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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원자력의 국내․외 환경변화 대응방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

우리나라 원자력이 처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해 그 대응방안을 연구하여 적절

한 원자력정책 자료를 도출한다.

나. 필요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안의 한 가지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이다. 이에 따라

지금 우리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원자력분야의 현안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원전관련 미개발 원천기술의 조기확

보,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등을 서둘러야 하며, 원자력외

교를 강화하여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여러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계 원로, 원자력분야 기관장 등을 포함한 여론주도 층의 축적된 경륜과 지식

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을 마련, 원자력 르네상스 도래에 대비한 여러

현안의 논의와 대응방안 도출은 매우 유의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원자력원로포럼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발표․토의함으로서 적절한

대응방안 자료를 도출한다.

가. 세계 원자력시장,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나.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

다. 한․미원자력협력의 기회와 난제

라. 원자력, 국민과 소통되고 있나? -효과적인 원자력홍보를 위하여

IV. 연구개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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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자력의 현안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응방안들이 도출되

었다.

가. 해외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미개발 원천기술의 조기개발, 원전관련 수출상

품 다양화, 원전플랜트수출 업무모델(business model)개발, 원자력산업체의 민영화․ 
수출창구 단일화, 경험 있는 은퇴 원자력 전문인력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해 기술 분야별 세부추진일정 확정 및 이행기반

조성,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미래지향적 개정과 정치․사회적 여건조성, 연구개발 투

자예산 확충방안 강구, 미래원자력기술 실증용 연구부지 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간 협력에서 적절한 위상확보를 위해 기

술능력 제고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설득, 사전 양해방법(programmatic prior consent)

과 합의 결정방법(joint determination) 중 중간 타협 선의 제시 및 이를 위한 국내

의견결집과 최종 정책결정자의 의지천명 등이 중요하다.

라. 원자력의 효과적인 대국민홍보를 위해서는 단순홍보보다 문화적 특성을 고

려한 창의적 소통모델 개발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여론형성과 주요정책에 영향력 있는 지도층 인사 등의 토

의를 바탕으로 원자력분야가 당면한 여러 문제의 해소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됨으로서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원활한 개발과 건실한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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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Study on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in-and-out nuclear environmental

change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advent of a nuclear Renaissance is inevitable because it is

indispensable to expand the uses of nuclear energy as the alternative for a

growth of green energy with a low carbon emission. At this time, prompt action

is needed to solve troublesome issues encountered currently in order to make

efficient use of these favorable opportunitie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imely original technologies lacked in

relation to nuclear power system. Also, appropriate measures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technology

should be ready for practical use. In addition, variety of bottle necks, which are

curb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have to be eliminated by intensifying

diplomatic efforts. In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set up applicable

measures for facing to the renewal of a nuclear Renaissance. The measures could

be derived from freely profound discussions among seniors in the nuclear

society including persons in charge of many nuclear organizations and opinion

leaders on the basis of knowledges and experiences accumulated in the course

of their expertis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Materials for practical measures are drawn up by holding the nuclear senior

forum, and presenting and discussing freely on topics as follows;

- How can we achieve a prior occupation in the world marke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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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al scheme of future nuclear power system

- Challenges and favorable opportunities in ROK-US cooperations for nuclear

energy aspects

- For the effective way of attaining a public acceptance

IV. Results of the Project

Some measures which are applicable to cope effectively with current issues

of nuclear energy in Korea have been derived from this study.

- To achieve a prior occupation in the world marke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following issues should promptly be solved;

Timely developing indigenously original technology lacked in relation to

nuclear power system, diversifying trade commodities, developing export

business model, privatizing the nuclear industrial organization, an export

window of nuclear commodities, and mobilizing the retired nuclear scientists and

engineers to practical works.

- To develop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following issues should be

addressed;

Setting up detailed milestones, amending the ROK-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building up politically and socially favorable environments and

securing R&D funds as well as a site available for verifying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technology.

- To revise the existing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ROK and US,

it is prerequisite to get meaningful R&D results in pyro-processing technology,

and on such a background a strategic ROK-US cooperation proposal might be

effective in negotiations between the joint determination and the programmatic

prior consent.

- For the effective way of getting a public acceptance, a creative

communication model should be developed in due consideration of the Korean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reliability in communication should be ac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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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al for Applications

Practically applicable measures which could get rid of many troublesome

issues encountered in current nuclear discipline have been derived from

presenting and discussing profoundly the appropriate topics among opinion

leaders and important figures in the nuclear society in Korea. The measures

obtained in this study will find a wide application for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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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2만 달러 국민소득과 동북아 중심 국가역할 등 국가적 과제 달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원자력은 그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기술자체는 물론 정치,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유가 상승, 온실가스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원자력이 주목 받고 있

다. 근래의 원자력발전기술 진전과 경제성,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방사성폐

기물 관리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1]~[5]. 또한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주축

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상보적 결합정책을 폄으로서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효과를 대

폭 감축시켜야 하며[6], 장기적으로는 수소연료를 개발, 실용하기 위해 원자력을 이

용한 수소 생산연구를 가속화해야 한다[7]. 고유가 시대의 도래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의 증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8월 대

통령이 저탄소․녹색에너지의 생산이용을 국가에너지 비전과 정책방향에 포함시켜

발표함으로서 이를 강력히 추구하게 되었다. 원자력에너지는 저탄소 에너지임으로

당연히 중점 개발․이용 대상이다. 이에 의하면 적정 원전설비 비중은 2030년까지 40

%(적정 원전발전 비중; 2030년까지 약 60 %)를 목표로 하고 있다[8]. 이에 따라 앞

으로 원전부지 추가확보,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원전건설 재

원조달, 원전 수출산업화, 대국민 수용성 제고 등 여러 현안들이 그 해결을 기다리

는 상황이 되었다.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에

서 원자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최되는 「원자력원로포럼」은 우리나라 원자력계 산․학․연․관
의 전․현직 기관장, 학회장, 관련 단체장, 주요 보직자, 원로 등이 참석하는 포럼으로

그동안 원자력 계의 주요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고위 정책결

정자들과의 혐의를 통하여 원자력계의 주요 당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역할도 수행

해 왔다.

원자력계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원자력 계 원로 모

임인 이 포럼에서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우리나라 원자력정책의 발전적

추진에 기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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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범위

가. 정부, 산업계, 연구계, 의료계, 학계 등의 기관장, 보직자 및 원자력 원로들

과 여러 유관기관의 유력인사들이 참석하는 “원자력원로포럼” 모임을 개최하여 선

정 발표된 주제에 대해 심층 토의한다. 주제, 발표자, 토론자 등은 과제 내 전문가

(연구 참여자) 회의에서 토의하여 결정한다.

국내 원자력계의 현안문제의 해소․완화 방안과 원자력이용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토의 대상(범위)으로 한다. 과제수행 기간 중 수차의 원로포럼을 개최하여 주

제를 발표․토의하고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 여건에 맞는 원자력 정책

자료를 추출, 제시한다.

나. 「원자력원로포럼」에는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의 원자력분야에 종

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원로와 원자력분야 여러 기관 책임자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며

주제내용에 따라 참석대상자를 확대․조정한다. 포럼 개최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기

위하여 개최하기 약 1 개월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한다.

다. 「원자력원로포럼」에서는 지정토론자의 토론 이외에 참석자로부터의 질의

나 의견에 대한 응답 및 토의를 진행한다.

라. 「원자력원로포럼」에서 발표․토의된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현안 타개와 관

련되는 가치 있는 자료를 요약하여 정책 자료로 제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을

통하여 여타 정책연구과제의 수행방법과 차별화한다.

마. 과제기간 중 발표․토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원자력시장,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2)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
(3) 「한․미 원자력협력의 기회와 난제」
(4) 「효과적 원자력홍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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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현황

원자력 개발․이용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는 그 나라가 처해있는 대내･
외 환경에 부합되는 원자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 예로 신규 원자력발전용 원자로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있던 미국이 근래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원자력에너지를 확대․이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원자력발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자력 르네상스의 불을 지피고 있다[13]. 최근 에너지

위기를 맞으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를 선언하며 2006년 핵 비 확산성을 제고

하는 새로운 원자력기술 개발에 관한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제안, 여러 나라의 동참을 이끌어내 추진하였으나 Obama 행정부가 현

재 이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하려하며 추진이 유보된 상태에 있다. 방사성폐기물

의 Yucca산에의 처분[9]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왔다.

당초 이 계획은 원자력연료의 효과적 이용과 핵 비 확산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국제적으로 재처리를

시행하여 재처리 의뢰국에 원전연료를 공급한다는 발상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함

으로서 세계 각국의 산발적 재처리에 따른 잠재적 핵 확산 가능성을 예방하면서 사

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GNEP 제안 이후 비 재처리국가들로

부터의 반발이 심해지자 당초의 취지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고 점차 퇴색하는 듯

한 인상이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축적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차원에서 참여해왔고 GNEP 틀 안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기대되어왔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러시아도 제안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미 확보하고 있

는 핵연료재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재처리 희망국으로부터 관련시설 건설기금 투자

를 받아 그 액수에 비례하는 만큼의 핵연료 재처리를 시행하여 새 핵연료를 제공한

다는 것이었다.

한편, 독특한 원자력정책을 구사하여 지속적인 원자력산업 육성개발과 복지향상

을 이룩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혼란시기를 슬기롭게 극복

하고 원자력정책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개토론, 의견수렴과정을 거

쳐 현재 핵연료주기기술 완성 및 고도화를 위한 고속로(FBR)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

며 미국이 제안한 GNEP 프로그램에 가담, 활발히 참여해 왔다.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 현상과 화석연료의 고갈 우려 등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저탄소․그린에너지에 눈을 돌렸다. 이에 따라 원자력은 르네상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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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하였고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정책은 핵연료의 지속적 확보와 원자력에너지의 효

과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10][11].

이에 따라 원자력이용 개발 국가들은 사실상 그 주도권을 위한 각축전에 돌입

한 상태이며 세계 여러 나라들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정책의 전략적 개발에

몰입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장기 에너지 수급계획,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하여

원자력이용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과제의 필요성에 지적한 대로 현재의 여러

가지 원자력관련 상황은 국책 원자력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고유가 시대의 도래, 에너지 안보위협의 증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

해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8월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에너지의 생산이용을 국가에너

지 비전과 정책방향에 포함시켜 발표함으로서 이를 강력히 추구하게 되었다. 원자

력에너지는 저탄소 에너지임으로 당연히 중점 개발이용 대상이다. 이에 의하면 적

정 원전설비 비중은 2030년까지 40 %(적정 원전 발전 비중; 2030년까지 60 %)를 목

표로 하고 있다[8]. 이에 따라 앞으로 원전부지 확보,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전연료

의 안정적 확보, 원전건설 재원조달, 원전 수출산업화, 대국민 수용성 제고 등 여러

현안이 그 해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다행이 근래 원자력에 대한 일반국민의

시각은 과거보다 개선되는 경향이라고 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국민의 원자력에 대

한 수용성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의 원자력 정책방향은 이러한 현안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한 로드 맵을

마련하고 세부 방침을 정하는 데에 집중하는 등 착실한 전략적 기반 위에서 추진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원자력계 원로들이 중지를 모아 국내･외 상황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

을 나누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정부와 원자력산업분야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

여 왔으나 이제는 차원을 달리한 새로운 자세와 접근방법을 통한 정책 마련이 요구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원자력정책 연구개발 관련 「원자력원로 포

럼」의 개최는 시의적절하고 의의 있는 토의의 마당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토의

의 결과는 앞으로 원자력세대간의 지식확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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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 내용

원자력 원로포럼에서의 목적은 우리나라 원자력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정책 자

료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은 앞서 연구수행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래와 같

이 추진하였다.

가. 우리나라 원자력의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토의의 장

(「원자력원로포럼」)을 마련하여 토의한다. 포럼에서 논의될 주제, 발표자, 지정토

론자(패널리스트) 등은 본 과제 내 주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나. 「원자력원로포럼」에는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의 원자력분야에 종

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원로와 원자력분야 여러 기관 책임자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며

주제내용에 따라 참석대상자를 확대․조정한다. 포럼 개최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기

위하여 개최하기 약 1 개월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한다.

다. 「원자력원로포럼」에서는 지정토론자의 토론 이외에 참석자로부터의 질의

나 의견에 대한 응답 및 토의를 진행한다.

라. 「원자력원로포럼」에서 발표․토의된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현안 타개와

관련되는 가치 있는 자료를 요약하여 정책 자료로 제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을

통하여 여타 정책연구과제의 수행방법과 차별화한다.

이번 과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1) 「세계원자력시장,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2)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

(3) 「한․미 원자력협력의 기회와 난제」

(4) 「효과적 원자력홍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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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

1. 「원자력원로포럼」 개최

가. 세계 원자력시장,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 발표자 : 김 시환 (울산대 초빙교수)

○ 날짜 : 2009. 1. 21

○ 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2층 SC컨벤션

강남센터 「아나이스 홀」

(1) 발표 내용

(가) 세계 원자력발전 수요시장과 전망

세계 원전시장은 1960～1970년대에 연 평균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호황을 누렸으나, 1979년의 TMI 원전사고와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신규원전 발주가 중단되는 등 세계 원전건설 사업이 침체되어 왔

다. 그러나 근래에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생활

수준 향상,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원 확보 경쟁 속에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지구 온난화문제로 세계 원전수요가

크게 증가 되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산업 육성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에 거대한 원전시장이 형

성되고 있으며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 기존 원전보유국들도 건설 재개를 추진하

고 있다. 또한 터키, 인니, 베트남, 니제르, 이집트 등 신흥국가들이 신규 원전 도입

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은 에너지 다원화 차원에서 원전도

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에서 429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

계 전력 공급의 약 16%를 담당하고 있다[10]. 이산화탄소 무 방출, 낮은 발전단가,

화석연료 감소와 공급 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세계 원전의 수요가 증가 되고 있다.

