‘VHTR’ 등 2개 기술은 30%의 기술격차가, ‘SFR' 등 3개 기술은 선도국과 

40%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2. 그림 3-22의 각 역별 정의

라. 미래사회기여도38)

분석대상 기술이 미래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요지향적인 기술임을 조사하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쾌적한 환경’, ‘에너지자원의 확보’, ‘국가 안보의 보장’, 

‘원자력 수용성 증대’ 등 5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대상 기술의 기여도를 조사하 다. 조

사 결과 ‘핵연료’, ‘레이저’ 기술은 원자력 수용성 증대에, ‘로봇’, ‘연구용원자로’ 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혁신재료’, ‘중소형원자로’, ‘VHTR', 'SFR' 기술은 에너지자원

의 확보에, ’중소형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로봇‘ 기술은 ’국가 안보의 보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로봇’ 기술의 경우 노령화 사회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저하를 보상하고 고

방사능 지역에서의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하기 위한 지능형 서비스 로봇 개발이란 점

에서, ‘연구용원자로’ 기술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대량 생산하고 방사선 질병 치

료 기술 등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자원의 확보’와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원자력 기술이 전력의 안정공급과 국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

며 향후에도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원자력 기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 미래사회 기여도 평가에 있어 각 전문가들에게 5가지 요소의 총합을 100%로 하여 중

요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 음. 본 조사에서의 미래사회기여도는 상대적인 평가이며, 

어떤 요소의 기여도가 0%라 해서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님.



- 145 -

그림 3-23. 분석대상 기술의 미래사회기여도

마. 국가전략핵심기술과의 연관성39)

21세기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신기술(5T Tech.)이 전면에 부상

하고 있고, 최근 정부는 이러한 신기술을 국가전략핵심기술로 선택, 개발에 집중투자

하고 있어, 원자력 기술과 5T 기술과의 연관성 분석은 정부의 투자 방향과 과학기술환

경 변화에 부합하는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 도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기술의 국가전략핵심기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 

분석대상 8개 기술 중 ‘로봇’ 기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이 ET와 연관이 가장 큰 것

39) 국가전략핵심기술과의 연관성 평가에 있어 각 전문가들에게 각 연관기술의 총합을 

100%로 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 음. 따라서 본 조사에서의 국가전략핵심

기술과의 연관성은 상대적인 평가이며, 어떤 기술과의 연관성이 0%라 해서 전혀 관련

이 없다는 의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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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원자력 시스템 기술 자체가 ET 분야에 속하며 그 활용에 있어

서도 ET 기술과 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로봇’ 기술은 ‘IT'기술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원자력 분야에서

의 ’로봇‘ 기술은 고방사선 환경의 원자력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자율 이동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로봇시스템 개발과정에서 부가적 

필요성에 의해 창출되는 신개념의 센서가 개발되고, IT, MENS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로봇‘ 기술과 관련된 IT 

파생기술로는 가상현실, 원격제어, 지능형 서비스 로봇 기술 등이 있다.

그림 3-24. 분석대상 기술의 국가전략핵심기술과의 연관성

‘연구용원자로’ 기술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신약개발, 

생체분자 학문 연구, 의료복지향상 등에 있어 BT와의 연관성이, 미세구조 특성연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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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NT 기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되며, ‘혁신재료’ 기술은 고강도 재료 개발, 

기능성 복합체 개발, 나노산화물 입자분산 및 규명기술에서 NT 기술과, 초고온 재료 

개발에 있어 ST 기술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바. 기술혁신단계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의 기술혁신단계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 

조사하 으며(그림 3-25),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 구축을 위해 기술혁신의 동태적 발전

단계에 따른 특징 및 기술추격국의 기술학습 단계와 그 특징을 제시하 다(표 3-14).

기술혁신단계는 기술추격국의 기술학습 단계에 따라 획득단계, 적응단계, 혁신단계

로 분류되고 기술혁신의 동태적 발전단계에 따라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로 분류된다

(Utterback, 1994).

표 3-13. 기술추격국의 기술학습 단계와 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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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기술혁신의 동태적 발전단계와 특징

그림 3-25. 분석대상 기술의 기술혁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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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설문 결과, 분석 대상 기술 중 ‘연구로’ 기술은 세계적으로 성숙기에 국내

적으로는 적응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레이저’ 및 ‘혁신재료’ 기술은 세계적

으로 성장기에 국내적으로는 획득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핵연료’ 등 3

개 기술은 세계적으로 성장기에 국내적으로 적응단계에 있는 것으로, ‘VHTR' 및 ’SFR'

은 세계적으로 태동기에 국내적으로 획득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혁신 이론에 의하면 ‘연구로’ 기술의 경우 제품성능 및 생산 공정 기술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상황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면서 부분적인 성능 향상 및 생산 

기술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더 이상 장비나 생산조직을 포함해서 생산방법이 경제적

으로 개선되거나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제품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생산 공정 기술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Process Technology)가 이루어져야 한다.