최근 IAEA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세계원전 설비는 현재의 약 370 GW에

서 691 GW로 현재설비의 약 2배 증가되고, 이로서 원전발전 비중이 현재 16%에서

27%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세계적인 원자력발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300여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되어야 하며 최대 예상 시장규모는 700조원에 이

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확대되어 거대한 원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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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고 있다.

(나) IAEA의 신규원전 도입국 지원 프로그램

IAEA는 현재 50 여 개국의 요청으로 신규 원전도입국가들에 대해 원전산업 기

반평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 개도국들은 IAEA의 원전사업기반 평가를 통하

여 국제사회로부터 자국의 원전산업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고 또한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종 지원을 받으려 한다. 개도국들은 IAEA로부터 원자력법 제

정, 원자력 규제기관 설립, 인력개발, 원전부지 조사와 평가, 원전도입 타당성 연

구, 원자로기술 평가, 입찰 안내서 준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AEA의 원전산업기반 평가 Mission은 신규원전을 추진하고자하는 회원국들의

요청에 의해 수행된다. 원전도입국의 원전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원자력 규제,

인력개발, 자금조달, 사업관리, 산업체 참여,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핵연료주기

등 총 19개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각 평가항목에는 5～6개의 세부 평가항목

이 있으므로 약 100개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부과된 조건들의 만족여부를 평가

한다. IAEA의 평가 Mission은 개도국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 각종 증빙서류,

면접, 현장방문 등으로 수행된다. IAEA 평가 Mission 은 원전 도입국의 원전도입

결정 전․후와 입찰안내서 발송 전 등 3회에 걸쳐 수행된다. 이러한 IAEA의 평가 사

업에는 많은 경험인력이 필요하므로 한국의 경험 많은 은퇴 원자력 전문인력의 참

여가 요망된다.

현재 IAEA는 원전산업 기반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이러한 IAEA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방글라데시의 원전산업 기반 평가가

IAEA 직원 2명과 외부 전문가(한국 김 시환)에 의해 수행되었다. 방글라데시는

2017년까지 600～1,000 MW 급 원전 2기의 건설을 추진 할 계획이며 공개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고 양국간의 협력에 의한 수의계약을 선호하고 있으며, 기술전

수와 기자재 국산화 계획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IAEA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서 19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 결과, 방글라데시는 원전기반 구축을 위

한 Road map 을 수립하고 원자력법 개정, 3개의 추가 국제협약 체결, 국가 에너지

계획 수립, 인력개발, 자금조달방안 수립, 입찰안내서 작성, 부지 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다) 세계 원자력발전 공급시장 현황

세계 원전공급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Westinghouse 28%, Areva

24%, General Electric 20%, Minatom 13%, AECL 10%, 기타 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원전공급사들은 각사의 고유한 원전모델을 가지고 세계 원전시장 진출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Westinghouse는 AP1000, Areva는 EPR1600, Minato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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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ER1000, 한국은 OPR1000과 APR1400, GE는 ABWR1300, AECL은 ACR100과

CANDU 700을 원전시장에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규 원전 도입과 원전 규모 확대 움직임으로 방대한 세계 원전시장

이 예상되고 있다. 방대한 세계 원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

아 등 원자력선진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극심하다. 이들 강대국들은 IAEA의

peaceful, safe and secure use of nuclear technology를 이용하고 있으며

safeguards, safety, security를 배타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세계 원전공급업체들

은 인수 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산업체제 개편을 본격화하며 해외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업체가 대형화 되고 있으며, 또한 업무통합을

통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 원전공급업체간 심한

경쟁과 전략적 제휴로 다국적 대형 공급회사만이 거대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

된다. BWR 전문 업체인 일본의 Toshiba는 PWR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Westinghouse를 2006년 10월에 인수 하였으며, Mitsubishi는 프랑스 Areva와 joint

venture회사를 2007년 9월에 설립하였다. 또한 2006년 11월 BWR 전문 업체인

Hitachi는 GE와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법인 설립에 합의하였다. 미국시장 공략을 위

하여 Areva는 BWXT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GE 와 Hitachi는 미국에 원자력전문

회사를 설립하고, Mitsubishi는 자사의 US-APR1700으로 미국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의 유수 기업들은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대형

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

직까지 원전산업을 정부가 주도 하고 있으며, 원전 사업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

어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업무에 문제가 있다. 지금과 같은 체제가 계속될 경우 다

국적 대형 원전산업체에 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다.

(라) 국내 원전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① 국내 원전산업 현황

한국은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석유수입 4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총 에너지의 97%(전체수입액의 26%)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

며, 석유는 중동에서 80%를 수입한다. 주요 석유 소비국들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

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다. 특히 석유 소비의 메이저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등은 고유가 대응책으로

원자력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에너지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

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에너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며,

에너지 수입에 쓰이는 막대한 외화를 줄여 국제 수지개선에 기여하고 원자력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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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말 기준의 국내 원자력계 현황을 살펴보자. 1978년 3월 고리 1호기의 상

업운전을 시작한지 30년이 되었으며 원자력 발전량이 2조 kWh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세계 6위권의 원자력발전국가로

성장하였다. 한국표준원전(OPR1000)을 설계․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량 형 한

국표준원전을 개발하여 신 고리 1,2호기 및 신 월성 1,2호기에 적용하여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신형경수로 1400(APR1400)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신 고리 3,4호기 및

신 울진 1,2호기에 적용하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공단

이 출범하여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이 본격화 되고 있다.

2008년 8월에 개최된 국가 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발전비중을 현재 36%에서 2030

년도에 59%로 증가 시키는 계획을 확정 시켰다. 이로서 국내 원전 건설을 지속적으

로 추진 할 수 있게 되고, 원자력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지난 30년간

원전사업은 국가 경제발전과 안정적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세계 어느 나

라보다도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성공적으로 원자력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온 국가

로 인정받고 있다.

② 국내 원전산업의 경쟁력

외국에서는 원전의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건설은 산업체, 운영은 전력회사가

수행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세계 원전의 침체기에도 전력

회사 주도로 꾸준히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운영하여 우수한 원전 건설기술과

원전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신규 원전설계 시에

발전소 운전경험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고, 또한 세계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가장 우수하고 새로운 모델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 또한 원전설계․제작, 건

설․운영 분야에 많은 경험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상용기술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플랜트 수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자력계의 염원인 원전 플랜트 수출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원전수출산업의 대외 창구가 없고 공기업의 특성상 원전플랜트 수출에는 한계가 있

다고 생각 된다. 또한 국내 원전산업 기관간 기능이 분산되어 업무연계가 부족하

며,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고, 핵연료주기분야의 제약, 원전설계의 일부 분야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국내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건설경험, 건설비용

과 운전분야에서 매우 우수하다. 지난 30년간 건설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 단가

는 미국이나 프랑스의 타 경쟁사들의 건설 단가보다 가장 낮다. 또한 우리나라 원

전의 이용률과 운전 정지 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운전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핵연료 공급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 가격경쟁력 확

보를 위해서는 공기단축기술을 개발하여 원전건설에 적용하고 설계․제작․건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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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기술의 고도화를 통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마) 해외 원자력 수출 활성화 방안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한국의 원자력산업체들은 그동안 국내 원전 건설 및 운

전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 결과 기자재, 부품수출,

기술수출, 인력송출 등에는 실적이 있으나, 원전플랜트 수출은 답보상태에 있다.

지금까지 두산중공업(두중), 한수원, 한기, 핵연료(주), 연구소 등에서 총 371여건에

약 9.3 억불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그 중 두산중공업이 7.7억불을 수출하여 전체 수

출실적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건설 운영 중인 OPR1000 2기 수출 시

의 파급효과로는 국내 직접 수출 효과 27억불, 관련 산업 파급효과 5.4조원 , 후속

수출효과 2.2～4.0 조원과 고용창출효과 연 인원 55,00명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파

급효과를 고려하여 올해에는 원전 플랜트 수출을 기대해 본다.

본 주제 발표에서는 해외 원전사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자력

수출상품의 다원화, 원전플랜트 수출의 business model 개발, 주요 정책과제와 원전

건설/기술자립/국산화에 경험이 많은 은퇴전문 인력활용 등을 제시하고자한다.

① 수출상품의 다원화

원전수출전략을 시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수립하고 원자력 수출

상품 다원화를 위하여 공급자 위주에서 수용자 위주의 수출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

이다. 원전플랜트의 해외수출 운영뿐 아니라 운영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일랜드

베이스 (1차 계통과 2차 계통 구분), 주기기 및 보조기기 등 단위품목, 서비스 및 기

술제공 등 다양하게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즉 수출 상품을 원전 플랜트, service

package, component, plant package와 원자력기술 등으로 다원화하여야 한다.

Service package 수출을 위하여 시운전 기술, 발전소 운영, 건설관리 지원 등을 추

진하고 component 수출을 위하여서는 주기기, 핵연료, 보조기기와 장비 등의 상품

을 고려 할 수 있다. 또 plant package 수출 상품으로서는 발전소 종합설계(A/E),

원자로계통(NSSS)과 2차 계통(터빈/발전기)을 각각 별도의 상품으로 추진 할 수 있

으며, 원자력 기술수출도 기술용역, 기술지원, 기술자문,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수출 business model 개발

특히 원전 플랜트 수출을 위해서는 수용자의 목적에 따라 대응 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business model를 개발해야 한다. 원전플랜트의 해외수출을 위한 계약형식

도 일괄도급 형식, 턴키계약 형식,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 수의 계약 등 여러 가지

계약 형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전 도입국의 원전이용 측면에서 순수 전력공급, 전



- 11 -

기와 물 공급 플랜트, 도시개발과 연계한 원전 플랜트 등의 business model을 준비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의 장점인 원전건설과 운영의 package 제공도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의 개도국에 제안하여 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원전기술이 전혀 없는 국가

에 대해서는 원전건설 이후의 지원책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로에

대해서도 어떤 노형을 가지고 해외 수요자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

다. OPR1000, APR1400과 같은 대형원전과 SMART와 같은 중소형 원자로, 연구로

등도 수출상품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기국산화와 기술전수 문제는 도입국가의 정

책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며 project financing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원자로 공

급자가 핵연료를 공급하는 국제관례에 따라 핵연료공급측면에 대한 세밀한 대책 수

립이 필요하다.

③ 수출증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향후 원자력기술을 수출산업화하고 원자력기술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는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안 1 : 산업체제 개편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사업은 기능별로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고 있어 국

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원전 건설 및 운영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로

계통 및 BOP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로 부품 설계 및 제작은 두산중공업(주)

과 원전 유지 및 보수는 한전 KPS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 선행 핵주기사업의 경

우, 우라늄 채광∙정련∙변환∙농축 사업조직이 없고 핵연료 성형가공용 우라늄을 한

국수력원자력(주)에서 구매하여 한전원자력연료(주)에 공급하고 있으며, 핵연료 성형

가공 사업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수행하고 있다. 국내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방대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국내 원자력

산업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원자력산업체제를 민영화하여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원자력산업을 정부주도에서 기업이 주도하도록 전환하고 산업계

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기업체가 주도하고 원자력산업체간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해외진출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결실을 이룰 수 있

음이 분명하다.

원전 산업체제 개편방향으로서는 3가지 모델을 고려 해볼 수 있다. 먼저 현 원

전산업 체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국내 원전산업기능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

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 수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모델

을 고려 할 경우 효율적인 해외 마케팅과 종합전략 수립, 투자조정이 가능하며 사

업관리, 설계/엔지니어링 중심의 AECL과 같은 공기업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마지

막으로 국내의 분산된 원전 관련기관을 통합하여 Westinghouse 와 같은 민간회사

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설계, 구매, 건설에 이르는 제반 업무를 한 회사가 담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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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방대한 세계 원전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 제안 2 : 핵심기술 확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회사의 상용기술을 도입하여 국산화하였음으로 우리나라는

원전 설계기술의 사용권은 있으나, 일부 원전설계 기술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 실정

이다. 따라서 원전의 국내건설과 원전자체의 해외수출은 가능하나 기술이전은 불가

능하다. 현재 주요기술에 대한 기술 재실시권을 보유하지 못한 바, 해외 진출 시 기

술사용 협정(Licence Agreement)과 양국 간 원자력협력협정에 의거하여 과거 우리

나라에 기술을 수출한 원 공급국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만약 원

전 도입국에서 원전기술전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전설계기술의 사용권과

파생물에 대한 실시권이 있으므로 해외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원전 도입

국에서 원전기술 전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전설계기술의 사용권은 있으므로 원전

플랜트 자체의 해외수출은 가능하지만 원천기술의 부재(일부 핵심 기술 미확보)로

기술이전을 할 수 없으므로 해외수출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에는

제3국에 기술 수출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WEC사와 사업협력

협정(BCA)을 체결하여 동반 진출을 추진하거나 미 자립 핵심기술의 개발/국산화를

달성하여 독자적으로 원전플랜트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 해외

수출에 필수적인 부족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기술 선진화사업

(Nu-Tech 2012)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서 원전/부품 수출에 제한이 없는 원

천기술 개발․확보를 추진 중이며 2012년까지 미 자립 핵심기술의 국산화 개발 달성

으로 독자적인 원전플랜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전설계 핵

심코드 30종과 설계연계코드 140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안 3 : 은퇴 원자력 전문인력 활용

마지막으로 원전건설 및 기술자립과 국산화에 경험이 풍부한 많은 은퇴 전문인

력의 활용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주도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은퇴 원

자력전문인력 pool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인력 pool의 전문가들을 화용할 수 있는

분야로서는 IAEA가 수행하고 있는 개도국의 원전산업기반 평가사업 참여, 개도국

의 원전산업기반 계획수립, 원전건설 계획수립 지원, 원전건설 자문, 인력개발 지원,

대학 원자력공학과 설립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그동안에 쌓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개도국의 원전산업에 지원하며, 우리 국내업체들이 수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함으로서 우리 원전의 수출에 기여하는 일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로

서 원자력계 원로들은 우리 원전의 수출을 위하여 그 활동 무대를 해외로 넓혀 우

리 원전산업의 홍보대사나 전도사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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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질의 또는 제시의견 응답

1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을 강화하

겠다는 이야기는 없어서 섭섭함. 저탄

소 녹색성장하려면 원자력발전 이상 당

할 것이 없을 텐데.

•공학한림원이 여러 정책을 정부에 반영

하고 있는데 원자력계의 공학한림원 참

여활동이 부족한 듯 함. 현역 원자력

계 원로들의 공학한림원 참여활동을 권

고함.

∙우리나라 신 성장 동력 6개 분

야, 20개 과제에 원자력연구개발

과제가 들어있음. 저탄소 녹색성

장 테두리 안에 원자력발전소 건

설, 원자력플랜트 관계가 들어있

음.

2 •원자력발전과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 •미 자립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사진 1. 김 시환 교수의 주제 발표 장면 사진 2. 포럼에 참석한 원로들

(바) 요약

본 발표에서는 세계원자력 시장의 현황과 전망, IAEA의 신규 원전 도입국 지

원 프로그램과 국내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 원전시장 진출

의 촉진방안으로서 원자력 수출상품의 다원화와 원전수출 business모델 개발을 제

안하였다. 그리고 원자력 기술을 수출 산업화하고, 원자력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을 정부주도에서 기업주도로 변경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

원자력산업 체제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미 자립 핵심기술의 조기확보와 원

자력기술 고도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국제협력체제 구축과 경험 많은 은퇴 전문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안 하였다.

(2) 주요 토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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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원자력연구소의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전기요

금을 인상해서라도 원자력발전 관련 연

구개발을 더욱 활성화해야 함.

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40기의 원전에 약

60%의 점유율이 될 것임으로 원

자력 비중이 작지 않다고 봄. 다

만 재원조달이 문제인데 정부와

함께 해야 할 일들임.

3

∙한수원 측도 원자력 수출노력을 많이

하였음. 요르단, 터키, UAE, 중국 등이

수출대상국인데 원전수출이 실현된다면

인력이 대폭 부족할 것임. 이에 따라

원자력전문 대학원대학 설립을 구상 중

임. 공학한림원은 너무 문이 좁아 원자

력한림원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할 듯함.

∙ 좋은 코멘트임.

4

•원전기술의 효과적 수출전략의 하나로

원전기술수출창구 조정이 필요함. 이를

정책과제 화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음.

•개도국이 원전을 추진할 경우 국내 은

퇴 원자력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을 것

임.

5

•원전 플랜트 수출을 위해 노심설계코

드, 안전성분석코드 등을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 개발추진 중

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저탄소 녹색

성장의 틀 안에 원자력이 빠져 있어서

이것이 국제협약상의 문제로 보기 때문

에 원자력 개발 국가들은 원자력을 포

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서는 7대 성장 동력 중에 원자력발전이

들어 있음.

6

•은퇴과학자 활용문제에 관해서는 과우

회 산하 기술경영연구원에서도 과제를

수행한 바 있음. 우리나라에는 두루 경

험한 panoramic expert가 많음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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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의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음. 원자력 분야도 마

찬가지일 것임. 홍보가 필요함.

7

•실제로 개도국이 원전 플랜트 수입을

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기술적

제약이 없는지? USNRC에 SAR 등을

사전에 제출해 안전문제 등에 대해 확

실한 답변을 받아 놓는 방법은 어떤지?

•아무래도 한수원 측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음.

•OPR1000수출에는 다소 제약이

있음. 핵심설계코드, Control

room 용 man-machine interface

system, (MMIS), RPC 등임.

•원전건설이 의뢰되면 그 시행 권

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방이 기

술전수를 요청해올 경우, 수용곤

란. 그러나 지금부터 발주한다면

2012년 이후에는 여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임.

•APR1000 등 수출을 위해 미국

측 design certificate를 받을 계

획이며 그 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임.

8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영문으로 잘

다듬은 입찰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좋은 지적에 감사.

9

∙vendor의 민영화가 안 된 점이 국제시

장 진출의 장애요인이며 bottleneck이라

고 봄. vendor가 민영화 되면 원전플랜

트 수출을 위한 여러 문제 즉, design

certificate 받는 문제 등도 다 해결될

수 있음.

∙ 좋은 지적에 감사.

(3) 토의 결과

세계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우리의 대응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

었으며 현재의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장․단점도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율

면에서 세계적으로 최상위의 안전운영실적을 쌓으면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된다는

점은 우리 원전운영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며 강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20기의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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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며 세계 6위권의 원자력발전 선진국이면서도 개도국이나 원전 후발국에

원전플랜트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원자력기술의 큰 약점이라고 생

각된다. 탄소배출 없는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전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원자력르네상스를 맞이하여 원자력후발국에 우리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한 셈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기술을 집약하

는 것이 우리 원자력의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뜻있는 일임을 생각할 때 우리

기술 수출을 위한 만반의 태세점검은 매우 시급하다. 우리 기술 수출을 위한 정책

적 과제는 원전 관련 미개발 원천기술의 조속한 개발과 원전산업의 민영화라고 요

약될 수 있다.

(4) 주요 도출자료(세계 원전시장 선점 방안)

(가) 원전수출의 파급효과

일반적으로 원전수출의 파급효과는 다른 일반 기술상품의 수출효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① 국내 직접수출효과: OPR1000 2기 기준 약27억불

②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 생산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효과 등 5.4조원

③ 핵연료수출, 예비품 수출 등 후속 수출효과: 2.2~3.4조원

④ 고용 창출효과: 연인원 55,000명 신규고용 창출

(나) 해외 원전시장 진출 촉진방안

① 원자력수출상품의 다원화

② 원전 플랜트 수출 business model 개발

③ 원전 건설기술 자립/국산화에 경험 많은 은퇴 전문인력 활용

(다) 원자력수출 증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원전플랜트 수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①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원자력산업을 정부주도형에서 기업주도형

으로 바꾸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②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원자력산업체제를 개편한다.

- 방안 1: 현 원자력 산업 체제 유지가 불가피할 경우 원전산업 기능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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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 2: 해외 수출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종합전략

수립, 해외 마케팅, 투자 조정, 사업관리, 설계엔지니어링 등을 수

행케 한다(AECL모델).

- 방안 3: 국내 원전산업을 통합하여 현재의 분산된 국내 원전관련 기능(설

계, 구매, 설치 등)을 통합함으로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Areva 모델).

원전기술 수출업체(vendor)를 민영화하면 수출을 위한 제반 어려움이 빠른 속도

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플랜트 수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③ 원자력발전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등 자력기술을 고도화하고 인력을 확

충한다.

④ 해외 원자력 메이저들과 다각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IAEA 등 국제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⑤ 원자력기술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은퇴 원자력 전문 인력 풀을 구축, 적

시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

○ 발표자 : 양 명승 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

○ 날 짜 : 2009. 3. 26

○ 장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2층

SC컨벤션 강남센터 「아나이스 홀」

(1) 주요 발표내용

(가) 최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그 배경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화석연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국

제유가가 불안정하며 기후변화 협약 발효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정책에 원자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나) 세계 원자력에너지 확대전망

주요국가의 원전 확대계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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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 국 : 에너지법 전면개정, 30기 이상 원전건설 인허가 준비

② 일 본 : 2030년까지 원전비중 30~40%로 확대, 2016년까지 9기 건설 등 총

13기 건설추진

③ 중 국 : 2020년까지 원전 30기 이상 대규모 증설 추진

④ 인 도 : 2030년까지 원전 50기 설비용량 증설 예정

⑤ 프랑스 : 2012년부터 매년 1기 건설추진(기존 노후 원전 대체)

⑥ 핀란드 : 1600MW급 원전 1기 건설 중, 추가 1기 건설추진

(다) 세계 원전 공급사 간의 협력구도 변화

국가중심에서 업체간의 전략적 협력으로 구도 변화 중

① 미국계(WEC, GE 등), 유럽계(프라마톰, 지멘스 등), 일본계(도시바, 히타찌

등) 등의 인수합병

②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국에서는 원전산업체를 국영기업 형태로 운영, 국가

주도로 추진

(라)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현황과 이용확대 계획

① 현황 : 경수로 16기, 중수로 4기 등 총 20기 가동 중, 6기 건설 중, 2022년까

지 6기 추가건설 예정

② 이용확대 계획: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국가에너지 위원회, 2008)에 의거, 원전 설비비중 및 발

전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임.

표 1. 우리나라 원전 확대계획[8]

에너지원별

연도

가스 석탄 원자력

설비비중 발전비중 설비비중 발전비중 설비비중 발전비중

2007년 26.3 19.5 30.0 38.4 26.0 35.5

2030년 17.9 1.0 30.9 28.8 40.6 59.0

(마) 우리나라 원자력이용의 당면과제

① 우라늄 수급동향에 대한 적절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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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연간 약 6.7만 톤이 소요되지만 연간 생산량은 4.2만 톤임(부족

분 연간 2.5만 톤은 재고 우라늄과 회수 플루토늄으로 충당[12]

②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

우리나라 : 2007년 7300톤, 2050년 5만톤 예상

(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동향[10],[11]

① 미래형 원자로 개요

- 제 1세대: 초창기(1950~1960년대) 원자로

- 제 2세대: 1960년대 이후 상용화된 원자로

- 제 3세대: 1980년대 이후 표준/개량 형 원자로

- 제 3세대+: 향후 15년 이내 도입 가능한 안전성/경제성 향상형 원자로

- 제 4세대: 미래 혁신 원자로: SFR 등(2030년대 이후 실용예상)

② 각국의 미래형 원자로 개발계획 현황

- 미 국: 2018년까지 원자력 수소생산을 위한 초고온 가스로(VHTR)

건설완료, 2020년까지 고속연소로(ABR) 건설 완료

- 프랑스: 2020년 소듐냉각고속로(SFR) 원형로 운전개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초고온 가스로 개발

- 일 본: 2015년까지 열화학수소 생산플랜트 건설 완료, 2025년까지 고속

로 운전개시

-중 국: 2013년까지 2기의 고온가스로(HTR) 건설, 2020년까지 실증용

SFR 운전개시

③ 주요국의 고속로 순환 핵연료주기시스템 개발 계획

- 미 국: 2008이후 개념 확정(GNEP 추진; 현재 재검토 중), 2020년 이

후 ABR 실증

- 일 본: Monju 재가동, 개념설계 연구 및 공학적 실증 시험, 2025년 실

증로 건설

- 프랑스: 2009년 고속로 개념 평가, 2012년 노형 선정, 2020년 원형로 건

설, 2040년 상용로 가동

④ 주요국의 원자력 수소생산 시스템[7] 개발계획

- 미 국: 2007~2016: 수소공정 기술개발, 실증 완료, 2018년 실증로 건설,

2025년 상용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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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본: 2015: HTTR 수소생산 실증완료, 2016 이후 실증로 건설 및 실

증, 2025: 상용로 가동

- 프랑스: 2012: 노형선정, Gen IV 원형로 완공, 2025년 상용로 가동

⑤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

- 제 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 국제 공동개발(우리나라: SFR, VHTR

등에 참여)

- IAEA INPRO 참여(우리나라: 핵 확산 저항성 평가연구에 참여)

- GNEP: 미국이 현재 추진여부 재검토 중 (우리나라 핵연료 인프라 개발

등 협력 참여)

(사) 우리나라 미래원자력시스템 계획 주요 내용

① 친환경 고속로 순환 핵연료주기 시스템 개요

- 사용후핵연료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 비확산성이 확보된 파이

로 건식처리(pyro-processing) 및 이와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개

발, 핵연료 재순환

- 친환경 고속로 순환 핵연료주기 시스템의 기대효과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성독성; 1/1,000로 축소, 고준위방폐물처분장 규모:

1/100로 축소

•SFR 개발 일정: 2011~2020: 핵심계통 개념 완성, 실증시설 구축, 표준설

계 인가. 2006: 상세설계, 2028: 실증로 건설

•파이로 건식기술(pyro-processing) 개발일정: 2011~2016: mock-up시설,

공학규모시설 등 이용처리, 2-16 이후 경제성, 인허가성 판단, 2020년

이후 종합 파이로 시설이용 처리 추진여부 결정

② 원자력이용 수소생산 시스템(VHTR) 개발

- 목적: 수소경제시대의 진입에 따른 수송, 난방 등에 필요한 국가에너지

문제에 기여하고 석유대체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으로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함.

- 기대효과: 원자력 수소생산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 없는 수소생산 방

법 중 경제성이 가장 우수: 원자력수소가 2040년 총 에너지 수요

의 5% 담당 시: 연간 약 8조5천억 원의 석유수입 대체효과

- 개발 일정: 2009~2011: 핵심기술 개선 및 검증, 2012~2017: 핵심기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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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향상 및 검증, 2019: 실증시스템 건설허가 취득 및 착공, 2026:

원자력수소생산 실증 완료

(아) 장기계획의 추진전략

① 효율적인 국제협력연구 참여를 통해 투자리스크 분산, 국내여건에 따라 수

정, 보완 추진

② 매 5년마다 원자력이용진흥종합계획에 구체화하여 반영, 핵 비 확산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

③ 기초․원천기술 확보단계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및 일반회계 예산으

로 추진,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등 건설운영단계에서는 다각적 예산확보 방

안 강구

(자) 결론

① 장기계획의 의의

- 장기간이 소요되며 핵 비 확산성을 확보해야 함으로 국제적 투명성과 타

당성이 제시되어야 함.

-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시스템 추진일

정 등 기본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② 목표달성을 위한 현안과제

- 세부추진일정 설정 및 차질 없는 이행

-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등 정치사회적 여건 조성

- 원자력연구개발 투자예산 확충

- 미래원자력기술 실증연구용 부지확보

사진 3. 양명승원자력연구원장의주제발표장면 사진 4. 포럼주제에 대해 질의하는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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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요 질의 또는 제안 응답

1

∙우리나라 원자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결되

어야 할 2 가지 문제가 있음.