‘레이저’, ‘혁신재료’, ‘핵연료', '중소형원자로’, ‘로봇’ 기술은 성장기에 있는 기술로

서 지배제품이 출현하여 성능표준 및 시스템이 정형화되기 이전에 선도국의 기술 수

준에 근접해야 세계시장에서 국내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SFR’ 및  ‘VHTR' 기술은 태동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술은 국내/외

적으로 기술개발 초기에 있으므로 개발 실적에 따라 우리의 기술 경쟁력 위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기술들이다. 이 역의 기술들은 제품혁신, 즉 제품의 개

발 및 성능 개선을 통한 제품 기술의 표준화 (Dominant Design of Product 

Technology)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요약 및 결론

지난 20여 년간 원자력 기술은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미국의 TMI 사고를 계기

로 반핵단체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세계적인 침체기에 있었다. 그러나 고유가 및 세계

적 자원 확보 경쟁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교토의정서 발효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원자력 기술의 르네상스 도래를 확신하는 목소리들이 힘을 얻

고 있다. 특히, 원자력 기술은 에너지원으로서 경제성이 있으며,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

고 깨끗한 환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신기술과 연관성이 깊어 

개발 추진 정도에 따라 기술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유망한 원자력 기술을 도출하고 이러

한 기술들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경수로용 저온고출력 핵연료’ 기술 등 8개 기술을 도

출하 으며 선도국의 상용화시기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 다. 기술별로 상용화 

시 연간 1～1,000억 $의 세계시장과 연간 0.1～100억 $의 국내 매출액이 예상되었으며, 

대부분의 기술이 선도국과 20～40%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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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중소형원자로’ 및 ‘연구로’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술들이 국가전략핵심기술 중 ET, IT와 연관성이 깊으며, 에너지확보 및 원

자력수용성 증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혁

신단계상 대부분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성장기에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획득 및 적응 

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혁신이론에 따른 개발전략으로 성숙기에 위치한 

‘연구로’는 부분적인 성능향상 및 생산기술 개선이 필요하며, 성장기에 위치한 ‘핵연료’ 

등 5개 기술은 제품기술의 표준화를 통한 표준기술 창출을, 태동기에 위치한 ‘SFR' 및 

’VHTR' 기술은 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3-15.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의 특징 요약

대상기술 상용화 시기
세계시장규모

(억$/yr)
기술개발수준 관련 5T 기술 혁신단계

연구로 Near-Term 0.1~1 국내<선도국 BT, NT. ET 성숙기

중소형원자로 Near-Term 10~30
국내 및 선도

국 모두 높음
ET, IT 성장기

레이저 Near-Term 1~2 국내<선도국 ET, ST, NT 성장기

로봇 Mid-Term 1~10 국내<선도국 IT, ST, ET 성장기

SFR Long-Term 100~500 국내<선도국 ET 태동기

핵연료 Mid-Term 100~200
국내 및 선도

국 모두 낮음
ET, NT 성장기

혁신재료 Mid-Term 10~100
국내 및 선도

국 모두 낮음
ET, NT, ST 성장기

VHTR Long-Term 500~1,000
국내 및 선도

국 모두 낮음
ET 태동기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

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 성장 동력 추진계획’과 상호 연관되어 개발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오늘에 이른 것은 정부가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 기 때문이므로 향후 연구 기획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일

관된 계획을 가지고 기술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 기관간의 긴 한 협

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국내 기술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

여 조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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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는 국내외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원자력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의 달성을 위해 원자력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과 국가 원자력 연구개

발 전략 수립의 관점에서 (1) 원자력 기술정책 동향 분석하고 (2) 원자력 R&D 혁신전

략을 개발하 다.

①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기술 정책적 의미

국내 기술정책 동향에 있어 2007년부터 5년간 시행을 목표로 제시된 제3차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은 제1차 및 2차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과,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기술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원자력기술

개발의 혁신은 우리가 개발한 원전을 수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을 잘 반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제3차 종합계획에

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 정책적 전략은 국제기술협력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기

술간 퓨전을 통한 혁신 달성이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중대한 기술개발 전략으로 부각

하고 있는 점을 반 하여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특히 방사선기술 분야에서 이를 강조

하고 있다.

② 일본 원자력정책 동향의 시사점
일본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속증식로 가동 전까지 기존 경수로를 활용하고, 핵연료

주기확립을 기본목표로 고속증식로 주기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시

바의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인수 등 원자력선진국인 미국, 프랑스와의 적극적인 협력관

계 유지를 통해 세계 원자력시장 진출을 꾀하고 이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이해를 높이고, 원자력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 추진을 위

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증식로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2050년 이후 추진될 고속증식로 시대를 대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핵심기술을 우리 

고유의 기술(KALIMER)을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확립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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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 원자력기술협력 활성화의 의미
과거의 독자적 또는 우방국가간 제한적, 배타적으로 수행되었던 원자력연구개발은 

현재 국제적인 공동연구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은 대형 연구개발

의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자율화된 에너지 시장에서의 원자력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은 미래형원자력시스템 기술의 

공동개발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 으나 기술주도의 공동연구인 Gen IV, 

수요국 관점에서 제도/인프라까지의 포괄적 접근을 하는 INPRO 그리고 양국간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한 I-NERI는 성격과 추진 과정에서 차별화 되는 점이 있다. GIF

는 미래 기술표준의 참여 및 선진기술의 확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중점연구와 연계

한 연구계획을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며, I-NERI는 한미 양국 간 특성화된  

분야의 기술 습득과 향후의 장기적 방향을 고려하여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

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INPRO를 통하여는 선진기술의  세부기술개발에 치중하기 보

다는 미래혁신형 원자력시스템의 도입과 수출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

람직 할 수 있다.