첫째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고 경제적으

로 처분하느냐? 둘 째: 먼 장래를 보아 어떤 노

형을 개발할 것인가? 임. 그런데 주제발표에서

는 PWR 사용후핵연료를 pyro-processing방법

으로 처리, Pu을 회수해서 핵연료로 사용하는

sodium-cooled fast reactor를 개발해 상용화하

려고 한다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패한 예를 들

겠음: 프랑스의 Super Phoenix, 일본의 Monju,

Joyo 등이며 상용화가 요원한 것으로 봄. 따라

서 100%는 아니더라도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

해야 할 것임.

∙최근 지경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

데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경수로 사용후핵

연료 처분비용이 17조원에 육박함. 이렇듯 사용

후핵연료 처분이 큰 문제임으로 DUPIC 핵연료

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

임.

∙프랑스는 고속로 개발에 실패했으나 경수로개

발․이용에는 성공적이었음. 경수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load flow frequency control을 할 수

있음. 원자력연구원이 경수로 기술을 upgrade

하는 데에도 기여하기 바람(임).

∙좋은 지적에 대해 감사.

sodium-cooled fast

reactor에 대해서는 원자

력위원회에서도 많은 논

란이 있었음. 원자력연구

개발 종합계획과 맞물려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

이며 매 5년마다 주기적

으로 여건을 감안하여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봄.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어

떻게 할 것인가는 많은

원자력계 전문가, 원로들

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되어야 할 것으로 봄(양).

2

∙원자력연구개발비 150억원은 너무 적음. 원자력

이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유가는

계속 상승하지만 전력요금은 거의 그대로임. 원

자력연구개발을 위해서 1,000억 원 정도는 돼야

할 것임.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서 원전을 더 이상 못 짓게 한 적이 있음. 신

∙원자력위원회에서 2028

년까지 약 7조원의 원자

력연구개발비가 소요된

다고 제안․요청했습니

다만 삭감되었음.

∙이후 2030년까지 신 재

생 에너지 개발에 110조

(2) 주요 토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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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 2호기 원전건설 허가가 나지 않아 이

자리에 모이신 원자력원로 여러분들께서 건의

서를 냈던 것이 주효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났

었음. 원자력분야 연구개발비 조달 등을 위해서

도 전력요금 인상을 건의해야 할 것임(이).

원을 투입한다는 자료를

볼 수 있었음. 원자력연

구개발비 증액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

람(양).

3

수소생산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음. reformer나

전기분해방법으로도 가능함. 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수소생산방법의 기술성, 경제성 등이

궁금함(조).

∙현재 원자력수소생산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연구

원, 에너지기술연구원,

KIST 등이 공동연구 중

임. 그 중 원자력연구원

수행부분은 주로 초고

온가스로 개발임. 열화학

수소 생산 공정인

sulfur-iodine공정은 주로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수

행 중임(양).

4

∙전력요금 인상 건의관계는 원자력 R&D와 링

크시켜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

해 잘 검토하셔서 저희 원로들을 활용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임(임).

(3) 토의 결과

원전기술 수출과 관련한 미개발 원천기술의 개발 문제는 비교적 단기적 집중투

자를 요구하는 기술이다.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원자력에너지 개발이용

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재 순환기술개발 활용, 핵연료 이

용율 극대화,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감축, 핵 비 확산성 추구, 고속로 개발 이용 등

의 원자력에너지의 효과적 안정적 이용기술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

라 원자력의 과거와 국제정치적 특성상 우리나라는 국제적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으

로 이를 위한 홍보는 물론, 여러 원자력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함이 바

람직하다. 이러한 협력계획은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추진계획의 신뢰성과 우수한 연구결과의 확보를 통하여 한․미원자력협력 협정

개정에 있어서도 연구개발 동반자관계로 우리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소

디움 냉각 고속증식로(SFR)에 대한 연구결과는 진척상황에 따라 수시로 점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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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원자력의 열 이용 수소생산기술은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사이다. 이러한

방대한 연구에는 긴 시간과 많은 투자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장기 연구개발 추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비

의 안정적 확보이다.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

다.

(4) 주요 도출자료(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가) 우리나라 원자력연구개발 계획의 장기 추진전략

① 효율적 국제 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국내․외 여

건변화에 맞추어 수정․보완하며 추진

- 실험․실증로 운전경험은 미, 일, 프 등과의 협력을 통해 획득

- 핵심 원천기술은 집중투자를 통해 자체개발

② 매 5년마다 원자력이용진흥 종합계획을 구체화하며 핵 비 확산성을 확보

하는 방향으로 추진

③ 예산 투입 전략:

-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및 일반회계예산을 통해 소요 예산투입이 상대적으

로 적은 기초원천 핵심기술 확보

-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건설운영 등 실증단계에서는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

안 강구

(나) 장기계획 추진과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현안과제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성공적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현안들이 해결되어야 함으

로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망된다.

① 기술 분야별 세부 추진일정 확정 및 차질 없는 이행기반 조성

②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공동연구개발 지향적 개정 및 정치․사회적 여건 조

성

③ 원자력연구개발 투자예산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

④ 원자력기술 실증을 위한 연구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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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미 원자력협력의 기회와 난제

○ 발표자 : 정 옥임, 국회의원

○ 날 짜 : 2009. 6. 23

○ 장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2층

SC컨벤션 강남센터 「아나이스 홀」

(1) 발표내용

(가) 개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 2014년 만료됨. 원자력외교는 미래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임.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의 여부는 앞으로 에너지

문제해결에서 과연 기선을 잡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봄. 국내

원자력 외교는 사실상 북핵문제와 맞물려있어서 우리의 선택여지를 크게 제약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조율의 문제, control tower의 구성 등에서 숙고해야 할 내용

이 많음.

미국의 원자력관련 대외정책,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원자력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임.

(나) 미국의 원자력관련 현황:

① 현재 104기의 원전운영으로 전력에너지의 20%를 원자력으로 생산 중이며

향후 약 30기의 원전을 추가건설 할 예정임. 미국 공화당정부는 원자력발

전에 적극적이었지만 민주당정부는 핵 비확산 등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편임. 그러나 미국에서도 원자력이 CO2발생 없는 청정․저 비용

에너지임이 알려져 있음[13][14]. 반면에 건설비, 라이프사이클, 폐로비용,

원전 테러위험 등에 대해서도 논란되고 있음.

그 동안 미국은 여러 나라와 원자력협력협정을 통해 많은 기술을 전수해

주기도 했으나 1979년의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기술이 쇠퇴되어 관련 인력

도 대폭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원자력과 관련, 우리나라와도 교류가 절실

한 실정임은 사실이나 다분히 정치적 문제와 관련됨. 부시행정부 시절

GNEP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사용후핵연료의 Yucca 산 저장 등도 적극 추

진했었음[9].

② Obama 행정부에서는 Yucca 산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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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또한 Blue Ribbon Commission을 구성하여 2009

년 안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관련 결론을 유도하려 함. 핵폭탄 개발,

핵 테러 등에 의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해야 함으로 핵 확산우려가 있

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못하게 하고 원자력발전을 원하는 나라들에

소형 원자로와 핵연료를 공급, 사용후핵연료를 회수한다는 것이 GNEP의

근본취지이며 이를 부시 행정부시절에 적극 추진해 오다가 Obama행정부

에 와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전반적으로 재 검토해보려는 정책으

로 바뀌는 상황임. 이에 따라 Yucca 산에의 처리계획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다) 재처리와 재순환

이 둘은 다르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자들이 고무적으로 해석, 연구를 추

진했으나 Obama행정부 들어서 이에 대한 해석이나 정책이 바뀌고 있음.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되어 재처리는 곧 핵 폭탄개발과 통한다는 해석이 강해진 듯 함. 재

활용의 방법을 모색한다면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이 방법

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앞으로 Blue

Ribbon Commission의 결론이 주목됨.

(라) 한 ․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쟁점

① 원자력의 정치적 의미

원자력의 정치적 함의는 (국방력 등을 고려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봄.

그러나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비용

은 너무나 엄청나게 됨. 따라서 차라리 평화적 원자력이용과 한반도 비핵

화를 선언적 정책으로 주장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함.

② 기존 재처리시설이나 농축시설 등을 가진 나라들이 핵무기 독․과점뿐만 아

니라 재처리와 농축의 독과점도 시도하는 듯 함.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재

처리와 농축이 곧 핵무기로 통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임. 이것을 예방하

지 않으면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봄. 이에 따라 핵연료은행 같은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볼 때 원전을 많이 운영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매

우 황당할 수밖에 없음.

③ 우리는 빨리 pyro-processing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이 연구개발을 위해 기

존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내용 중 핵연료 형질변경이 문제시되며, 이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음.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일본은 사실 포괄적 동의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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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질의 또는 제의 응답

1
∙GNEP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부

탁.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임.

부시 행정부가 핵물질 비확산을 위해

Pu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처리법(UREX+ 등)을 개발해서 제 4세

대 원자로에 활용한다는 것이며 앞으

로 에너지개발 이용을 위해 전 세계적

으로 많은 원자로가 필요할 것인데 소

사진 5. 정 옥임 의원 주제 발표장면 사진 6. 포럼에서의 토의장면

이전에 이미 재처리시설을 갖고 있었음이 우리 입장과 다른 점임.

미국 측은 실제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포괄적

동의” 같은 것을 하려하지 말고 그냥 모델협정을 하면 된다는 것이 현재

의 입장이라 함.

④ 다행이 대통령께서 원자력의 함의를 인지하고 한․미동맹 비전에 원자력협

력을 포함시켰음. 원자력으로 40%의 전력에너지를 충당하고 있는 우리나

라로서는 현 여건이 분명한 딜레마임.

⑤ 한․미간에 tit for tat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듯 함. 원자력발전

소 운영의 지지도는 상승했으나 재활용이나 재처리에는 반대성향이 강함.

⑥ 우리는 부처간, 기관 간에 원자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목소리를

내야 함. 원자력관련 control tower를 만들어야 함.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과 관련하여 standing committee, action plan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소와 해당부서 등에서 지침이나 자료 등이 정리되어야 함.

(2) 주요 토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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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원자로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발생되

는 사용후핵연료를 회수한다는 국제협

력계획임.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

련 독자적 연구개발에 다소간의 제약이

뒤따랐고 미국 내에서도 재처리 허용문

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새

정부 이후로는 GNEP 프로그램이 거의

무용화되고 있다고 봄.

2

∙원자력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우리나라 원자력외교의 취

약점과 그 개선방안은?

∙미국은 큰 틀 안에서 룰을 지키고 있

음.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한국의 원자

력관련 정치문제를 다루어왔던 담당관

이나 의원들이 있음. 이런 영향력 있는

분과의 설득을 위한 점진적 접근방식이

효과적일 듯 함. 기술을 개발해 놓은

터전 위에서의 설득이 바람직함.

safeguards에 관한 자발적 의지표시 등

이 필요하며 기술이 튼튼하다면 오히려

외교는 간단해 질 수 있다고 봄.

∙국가원수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함. 그 경우 정상회담을 통해 풀 수도

있을 것임.

∙2014년은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만료

년도임으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 현

재 task force team이 구성되었지만 청

와대에 control tower가 필요함.

∙요컨대,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 있을 때

에 그와 관련되는 기술이 잘 갖추어졌

다면 설득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봄으

로 결국 우리의 기술력에 달려있다고

봐야 함.

3

∙1993년도 당시 원자력연구소의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런

일을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앞으

로는 없어야 한다고 제언함.

∙ 명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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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원자력이 성장하였고

2014년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만

료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임으로

분명 청와대 내에 control tower

가 필요할 것 같음.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임.

5

∙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할 때에

고속로나 핵연료주기기술을 개발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왔고 또

근래 우리나라에서

pyro-processing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이제는 독자적으로 기술개

발에 나서서 그 성과를 가지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봄. 공평

하지 않은 규정이나 협력은 좋지

않으며 핵연료의 재순환기술도

개발하여 기술․경제적으로 가능

성 있게 해야 할 것임. 우리나

라에서도 핵연료 사이클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이

끌어 주기바람.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기술개발이

물론 중요하지만 상업적으로도 가능해

야할 것임. 재처리․재활용기술이 현재

완벽하지 못함. 원자력기술에 있어서도

그 기술개발자체가 비용효과를 가져야

함. 홍보도 중요하며 실질적이어야 함.

∙DUPIC핵연료도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

준까지 개발했지만 상용화시키지 못했

는데 이런 것이 모두 비용효과와 연계

됨.

6

∙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원자력과 관련되는 난제들을 해

결하는 방향을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파

키스탄도 개발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 현재는 이 양국이 평화로

운 상태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북핵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적

극적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대처

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국익과 관련된 뼈아픈 이야기를 하신데

대해 감사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당초 NPT가 불공평하다 해서 가

입하지 않았음. 우리나라는 NPT에 가

입해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공여 받

으며 발전해왔는데 현 상황에서 핵 주

권을 찾을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

게 하고 싶을 것임. 우리는 자원이 없

어 70% 이상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192개국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

야 함. 군사적 균형 문제로 핵 주권을

찾겠다고 했을 때 그 비용관계를 이성

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람.

∙질문의 취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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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활동 특히 대미외교와 관련하여 명심

코자 함.

(3) 포럼결과 토의

원자력의 개발이용은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크게 영향 받는다. 원자력의 이용개발 장점과 상반되는 안전위협요소로 인해 이용

조성과 안전규제의 상호작용 이외에 원자력기술을 테러나 핵무기로 이용하려는 적

지 않은 도전이 있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자력 이용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북핵문제와 연계되어 매우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어 우리

의 연구개발 활동범위까지도 축소시키는 듯한 절박함을 느끼게 한다. 한․미원자력협

력협정이 2014년 만료될 예정임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상황에 걸 맞는

진전된 형태의 협력협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축과 우라

늄자원의 효과적 이용 및 핵 비확산 체제유지 등에 적합한 pyro-processing기술 등

에 관한 공동연구를 위하여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연구개발 동반자관계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원자력외교에서 특히 한․미간 원자력협력이 중요함으로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미국의 우리나라 원자력에 대한 시각, 우리의 협력협정 개정전

략 등이 논의되었다. 일부 핵 주권 주장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나라 여건으로 보아

전력생산과 경제발전을 위한 한․미간 공동연구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포럼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요체는 우리의 기술

력과 통일된 의견, 협력 제안방법, 최고통치자의 의지 등에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으

리라고 본다.

(4) 주요 도출자료(한․미원자력협력의 기회와 난제)

(가) 최근 미국의 원자력 정책상 주요 논점

①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Yucca 산에의 처분 문제 논란 중.

② 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미국 전체 소요에너지의 수 %밖에 충족시킬 수 없

음으로 기본적으로 원자력에너지에의 의존이 불가피함.

③ GNEP 문제:

- PUREX는 NPT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R&D 필요

- DOE는 국제협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GNEP관계는 DOS가 맡아 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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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폐물 관련 대처:

- 과학에 기초한 새로운 해법모색이 필요함.

- Pu나 TRU를 단독분리하지 않는 pyro-processing기술이 핵 비확산 관점에

서 바람직함. 이 방법이 R&D에 기초한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pyro-processing도 재처리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강한 편임.

(나) 한 ․미 원자력협력의 쟁점:

①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한국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

련 쟁점.

② 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북핵문제

③ 국내․외 정책조율 등 외교전략 필요

- pyro-processing기술은 미래 성공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움으로 한․미원자

력협력협정과 관련, 미국이 이 기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하기는 불가

능할 것임.

- 현재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 model agreement에 준거한다는

입장임.

- 북한의 핵 개발을 한국 원자력과 연계하는 현실에서 1992년의 비핵화선언

의 굴레를 벗어야 하는 입장임.

(다) 한 ․미원자력 협정의 기본 목표

한미원자력협력의 기본목표는 “facilitate nuclear trade"이지 기술개발이나 NPT

자체는 아니라는 것임으로 논의의 초점을 핵물질, 물질, 장비 등에 맞추어야 할 것

임.

① 우리나라에서의 사용후핵연료 형상이나 내용의 변경관계는 한․미간 공동결

정에 따름. 즉 미래의 핵연료관련 R&D는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기

술판매관계는 협정과는 별개임.

② 사전 양해(programmatic prior consent)와 합의결정(joint determination)사

이에 미국이 받아드릴 수 있는 중간 타협 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를 위해 국내의 의견통일과 최종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중요함. 정치적으

로 외곡 입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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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자력, 국민과 소통되고 있나?.

○ 발표자 : 조 성겸 교수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 날 짜 : 2009. 9. 23

○ 장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2층

SC컨벤션 강남센터 「아나이스 홀」

(1) 발표내용

(가) 효과적 홍보와 원자력홍보의 특성

원자력홍보는 쉽지 않다. 홍보의 양적 증가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적 합의가 아

닌 분열과 대립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편, 서구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고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파악

하여 추진해야 하며 홍보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 효과적 홍보의 장애요인

효과적 홍보의 장애요인은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망각하는 데에 있다.

사회적 논의와 소통의 장애요인을 이해함으로서 여론형성 및 추이이해에 도움이 되

며 이를 홍보방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특성은 다

음과 같다;

① 목적 지향성: 이슈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며 반대되는 정보는 편향된 것으

로 간주하여 수용을 거부한다.

② 구체적 효과 지향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효과에 관심이 있으며 장기적,

추상적, 잠재적 결과에는 관심이 적다.

③ 집단 지향성: 내용을 많이 따지지 않으며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고 소수의견이라고 느껴지면 자기의견 표현을 주저한다.

④ 상황 지향성: 내용보다 신뢰도, 시기, 형식, 말하는 사람 등 상황을 더 중요

시한다.

이러한 장애요인과 관련된 결론은 습성을 바꾸기란 어려우며, 설득하기도 어렵

지만 일단 설득에 성공하면 즉각적인 행동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습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홍보방안이 바람직하다.

(다) 해외 방폐물 처분장 홍보의 성공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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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 단계(2002~2007): 방폐물 관리기구(NWMO) 도입논의, NWMO의 3단계

관리방안 연구, 정부의 결정

② 2 단계(2008~2009): 시민과의 협의를 통한 부지선정 절차 설계

③ 3 단계(2010 이후): 관심 있는 시민 참여하에 부지 선정, 신청부지의 기술검

토, 부지확정

(라) 향후의 홍보활동에서 반영해야 할 주요사항

① 관계 구축: 주민, 비정부기구, 시민, 이해관계 집단 등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며 NWMO의 활동과 방폐물 처분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다양한 시각

에서 계획을 검토수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시민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며 지역사회로 하여금 정보를 충분히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지식 구축: 해외동향이나 규제 등에 관한 기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시

민의 기대와 우려, 선호도와 관여도 등 사회적 연구도 필요하다.

③ 위치 선정 절차설계 및 시행: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준비해야하고 일반시민

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초안을 작성하고 그 초안을 시민이 검토하

도록 하며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고 선정절차를 정

하여 시작해야 한다.

(마) 효과적 홍보방안

① 목적 공유 강조: 보다 큰 집단의 일원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제로섬 게임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으로 받

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금전적 보상 이상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효과적일 수

있다.

② 개인적 의사표현을 촉진 시킨다: 개인은 집단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개인의견 제시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나 토론회 등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

③ 이익이나 불이익 등 다양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표현케 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부정적 측면은 점차 구체화되고 긍정적 측면은 추상적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으므로 긍정적 혜택이나 효과 등은 구체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

다. 결과 없는 슬로건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며 작지만 구체적인 혜택이나

이익이 지속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④ 신뢰를 얻어야 한다.: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나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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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높지 못하다(2006 서베이 결과). 전문성 이외에 객관성과 존중심

을 얻도록 하며 다양한 돌발사태 등에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행동해

야 한다.

⑤ 점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단시간 내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면 방어적

태도가 유발될 수 있다.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바꾸기는 어려움으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극복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⑥ 갈등에 대응하는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된 갈등 등 갈등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이 필요함

으로 이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바) 창의적 소통 모형 : “시민과 전문가의 대화를 창조하는 방법”

① 문제 도출 :계획단계에서 관련 집단의 욕구를 도출한다. 관련 집단은 모두

참여토록 하고 문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도출토록 한다.

② 소통방식 결정: 소통에 앞서 소통방식과 절차를 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참여자 모두가 소통방식이 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③ 다양한 해결방안 도출: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④ 창의적 토론: 개인적 참여를 권장하고 누구나 참여토록 개방해야 한다. 다

양한 해결책을 등장시키고 이를 변형할 수 있게 한다.

⑤ 해결방안 색인(index): 각 해결책에 대한 평가와 각 해결책 별 다양한 효과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결정: 투표, 여론조사, 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결정한다.

(사) 발표자의 결론

단순한 홍보만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이해나 협조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인

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창조적 소통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

은 능력제시, 객관성 유지, 존중심 유지 등으로 소통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결과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결론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유

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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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질의 또는 제시내용 응답

1

∙ 미디어와의 관계구축이 매우 중요함.

국민은 원자력에 대해 잘 모름으로 언

론매체가 중계역할을 해야 함. 오늘날

많은 언론인이 원자력에 대해 공감대

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자력사업 추진

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

어야 할 것임(예: 경주 방폐장 건설

등).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그 이유는 소통하

고 있기 때문임. 결국 소통이 매우 중

요함.

2

∙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

제시되는지 언론계에서도 이를 조사

함. 언론이 부가가치를 얹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음으로 원자력은 언론과

사진 7. 조 성겸 교수의 주제발표 장면 사진 8. 포럼에 참석하여 경청하는 원로들

사진 9. 포럼에서의 패널 토의 광경

(2) 주요 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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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운 관계를 갖고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임.

3

∙ 여론조사결과 국민이 원자력발전 필

요성, 친환경성, 경제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는 다소 부정적임. 지지도 제고를 위

해 4 가지홍보를 시행 중임:

1) 언론홍보: 기획기고, 언론특집, 단순기

고, 독자투고 등

2) 체험홍보: 연간 50만 명이 원전시찰/

견학. 다녀간 이후 프로 원자력인이

됨.

3) 인터넷 홍보: 발전소 운영상태 등.

4) 지역공동체 운영: 지역경제 발전에 기

여

4

∙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여러 홍보활동을

전개 중임: 고객 만족도 제고, 언론홍

보 강화,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커뮤

니케이션 활성화, 맞춤형 견학프로그

램 운영, 원자력문화 확산, 홍보 인프

라 구축 등.

∙ 각종 전시회 출품, 기고활동, 「과학

까페」방영, 현지 르뽀 협력, 일일봉사

활동, 불우이웃 돕기 등도 활발히 시

행함.

5

∙지역주민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함.

∙원자력시설에 대해 불안 해 하는 국민

에게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하는 것으

로는 반핵단체나 환경운동가들의 이념

적 틀 짓기에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이

듦.

∙“원자력시설은 주민들의 생각처럼 위

험하니 위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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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라고 해야 효과적이지 않겠

는가? 주민은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

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위해 더 안

전하게 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의심

함. 이런 점에서 신뢰구축, 커뮤니케이

션 등이 중요함.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함.

6

∙한수원 측의 공동체 경영전략과 홍보

전략이 필요함. 공동체 경영전략도 효

과를 점검해 가면서 해야 함. 가장 소

란스런 곳은 원자력주변지역임으로 주

변지역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원전지역 주민과 한수원 직원 간의 융

합과 공동체 인식 공유가 중요함. 협

력할 것은 협력해야 친밀해 질 수 있

음.

7

∙주제 발표내용 중 한국인의 커뮤니케

이션 특성(목적 지향성, 효과 지향성,

집단 지향성, 상황 지향성)을 지적하였

는데 이를 명심하겠음.

∙“원자력- 소통되고 있나?“ 가 초청장

에 있던 원 제목이어서 힐책할까봐 자

료를 제시하려고 만들어 왔으나 실제

는 홍보의 방법에 관한 내용임. 원자

력문화재단은 국민과 소통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임(자료 제시).

∙원자력문화재단이 제시하는 활동 등을

요약․설명함. 차세대에 대한 「원자

력 이해 나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함.

8

∙원자력홍보마당으로서의 원자력문화

광장이 필요하리라고 봄. 이에 대해

정부의 동의를 얻어낼 필요가 있음.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원자력 계라는 영역 안에서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원자력문화 광장에는 인문계 전

공자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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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람.

9

∙뉴스를 생산하는 쪽은 과학자임. 어떻

게 언론매체와 접촉할 것인가가 중요

함. 어떤 기법으로 접촉할 것인지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음.

∙공동체 관리방안이나 언론매체와

의 접촉방법 등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서 원자력기술의 사회접목방

안까지 패키지로 다듬어 제시하

는 것이 좋을 것임.

(3) 포럼 개최 결과

“원자력, 국민과 소통되고 있나?” 라는 주제의 각도를 다소 달리하여 “원자력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설정, 이에 대해 발표․토의하였다. 원자력 홍보

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에 맞추어 창의적 소통모델을 개발․활용해야 효과적 홍보

가 가능해 진다는 의견이 주제발표를 통하여 제시되었다. 이어 언론계, 원자력연구

및 안전규제 분야, 원자력산업 분야 등에서 각기 현재 추진 중인 원자력 홍보의 내

용과 방법, 효과 등이 패널토의를 통해 발표되었다. 언론계에서는 원자력 계와의 부

단한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상호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원전시설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융화, 상호협력 등도 소통방법이며 상호이해

의 기회조성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두 공감하였다. 또한 무조건 원자력이 위험하지

않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주장은 오히려 반원자력 계의 호응을 얻기 어려워 홍보효

과가 떨어질 수 있음으로 위험요소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이 오히려 효과적

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결국 원자력 홍보는 일반홍보와는 달리 우리 국

민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하도록 체계적 전략적 바탕위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상호신뢰 구축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4) 주요 도출자료(효과적인 원자력홍보를 위하여)

(가) 효과적 원자력홍보의 기본요소

① 목적 공유 강조

② 개인적 의사표현 촉진

③ 다양한 결과의 구체적 표현

④ 신퇴구축

⑤ 점진적 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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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갈등에 대응하는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발

(나) 창의적 소통의 모형: 시민-전문가 간 대화 촉진모형

① 문제 도출

② 소통방식 결정

③ 전문가의 다양한 해결방안 도출

④ 창의적 토론

⑤ 해결을 위한 인덱스

⑥ 결정 등

(5) 포럼 결론

원자력 커뮤니케이션에서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논쟁의 패자가 되는 것

이 더 났다.”

① 단순홍보 만으로는 부족함.

②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과 새로운 홍보원칙을 고려한 창의적 소통모델의 개

발․이용이 필요함.

③ 소통의 신뢰성이 있어야 함.

④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결론이라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소통효과가

있어야 함.

2. 결론(도출 정책자료 종합)

주제별 발표자 4 명, 지정토론자 5 명, 참석자 중 의견제시자 등 연인원 20여명

의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이 제시․토의됨으로서 정책자료 도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단순한 의견제시가 아니고 공개토의를 거친 결과임으로 도출자료의 객관성 도 유지

하였다고 보며 이것이 또한 본 과제 수행방법 상의 장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과제수행을 통해 다루어진 주제 및 동 주제와 관련된 주요 토의내용을 분석․
요약하여 다음 내용을 정책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1) 세계 원자력시장,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① 원전기술 수출기관․업체(vendor)를 민영화하면 수출을 위한 제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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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플랜트 수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원자력산업을 정부주도형에서 기업주

도형으로 바꾸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

② 원자력발전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등 원자력기술을 조속히 개발하여 고도화

하고 인력을 확충하며 IAEA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증진시킴.