④ GNEP의 등장과 대응

미국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화석연료 해외의존도 감소, 새로운 핵확산저항성 기

술을 이용한 핵연료 재순환, 세계의 청정개발과 경제성장에 기여, 핵확산위험을 줄이

기 위한 최신 기술 활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NEP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

표하 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 행정부는 미국 내 원자력이용확대, 핵확산

저항성 핵주기 실증, 방사성 폐기물 발생 최소화, 개량연소로 개발, 신뢰성 있는 핵연

료공급체계 구축, 소형원자로의 실증, 비확산 세이프가드 강화를 주요 추진정책으로 

채택하 다. GNEP는 우리나라의 핵연료 정책과 에너지 안보, 원전 기술 수출 및 첨단

기술 확보에 큰 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 보유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연료공급국에 포함되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⑤ 신에너지 기술의 환경 향 및 기여도 평가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고갈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환경성이 중요한 이슈이다. 에너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더욱 중대

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원자력 연구개발에 있어 올바른 기술정책 수립을 위

해서는 원자력기술 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을 아

우르는 지속가능성 측면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점은 장려하고 

단점은 개선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환경측면에서 중요한 청정에

너지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풍력발전기술의 환경 향을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nalysis)를 통해 분석하고, 원자력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 1차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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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전력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능력을 평가토록 하 다. LCA를 통한 지구온난화잠

재성(GWP Global Warming Potential)을 평가한 결과 대상 풍력발전소는 전과정에서 

13.2 g CO2-eq./kWh을 배출하 고, 이는 원자력의 50% 그리고 석탄화력의 1%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기후변화협약 1차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 국내 전력시장에

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능력으로 평가하면, 풍력과 원자력이 각각 7백만 t-CO2-eq./년 

그리고 185백만 t-CO2-eq./년으로 평가되었다.

⑥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원자력기술혁신 체제에 적용방안
국가 차원의 원자력연구개발 정책은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인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개발, 산업화하여 이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우선, 원전표준화나 핵연료 기술자립과 같은 기존의 기술혁신을 이어갈 새로운 

선도･창조형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 연구개발 재원

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기존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의 수요와 활용성과 관리 강화로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다음은 연구의 혁

신역량 보완을 위해서는 기업･학교 등과 연계와 공유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경  정책을 수립하여 특허를 활용한 수익창출과 실질적인 연구개발 성과증진을 

연구소의 경 모델 선진화에 활용해야 한다. 

⑦ 국가 과학기술 정책분석과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증진 방향
출연 연구기관은 항상 새로운 성장동력을 탐색하고 이를 통한 국가발전 동력을 제

공해야 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기획하고 있는 기술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확보된 지적자산의 활용

도 극대화에 노력해야 하고 앞으로 성취코자하는 기술목표의 효율적 달성방법을 고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의 취지를 숙지

하고 이행과정을 주시하여, 이를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정부출연(연) 연구활성화 방안 : 토탈로드맵, 전문연구사업, 탑브랜드사업 기본 

개념과 이를 포함한 정부 R&D 사업 기획 및 평가 기본방향 제시

- 국가 지식재산전략체계 구축방안 : 지식재산, 특히,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부 연

구개발사업의 특허활용 성과관리 기본방향 제시

⑧ 원자력 신성장동력기술의 특징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유망한 원자력 기술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술들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경수로용 저온고출력 핵연료’ 기술 등 8개 기술을 도출하

으며 선도국의 상용화시기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 다. 기술별로 상용화 시 연

간 1～1,000억 $의 세계시장과 연간 0.1～100억 $의 국내 매출액이 예상되었으며, 대부

분의 기술이 선도국과 20～40%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개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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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소형원자로’ 및 ‘연구로’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

부분의 기술들이 국가전략핵심기술 중 ET, IT와 연관성이 깊으며, 에너지확보 및 원자

력수용성 증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혁신

단계상 대부분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성장기에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획득 및 적응 단

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혁신이론에 따른 개발전략으로 성숙기에 위치한 

‘연구로’는 부분적인 성능향상 및 생산기술 개선이 필요하며, 성장기에 위치한 ‘핵연료’ 

등 5개 기술은 제품기술의 표준화를 통한 표준기술 창출을, 태동기에 위치한 ‘SFR' 및 

’VHTR' 기술은 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 신 성장 동력 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 성장 동력 추진계획’과 상호 연관되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오늘에 이른 것은 정부가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

구개발을 지원하 기 때문이므로 향후 연구 기획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일관

된 계획을 가지고 기술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 기관간의 긴 한 협조

가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국내 기술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조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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