③ 해외 원자력 메이저들과 다각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함.

④ 수출상품 다양화 및 수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함.

⑤ 원자력기술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은퇴 원자력 전문 인력 풀을 구축, 적시적

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2)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

① 기술 분야별 세부 추진일정 확정 및 차질 없는 이행기반 조성

②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R&D 동반자관계로의 개정 및 정치․사회적

여건 조성

③ 원자력연구개발비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

④ 미래원자력기술 실증을 위한 연구부지 확보

(3) 한․미 원자력협력의 기회와 난제

① 우리나라에서의 사용후핵연료 형상이나 내용의 변경관계는 한․미간 공동결정

에 따름. 즉 미래의 핵연료관련 R&D는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기술

판매 관계는 협정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야 함.

② 사전 양해(programmatic prior consent)와 합의결정(joint determination)사이

에 미국이 받아드릴 수 있는 중간 타협 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내의 의견통일과 최종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중요함. 정치적으로 외곡 입력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4) 효과적 원자력홍보를 위하여

① 단순홍보 만으로는 부족하며 한국인의 문화적 요인과 새로운 홍보원칙을 고

려한 창의적 소통모델 개발․이용이 필요함.

② 소통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3. 원자력원로포럼 개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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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를 통해 수행한 원자력원로포럼 개최에 관해서는 언론매체에 공개하여

원자력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의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토의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언론에 기고하거나

직접 언론인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취재하도록 하였다. 그 간의 언론매체 게재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세계 원자력시장,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발표자; 김 시환, 울산대 초빙교수)

- 주요 기사 표제; 우리나라 원자력기술 해외진출 위한 수출상품 다원화, 비

즈니스 모델화 논의... 전기신문 200. 1. 29(목) 7면

○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 (발표자: 양 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장)

- 주요 기사 표제; “원자력안전아카데미, 원자력원로포럼 개최“... 전기신문

2009. 4. 6(월).

○ 한미원자력협력의 기회와 난제 (발표자; 정 옥임, 국회의원)

- 주요 기사 표제; “2014년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미래 대비해야“ ...원자력신

문, 2009. 6. 29(월) 4 면

○ 원자력, 국민과 소통되고 있나 (발표자; 조 성겸, 충남대 교수)

- 주요 기사 표제;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신뢰획득이 가장 중요”...원자

력신문 2009. 9. 28(월) 6~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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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목표 달성도

본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되어 국내 원자력 현안들에 대한 정책 자료를 원자력

계 원로 및 원자력분야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토의의 마당에서 주제발표와 공개

토론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본

다.

제 2 절 대외 기여도

본 과제수행 방법으로 개최되는 「원자력원로포럼」의 개최내용은 매회 언론매

체에 보도되어 원자력 계 현안에 대한 원자력 원로들의 의견이 원자력사회를 통하

여 일반인에게 알려지고 있다. 또한 「원자력원로포럼」을 통하여 도출된 자료는

원자력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음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자력원로포럼 개최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 알림으로서 원자력계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국내 원

자력계의 이슈에 대한 논의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본 과제가 원자력

정책분야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앞으로 원자력원로포럼 관련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원자력분야의 세대간

지식확산에도 기여토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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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앞으로 본 과제수행을 통하여 도출된 자료는 최대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많은 국민이 이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하며 포럼 녹취록을 원자력관련기관에 송부할 것이다.

도출된 원자력 현안관련 자료는 우리나라 원자력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으로 이들 제안된 자료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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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주제발표 및 토의 내용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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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원자력 시장,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 주제발표: 원자력 국제표준화포럼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일시 : 2009년 1월 21일 (수) 12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강남센터 「아나이스 홀」)

( 오후 1시 개회 )

◯ 진행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일부 테이블이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만 시간관계상 원자력원로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아카데미 임 용규 이사장님의 개회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 용규: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아카

데미 일을 맡고 있는 임 용규입니다.

기축년 새해 원자력원로포럼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댁내 두루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외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늘 출범한

미국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에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탄소절감시책이 크게

부상되어 있고 우리 정부도 녹색성장과 그린에너지 policy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원자

력 르네상스의 청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원자력계가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원자력 행정에 시동을 건 원자력원이 50년 전 바로 오늘 탄생되었습

니다. 1959년 1월 21일 원자력원이 발족하고 초대 원장에 김 법린 박사를 임명하셨습니

다. 2월 3일에는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어 초대소장으로 박 철재 박사가 임명되었습니

다. 50년 전 7월 14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원자로인 TRIGA mark Ⅱ의 기공식

을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학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이

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하였던 원로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

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원자력 계는 인력양성, 원자력연구개발, 원자력산업 등

에 매진하여 세계 6위권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성장하였으며 국가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원자력 계에 종사하신 분들의 땀과 열정

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원자력 50년을 조명하

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원자력 계 관련기관과 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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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원자력 반세기 기념행사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사의

시기는 4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력계의 뜻 깊은 행사가 성공하고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임 기관장 몇 분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소개하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환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이 재환 인사 )

( 일 동 박 수 )

이 재환 이사장님께서는 11대, 14대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총장, 체육부 차관 등을 역임

하셨고 앞으로 원자력문화 창달에 주요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 익환 한전원자력연료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이 익환 인사 )

( 일 동 박 수 )

이 익환 사장께서는 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 현대건설 등에서 원자력 중요요직을 역

임하셨고 현재 글로벌 신형원자력연료 개발에 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 계홍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고당 이사장 민 계홍 인사 )

( 일 동 박 수 )

민 계홍 이사장께서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에서 원자력 분야의 요

직을 거치셨고 한수원 방사성폐기물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 발

족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하게 되셨는데 원자력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

사성폐기물의 성공적인 관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여기에 많이 나오신 분들이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일일이 소개

를 안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나오신 원자력비파괴검사 업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UMI의 박 종현 사장님, 잠깐 일어나시지요.

( UMI 사장 박 종현 인사 )

( 일 동 박 수 )

그리고 원자력연구소에 오래 재직하시다가 IAEA에서 오랫동안 기술협력국장으로

봉직하신 김 병구 박사 오늘 나오셨습니다.

( 전 IAEA 기술협력국장 김 병구 인사 )

( 일 동 박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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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원자력원로포럼은 자리가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찰에도 이름만

우리가 처음에 붙이게 돼 있는데 기관장님 몇 분하고 또 원로 몇 분님들은 대접 상 자

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오시더라도 자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렇게

즐거운 포럼에 참석하는 기분으로 참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일 동 박 수 )

◯ 진행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이어서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실 김 시

환 박사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0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시고 1980년에 미국 Rensselaer 공과대학

에서 원자핵공학박사를 하셨습니다. 1996년부터 ‘99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시고 1977년부터 2001년까지 IAEA 국제원자력해수담수화자문 위원회 위원장,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대한전기협회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동시에 울산대학교 초빙교수

로 계십니다.

바로 주제발표가 시작되겠습니다.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인사)

( 일 동 박 수 )

◯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안녕하십니까, 김 시환입니다.

원자력원로포럼에 2009년도 첫 행사인 오늘 이 행사에,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시고 또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이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시작한지가 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원자력에서 발생

된 전력의 양이 2조 kW/h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원자력산업체에서 아주 많

은 노력을 기울여서 원자력수출을 하려고 했지만 뜻을 못 이루고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

다.

오늘 저는 세계원자력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맨 먼저 세계 원자력발전 수요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IAEA의 신규원전 도입국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계 원

자력발전 공급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내 원전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그리

고 해외 원자력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발

표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원자력발전 수요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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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 30여국에서 438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계

전력공급에 약 1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지구온난

화문제로 인해서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대한 세계 원전시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건설시장의 규모 추이를 보면 60년대, 70년대에는 연 20기 정도의 원전건

설이 발주되어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1979년 TMI 사고와 86년에 체르노빌 사

고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원자력발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원자력산업은

하향 길을 걸어오다가 근래에 세계적인 경제성장과 또 전력수요에 따라서 원자력 르네

상스가 돌아와서 제2차 원전건설 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IAEA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약 30개국입니다. 그런

데 IAEA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추가적으로 한 65개국에서 원자력을 신규로 도입하

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IAEA의 자료를 보면 2006년 원자력 발전양은 370GW입니다. 그런데 최대한으

로 평가를 할 때에 2030년에는 691GW, 그러니까 약 321GW가 늘어나서 현재 용량의

약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자력발전 점유율이 현재의

16%에서 2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예상 시장규모는 약 300여기, 지금부터 2030년까지. 그리고 한 700조억원의 원

전시장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로 방대한 시장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IAEA의 신규원전 도입국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AEA는 원자력을 신규로 도입하려는 국가에 대해서 원전산업기반평가를, 인프라를

평가하는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IAEA의 평가를 요청하고 있는

국가는 약 50개국입니다. 아주 많은 개도국에서 IAEA에다 원전산업기반을, 자기 나라

의 인프라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제사회로부터

원자력발전사업의 신뢰를 획득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IAEA의 지원을 받으려 하

기 때문입니다.

김 병구 박사님이 IAEA의 국장으로 계셨는데 개도국에서는 IAEA의 기술협력사업

으로 인해서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규제기관을 설립한다든지 인력개발을 한다든지 부지

관련 조사․평가나 입찰안내서라든지 여러 가지의 도움을 TC프로젝트에 의해 도움을 받

을 수 있습니다.

IAEA는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서 원전산업에 대한 기반을 평가하는 미션을 수행합

니다. 회원국이 우선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하는 IAEA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평가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19개의 항목에

걸쳐서 평가하게 되고 각 항목별로 한 5~6개 정도씩 많은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이것

을 다 합치면 약 100개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방법으로

서는 자체 평가서를 검토하게 되고 각종 정부의 서류, 증빙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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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도 하게 되고 현장방문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IAEA 미션은 각 나라에 대해 3

회 실시됩니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겠다는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결정된 후에 그리고

입찰안내서를 발송하기 전에 3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50개국 3회면 150회가 됩니다.

따라서 아주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IAEA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에서

는 58세가 일부 산업체에서는 정년이기 때문에 젊고 경험이 많은 한국의 은퇴 전문가

들을 좀 초빙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해 평가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프라평가항목은 19개의 메이저항목과 각 항목마다 여러 개의 세

부항목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National Position입니다. 국가가 원자력을

하겠다는 결정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원을 설립한다든지 연구소를 설립하는

그 근거라든지 설립근거, 목적 또 그 나라에서 수행,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 플랜 그리

고 원전타당성 조사보고서라든지 부지라든지 Financing,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문

제가 되는 것이 인력개발입니다. 후진국에 보면 자체 평가보고서를 쓸 수도 없는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IAEA에서는 인프라평가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

드라인이 작성되고 나면 50개국에 신청한 각국에 1차적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

서 지난 연말에 IAEA에서는 서울대 황 일순 교수가 한국의 원자력프로그램 초창기에

어려웠던 것, 우리가 기획했던 것, 계획했던 이것을 발표를 해서 크게 호응을 얻었습니

다. 그리고 IAEA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전개발프로그램을 reference model로 이렇게 설

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프로그램만 따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황 일순 교수가 작성

한 그런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것을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좀 여담입니다마는 전 풍일 박사님 후임으로 온 일본의 오모토 국장이 직원

들한테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답니다. 왜 한국만 그렇게 하느냐 자기는 일본에서 왔는

데 일본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불만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런 기술자립프로그램, 현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들 평가하고 후진국이 우리

나라에 이런 것을 배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가 IAEA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서 가이드라인

을 작성하는데 좀 기여하고 한국의 전문가들을 이런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에 IAEA의 인프라평가단의 일원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해서 인프

라를 평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제가 가졌었고 방글라데시에 대한 정부

의 결정이라든지 정부의 증빙서류 여러 가지를 제가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

졌습니다. 방글라데시 Atomic energy commission이 설립된 근거라든지 또 그 역할,

예산, 앞으로의 사업계획, 앞으로의 원자력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원자력청을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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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지에 대한 것과 국가에너지플랜에 대한 것, 원전도입타당성보고서라든지 여러 가

지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국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또 많은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제가 처음 가서, 우리가 과기장관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바로

한국을 최우선 원전도입국가로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차관이 이야기를 하

고 한국을 모델로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같이 간

IAEA 직원이 한 사람은 불란서, 한 사람이 일본 사람들인데 제가 IAEA의 모자를 쓰

고 갔지만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bilateral agreement에 의해서 수의계약

을 한국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기술전수라든지 또한 부품국산화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계획이 없고 전기수급이 급하기 때문에 전기수급에, 빠른 시일 내에 전

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경험이 많은 이런 원자로를 가지고 와서 전기를 생산,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는 2017년까지

두 기의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야심 찬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했습니

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 원자력발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로드 맵을 작성

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분들의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래서 미션결과로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19개의 recommendation과 한 개의

suggestion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계 원전공급 시장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원전공급사 즉 우리 한수원, 한전과의 경쟁사들을 보면 좌측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Westinghouse, Areva, General Electric이 원전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

한 회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원자로 형을 개발해서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세

계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Westinghouse는 AP1000, 이미 중국에 계약

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Areva, 또 우리나라도 OPR1000과 APR1400을 모델로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공급사들의 동향을 보면 세계 원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프랑

스, 러시아까지 최근에는 중국도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런 국가

들이 주도권 경쟁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IAEA의 3S,

그러니까 Safeguard, Safety, Security 이런 것을 배타적 도구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원전공급업체들의 세계 원자력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런 공급사들은 인수․합병이라든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원전산업체를 아주 대형화하

고 그리고 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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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우리나라 전력수

요의 36%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계 6위의 원전설비보유국이 되었

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원자력발전사업은 꾸준하게 진행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8월에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설

비용량으로 보면 현재 26%에서 41%, 또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36%에서 59%, 이렇게

늘었습니다. 저도 그 갈등전문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산하의 위원으로서 저희들은 한

70~80%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59%로 나왔습니다마는 현재의 사정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 원자력계가 80% 이상 불란서처럼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원자력건설과 운영이 분리돼 있습니다. 불란서만 해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0년간 정말 전력회사가 일관성 있게 주도해서 30년간 꾸준히 원

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강점의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술도 자립하고 국산화도 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세계에

아주 우수한 제일 top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건설기술 또 건설에 관련된 설

계, 시스템 설계, 기기제작, 기기설계제작, AE건설, 사업관리까지 우리가 우수한 기술

을 보유하게 되고 경험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그야말

로 세계 top인 이런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IAEA라든지 이런

후발국가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OPR, APR1400 이런 데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수출을 하는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전과 한수

원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공기업으로서 수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는 원자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나누어져, 쪼개져 있습니다. 기관간의 기능이 분산돼 있고 이래서 업무연계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데 특히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좀 더 경쟁력이 있도록

우리가 산업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약이 있는 것은 핵연료주기분야, 핵연료공급분야, 일부 미 자립 기술

등을 약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 원전건설사업의 국제경쟁력을 살펴보면 건설경험은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30년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아주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

비용 측면에서도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가장 낮은 단가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

니다, 건설비를. 이것은 아마 우리가 반복건설과 자체적인 개발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대해서는 특히 정지 율이라든지 발전소 이용률을 살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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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top입니다. 그림에 표시된 원전 정지 율만 보더라도 아주 낮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의 이용률이 90% 이상 항시 유지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이런 발전소의 운영은 건설과 운영을 전력회사가 맡아서 지금까지 잘 추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운전에 대한 기술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좋은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핵연료

공급을 아주 건전하고 좋은, 건전성 있고 좋은 핵연료를 지금까지 국산화해서 공급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원자력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한수원, KOPEC, 핵연료주식회

사, KPS, 두중, 원자력연구원, 대우건설 등의 수출실적입니다. 이것만 보면 총 371건인

데 이것이 작년 5월을 기준으로 371건에 9억 3,000만불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 중

에서 두중이 한 7억 7,000만불, 전체의 한 83%입니다. 조금 전에 김 태우 부사장님께

들으니까 계약을 한 것만 해도 한 10억불 이상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두중이 그

야말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OPR 2기를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어떤가를 한번 살

펴보겠습니다.

국내 직접 수출효과는 27억불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 파급효과는 5조원

정도, 후속 수출은 약 4조원, 그리고 고용창출은 연간 5만 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수출 현황을 보면 실적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자재 수

출, 부품 수출, 기술 수출, 인력 송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자력계의

염원인 원자력발전소 플랜트 수출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천기술, 미 자

립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발표에서 해외 원전시장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원전수출상품을 좀 다원화하고 수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더 개발하고 또 정

부의 이런 주요 정책과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많이 참석

하신 여러 전문가님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원자력 수출상품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상품을

개발해서 원자력 수출상품을 다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플랜트 수출에서 보

면 우리가 전기만, 전력만 수출하는 경우가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를 보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UAE라든지 제가 스마트원자로 수출을 기술협력으로 해서 UAE 이런 데

도 많이 방문하고 정부간의 MOU도 하는 데 제가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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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라든지 요르단 이런 데는 물과 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도시

를 개발해서 거기에 물과 전기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

금 전력뿐만 아니라 물과 전기인데 이것은 조금 optimize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리고 패키지로 도시개발까지 중동지역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운전, 운영, 건설, 관

리지원에 관련된 서비스를 패키지로 수출한다든지 주기기 연료, 보조기기 장비와 같은

컴포넌트 수출, A/E, NSSS & TG, 플랜트 패키지 수출, 우리도 영광 3, 4호기 기술자

립 할 때 A/E, NSSS & TG가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따

로 따로 패키지화해서 수출하는 방안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 기술용역이라든지

기술지원, 기술자문에 대한 기술수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을 다원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개입

찰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와 또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에 의

해서 bilateral agreement에 의해서 정부 간의 협력협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시도하고

있고 실제로 수의계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urn key, non turn key, 특별히

지금 한전과 한수원은 앞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 운영을 우리

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

을 패키지화해서 중동에 나가면 또 개발 도상국가들은 인력문제가 상당히 운영에 대해

서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또 원전플랜트의 수출모델에 대해서도 대형 모형으로서는, 모델로서는 APR,

OPR1000이라든지 APR1400을 우리가 고려하지만 아주 개도국에게 중·소형으로 보면

스마트원자로라든지 또 연구로 수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로가 많이 낡았고 새로 주문하는 데가 앞으로 원자력 발

전 시장이 늘어남으로 해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기 국산화나 기술전수에 대해서는 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그것

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입국의 정책에 따라

서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프로젝트 financing 같은 것

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출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플랜트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한 30년간 원자력발전 산업을 정부 주도로서 지금까지 전력회사가

주도해서 잘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맡고 우리

가 국제경쟁력을 산업체 중심으로 강화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제를 개편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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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 자립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기술고도화도 해야 되겠고 좀 더 종합적

으로 다각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근래 많은 국가가 원자력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히 원자력분야 젊은 전문엔지니어들

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관장님들 여러분 오셨습니다마

는 요즘 구조조정이 구조조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인력까지 관련되는 것은 심히 걱정스

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는 것은 옛날에 ACEL의 우리 연구소 직원들,

특히 KOPEC으로 직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brain drain이

될까봐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을 보면 해마다 1기

정도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 되고 또 수출도 해야 되고 하면 이 전문가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대우도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AE나 이런 데서 보면 NRC의 committee member라든지 IAEA의 과장을 하던 클

리브랜드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밑의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많은 돈을 오퍼 하는 등 좋은 조

건으로 해야 할 터인 데 brain drain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산업체제 개편 안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모델을 생각해 봤습니다. 현 체제를 유지

하는 것과 공기업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문제,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국내의 여러 개

의 원자력산업을 한 데 통합하는 이런 민간중심의 기관을 설립하는 이런 세 가지를 생

각해 봤습니다. 현재의 한전과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체제를 계속하겠다고 한

다면 국내의 원전산업기능을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주회사설립인데 이것은 ACEL과 같은 공기업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

니다. 해외 마케팅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사업관리와 설계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이

런 것을 생각해 봤고, 그리고 국내의 원전의 여러 가지 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통합해서 Areva와 같은 민간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함

으로 해서 EPC 특히 중동지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EPC, 설계, 구매, 건설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민간회사의 설립방안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경

부에서 과제를 외부에 주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 원자력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원자력전문가의 여러 가지의 활동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은퇴한 원자력전문가들의 인력 풀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

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한국기술경영연구소에다가 은퇴 과학자들

을 위한, 그분들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분야

에서는 이러한 풀을 구축하는데 이런 현재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은퇴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로포럼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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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 일단 구성이 되면 활동분야는 제가 여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드웨어는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IAEA에 인프라 평가하는 미션에 참여할 수 있고 50개국

에 앞으로 3번씩 하면 대단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전 도입국에 원전산업 그

자체를 기획하는 일, 또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일, 자문을 해주는 일, 그리고 인력

개발, 특히 우리나라 인력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인력개발이 아니라 60

년대, 70년대 초에 인력개발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며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이런 것

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인적으로 문의해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나라에 보면 원자력공학과가 대학에 없는 데가 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원자력공학과를 설립해서 Nuclear Training Center를 설립하고 있

는데 거기에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일들은 아마 여기에 계신 많

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 시장이 아주 방대하고 거대한 시장이 앞으로 예측이 된다는 말씀을 드

렸고요.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건설 분야, 또 건설단가, 운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경쟁력이

좋고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상품을 다원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 볼 필

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과제로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서 아주 잘 해 오고 이

런 것을 우리가 수출도 하고 더욱 더 잘 하려면 원자력산업이 민간주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의 체제개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 자립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은 이미 한수원에서 신

성장 동력의 과제로서 잘 수행해서 아마 2012년까지는 다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국제협력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하신 원자력 전문인력 활용방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 선배님들이 쌓아온 전문지식과 또 많은 경험을 후진국을 도와

주는 데에 활용하게 되면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데 사전 정지작업으로, 또 개인적

으로도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의 동참

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의 우리들의 염원인 원전 플랜트 수출을 올해에는 꼭 달성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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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김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종훈: 한 두어 가지 원자력 계에 대해서 제가 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상당히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포럼도 여러 개가 생기고 있는데 그 어느 곳을 봐도 원자력발전소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면 원자력발전 이상 당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원자력발전을 강화한다, 또는 원자력발전소 연구에 대

해서 대폭 지원한다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한국공학한림원이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수위

에서도 공학한림원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우리

원자력계가 공학한림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학한

림원에 제가 이렇게 가보면 주로 전자공학, 화학, 토목 이쪽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

를 해서 정부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됐는지 지난 10년 동안에 공학

한림원에 신규로 가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수원 사장보고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고 지난번 한전에 있는 분들 여러 사람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이랬는데도 가

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계에서 좀 공학한림원에 많이 가입을 해서 정부정책에 원자력기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정책건의를 해야 하는데 정책건의를 할 그런 포럼이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현역에 계신 분들은 공학한림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합니다. 정원수가 350명인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후보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심사해서 정회원이 되는데

후보회원도 몇 없어요. 원자력 계는 아주 그냥 공학한림원에서 전멸하다시피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이 목소

리를 좀 내기 위해서 그런 공학한림원이나 정부정책기구 쪽에 원자력 현업에 있는 사

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자력기술자립하기까지 사실은 ‘85년, ’86년에 영광 원자로 3, 4호기를 도입하면서

한국전력에서 당시 Combustion Engineering에 아주 거금을 지원해서 사실은 기술훈련

도 받고 또 Bechtel에도 거금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기술자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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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제가 기억이 되는데 원자력연구소 소장을 만났더니 원

자력연구소 연구비가 지난 10년 동안 2,000억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

다.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다른 분야에서는 10배, 20배씩 늘었는

데 어떻게 돼서 원자력연구소의 연구비는 2,000억원을 10년 동안 넘지 못하고 늘 거기

서 헤매고 있다는 것은 이 원자력 계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이 정말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면 OPR1000도 그렇고

APR1400도 사실 지금 원천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중국 수출

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 시환 박사가 말씀하셨지만 조금

작은 모델을 개발해야 후진국에 수출하기 좋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비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엔지니어클럽에서 오 명 장관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

습니다. 83년에 당시 연구프로젝트 최고로 큰 것이 1억 원 짜리였다고 합니다. 그런

데 자동전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240억원을 지원을 했대요. 다 깜짝 놀랄 정도의 돈을

주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IT산업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 원자력도 전기요금이 25년 동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서 정말

원자력발전소 연구에 몇 조를 지금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정책 결정하

는 데에 우리가 너무 무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현업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분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사장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신 성장 동력 6개 분야던가요? 거기에 20

몇 개의 과제에 보면 원자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수원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시

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데를 이렇게 보니까 녹색성장 중에서 저탄소, 탄소 절감하는

것에 원자력발전소, 원전플랜트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기술개발이 제

가 이해하기로는 미 자립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사업개발로서 APR+를 2013

년까지 DC를 받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 말씀하시겠습니

까?

◯ 김 종신 : 한수원 사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전을 많이 할 때에 원자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은

사실인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우리

가 34% 내지 40%의 원자력점유율을 60%까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희들 6기 짓고 있고 금년에 2기를 더 착공하면 8기가 되는데 앞으로 10기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40기에 원자력점유율이 60%니까 원자력에 엄청난 비중

을 실어주신 것이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단, 천문학적인 재원조달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회사가 정부하고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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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그런 일들이고요.

그다음에 일어선 김에 말씀을 드리면 주제가 원자력 수출인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분위기도 많이 기술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성숙해 가는

데 사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일본도 자기들 원자로를 1기도 해외에 아직 수출 못 했습

니다. 대개 원자력 바깥에 있는 분들이 원자력계가 이 정도 수준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아직도 1기도 어떻게 수출 못 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아직 1기도 수출 못 했

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체르노빌하고 그다음에 TMI 사고 난 이후에 원자력을 계속 하

는 나라,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라든가 몇 개국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원자

력을 지었지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동남아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1기도

아직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여건이 이렇고, 최근에 원자력에 관심

을 갖고 있는 정부의 고위급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가시거리에 들어와 있는 프

로젝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이라도 터질 수 있다 이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국내에서 준비가 덜 되어서 bottleneck에 걸릴 수도 있다, 그

래서 며칠 전에도 총리하고 두세 분이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요르단,

터키, UA, 중국 이런 나라들인데요. 지금 그것에 대비해서 인력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화 개혁 때문에 공기업 전체에서 10% 정

도 인력을 감축하는데 원자력도 같이 들어 있는데 주류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젊은 사

람을 양성하려면 1년 내지 2년이 걸리니까 TO를 별도로 주세요, 양성은 우리가 하겠

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했고요. 특별히 여기에 은퇴한 분들에 대한,

요즘 은퇴했다는 분들이 전부 다 건강하시니까 이분들 전부다 리스팅해서 최대한 활용

해야 되겠다, 지금 발전소 짓는 것도 국내에도 그런데 해외에 1기, 2기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 인력을 감당 못 하니까 이 대비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전문대학원

대학을 하나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 근모 박사를 지금 고문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수원 원자력발전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2년 정도에 아

주 세계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가능한 한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발족

해서 인력양성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학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하도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를 해서 작년부터 신청을 했는데 몇 단

계, 몇 단계 뭐 추천을 하고 이러더니 금년에 거의 됐다더니 안 됐다고 통보가 왔어요.

왜 안 됐느냐 그러니까 63세면, 65세까지 하는데 2년 가지고 뭘 하겠느냐, 너무 들어가

는 문이··· 여기에 전부 원로 분들이 계신데 다 60 넘은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공학원

에 대해서 별로, 원자력 한림원을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이렇게 괄시

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됐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 다시 확

인해 보니까 마지막에서 빠졌다 그러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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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

◯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예, 김 사장님 감사합니다.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예, 허 남 국장님.

◯ 허 남 : 예, 시의적절한 때 김 시환 박사님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원전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지적하시면서 약점으로 수출산업의 창구

가 없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원자력을 수출하자면 안전문제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주도하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또 핵연료의 장기수급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

이런 데하고 다 종합조정을 해야 되는데 다 각 부처가 각자의 역할만 하니까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 없다, 거기에다가 사업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수원, 두중, KOPEC

이런 기관들이.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에

끝나지 말고 원자력안전아카데미 같은 데서 정책과제로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은퇴 원자력 전문가 인력 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입니다. 그래서 그것

을 그냥 원자력 전문가 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중에 classify하면 좋지 이것을 은퇴

라는 얘기를 쓰면 역동적이지 않아서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용어를

바꿔서라도 임 용규 박사님 정책과제를 예산을 좀 많이 얻어서 추진해서 그 두 가지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필리핀이 우리 고리 1, 2호

기 할 때 필리핀도 오더를 했고 우리도 오더를 했는데 필리핀은 아직도 토론하면서 짓

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 큰 자

부심을 갖고 개도국이 원자력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전문가가 안전문제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그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이 익환 : 저는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장입니다.

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핵연료, 핵

연료 하니까 조금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그렇다 해서 조금 순화한 말을

쓰자고 해서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오늘 선배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 저것이 미자립 핵

심기술 조기확보와 원자력기술 고도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

금 우리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은 1995년도에 거의 우리가 끝을 냈습니다. 95%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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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거의 이제 우리 능력껏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patent, 특허가 아직도 외국에 bias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에는 2015년까지 우리가

완료한다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중간 과정을 우리가 체크해 보고 또 국제사회가 아

주 그냥 공급자 위주의 심각하게 시장개척을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시간

을 2015년까지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아주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확인한 결과 2012년까지 두 가지 코드, 특히 노심설

계코드하고 그다음에 안전성분석코드 두 개는 2012년까지 핵심인데 완료할 수 있다 이

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목표를 타깃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를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기후변

화협약에 의한 세계가 그것을 세계적으로 같이 가고 했는데 그 안에 원자력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clean energy development mechanism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거기에 의해서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원자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국제규정에, 국제협약에 문제점이 되고 있기 때문

에 우리 원자력 관련 국가들은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까 김 시환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7대 신

성장 동력 거기에 우리가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일 동 박 수 )

◯ 이 상수 : 인쇄가 잘못됐는지, 4페이지에 세계 신규원전 발주전망 여기에 보면 용량에

MWe로 되어 있는데 전기출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예.

◯ 이 상수 : 이것이 열 출력이 아닙니까?

◯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전기출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상수 : 전기출력입니까?

◯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예.

◯ 이 상수 : 한국이 지금 원자력발전소 8개로 해서 9,200MWe가 조금 단위가 큰 것 같아

서···

◯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예, 이것이 전기출력으로 알고 있습

니다.

◯ 이 상수 : 그렇습니까?

◯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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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수 : 알겠습니다.

◯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예, 차관님.

◯ 이 승구: 은퇴 과학자 활용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자력계도 똑같은 문제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

다.

저희 과우회 기술경영연구원에서 은퇴과학자들의 개발도상국 지원프로그램하고 관

련되는 정책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개념이 들어와 있냐면 한국은 후진

국에서 선진국이 될 때까지 모든 경험을 가진 panoramic expert가 각 분야에 산재되

어 있다 해서 이것을 후진국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연구를 하는 과정에

몇몇 개도국 대사관에서 대사들을 만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서 몇몇 국가에서는 자기네 나라 대통령한테도 보고해서 우리나라에 올 때,

굉장히 자원부국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한국의 대통령한테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원

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까 원자력 아마 세계에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

는 분야니까 그래서 아까 한수원 사장님께서 원자력대학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그런

데 panoramic expert 개념을 집중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험, 옛날부터의 경험을 통해서 외국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개발도

상국이. 또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만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경험 때문에 아

마 개발도상국이 우리 원자력 수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원자력계가 노력을 해주시면 어

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예, 이 차관님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예, 한 차관님.

◯ 한 영성 : 예, 한영성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주 정말 원자력발전 plant의 수출 아주 참 꼭 해야 되고 아주 시

의 적절한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가 지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하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OPR하고 APR은 실제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도입하려

고 할 때 여러 가지 제재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았느냐, 제약 같은 문제,

기술적인 제약 말입니다.

두 번째는 US NRC라든지 이런 데에 사전에 여기서 SAR 같은 거 제출을 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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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한테 이미 안전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뭐를 받아두면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다

는 말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 시환 박사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행

스럽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한수원의 김 사장님도 와 계시고 여러 관계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참석

한 우리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

다 사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 종신 : 예, 저희들 OPR1000은 해외에 지금 바로 진출한다면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원천기술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 자립 부분이 아까 우리 핵연료 사장이 얘기한 것

처럼 핵심설계코드하고 그다음에 control-room에 들어가는 MMIS, Men-Machine

Interface 그다음에 RCP 이 세 가지를 지금 국산화 못 해서 지금 2012년까지 국산화를

셋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해외에 나갔을 때에 우리나라 원자로를 도입하려는 나라가

그냥 발전소 지어주세요 그러면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용어로 실시

권인데 실시 권은 제한이 없는데 그 발전소를 지어주면서 know how, know why, 그

설계기술을 다 전수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것은 웨스

팅하우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제약이 있고요.

그러나 여태까지는 웨스팅하우스하고 울진 5, 6호기, 신 고리 1, 2, 3, 4까지 전부

웨스팅하우스가 아까 우리 미 자립 부분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

다. 그래서 해외에 발주가 되더라도 그쪽에 보완적으로 나가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고 보고 2012년까지 만약에 우리 기술이 자립이 되면 만약에 지금부터 발주를 하더라

도, 수주를 하더라도 그것이 한 12년까지 걸릴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약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외교정책상으로 일을 따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제약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지요?

◯ 한 영성 : US NRC···

◯ 김 종신 : 예. 그래서 OPR1000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고리 1호기까지 포함, 연장한

다면 한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잘 돌린 그런 입증된 기술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지

금 요구하는 나라들 요르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나라의 그런 분석이라든가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2012년까지 AP1400 또 APR+ 이런 것을 할

때는 미국의 DC까지, Design Certificate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받아놓으면 굉장

히 더 좋은 입지에서 나갈 수 있고 APR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진설계기반보다도 훨씬 높게 0.3G로 설계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계 어

디든지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수출 형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장관

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보완하면 아주 큰 전천후 수출모형으로 어려움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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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입니다.

◯ 이 창건 : 이 창건입니다.

제가 World Nuclear Association에서 주최하는 국제원자력대학 거기에 6개월 동안

2년 전에 나가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강사들이 선진국 분들인데 그 후진국에서

온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한국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

나라에서 그것을 스폰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가면 앞으로 시

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리가 선진국 사람들한테 밀리는 것이 경험은

많고 능력은 있는데 이것이 글 쓰는 것하고 말이 좀 나 같이 못 한다는 말이에요. 내

가 어느 기관에 외국에 나가는 논문을 좀 감수해 주고 있어서 그것을 열심히 보고 있

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 한다는 정부 문공부의 해외 공보관으로 10여 년 동안 계시

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보고 야 이것 좀 봐 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당신이나 나나 고추장, 김치 냄새나는 영어 가지고는 국제시장에 나갈 수 없다, 그러니

당신한테 하나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 그전에 자기가 문공부에 있을 때 이 규현 장관

을 모시고 있었대요. 이 양반은 아주 영어를 뛰어나게 잘 하니까 웬만한 영어 가지고

는 문공부 구미에 맞지 않아서 미국에서 제대로 영어를 한 어떤 전문가를 모셔왔대요.

그래서 정부 간행물이 그 여자 손을 거쳐서 나갔는데 나중에 전 두환 대통령이 들어오

면서 영어를 잘 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청와대에서 빼앗아 갔대요. 그 후에 두 대통

령, 그러니까 세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에 쭉 전문가로 있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미세스 리가 되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수배해서 알아줄 테

니까 당신네들이 국제 원자력 시장에 나가서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

그래도 몇 백만 달러 프로젝트에 몇 백만 원 쓰는 것이 뭐 껌 값 아니냐? 그래서 이렇

게 좀 잘 해라, 그래서 이것을 당장 뭐 몇 달 내에 하지 말고 여기 원자력 모든 기관

이 있으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좋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문장으로 국

제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누가 취합하면 좋겠어요.

제가 85년도에 중국에 갔습니다. 국교가 되기 전에 갔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이 만리장성에 대해서 영어로 쓴 기가 막힌 영어가 있었다고. 내가 그것을 20년이 넘

도록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만한 영어는 미국 전문가 여자, 예를 들어서 IAEA라든

지 UN에서 외국에 나가는 문장은 60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

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영문과 교수들이 뭐 하느냐,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에 붙어

서 감수를 봐주고 있다고. 그런 사람을 모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 2년 동안 프로젝트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치겠습니다.

( 일 동 박 수 )

◯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예. 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토의할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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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창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김 재록 박사님, 제가 딱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

리겠습니다.

해외수출 관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김 시환 박사가 과감하게 말씀을 못 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원자력 시장에 가장 큰 bottleneck이 뭐냐 저는 간단하게 한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민영화 된 vendor가 창설되

면 지금 말씀이 있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design certificate 받는

것도 이 회사가 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답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앉아서

제가 보기에는 옆구리만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 된 vendor를 빨리 만드셔서

이 회사가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핸드폰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얘기하는 원천기술은 Qualcomm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

제일 많이 파는 데는 삼성하고 LG입니다. 그러니까 원천기술 연구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민영화 된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 자신이 필요하면 꼭 합

니다. 빨리요. 그러니까 상업화된 생각을 가진 민영화 된 vendor를 빨리 만드셔야지

이것 없으면 제 생각에 자꾸만 말만 하고 끝나고 잘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

니다.

( 일 동 박 수 )

◯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시환 : 예, 감사합니다.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시간관계상 오늘 포럼을 이것으로 끝

내려고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김 종신 사장님이 제공하시는 2009년도 달력을 나가시는 길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전 한국일보 기자로 활동하시고 최근에 과학평론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이 광영

평론가께서 최근에 쓰신 기사 복사본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

다.

( 오후 2시 23분 폐회 )



- 69 -

2.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    

○ 발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양 명승

○ 일시 : 2009년 3월 26일 (목) 12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강남센터 「아나이스 홀」)

( 오후 12시 53분 개회 )

◯ 진행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원자력안전아카데미의 김 재록입니다.

지금부터 원자력원로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이신 임

용규 박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 용규 :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제가 지난 포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원자력사를 돌아

볼 때 금년은 원자력원이 발족하고 또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된 지 만 50년이 됩니다.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원자로인 TRIGA mark Ⅱ의 기공이 있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루어볼 때 금년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memorial year가 아

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뜻 깊은 해를 맞이해서 원자력 50년을 조명해 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원자력계의 관련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원자력

반세기 기념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의 시기는 원자력연차대회가 개최되는 기간인 4월 8일이고 장소는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기념행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초

청,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로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나오신 몇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 청원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지요.

(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조 청원 인사 )

( 일 동 박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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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 박사는 과학기술부에 오래 근무 하셨습니다. 또한

원자력국장도 지냈고 원자력 분야의 많은 업적을 남기신 바 있습니다. 원자력국장과

국립중앙과학관장직을 역임하시다가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앞으로도 원자력 계와 많은 관계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 유대를 갖기를 희

망합니다.

그다음에 구 한모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구 한모 )

( 일 동 박 수 )

구 한모 부회장께서는 한수원에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원자력본부장도 지

내셨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두루 거치셨는데 그 후에 원자력산업계에서 활약을

하시다가 최근에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앞으로 원자력

산업회의가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발전을 기대합니다.

오늘 송 명재 박사, 잠깐 일어나시지요.

( 송 명재 박사 인사 )

( 일 동 박 수 )

송 박사는 우리 원자력포럼에 중요한 멤버시고 오늘 새삼스럽게 소개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송 박사께서 그동안 한수원의 원자력발전본부장을 맡고 계시다가 최근

에 두산중공업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앞으로 원자력산업계를 위해서 많은 일

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윤 세준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사무국장께서 나오셨습니다.

(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사무국장 윤 세준 인사 )

( 일 동 박 수 )

오늘 여러 원자력 계 원로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니까 나와서 여러 가지 인사를 드

리겠다고, 앞으로 유대를 많이 갖겠다고 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

습니다.

윤 국장께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오래 봉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요직을 많

이 거치셨고 현재 원자력국제협력재단이 뭘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각 테이블에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재단의 활동사항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사무국장 윤 세준 : 양 원장님이 끝나신 다음에···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 용규 : 그러시지요.

이상 제가 몇 분, 또 그 외에 나오신 분들 중 제가 소개 못 드린 분, 뭐 다 우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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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포럼에 자주 나오신 분들이 오늘 참석하셨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바꾸신 분이라든지

새로 나오신 분 몇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 일 동 박 수 )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다음은 오늘 주제발표와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발표하실 분은 양 명승 원자력원장님이십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히 제가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3년에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시고 ’75년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에

서 석사학위를 마쳤습니다.

다음 1984년에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재료공학박사를 하셨습니다.

’93년부터 원자력연구소 핵연료개발부장, 그다음에 2004년부터 2006년부터 대통령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위원,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정보원 북한문제 자문위원, 그다

음에 2007년부터 현재 원자력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덕연구

개발 특구 기관장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양 명승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양 명승 인사 )

( 일 동 박 수 )

○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양 명승 :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원자력연구원 원장으

로 봉직하고 있는 양 명승입니다.

전부 여기에 원로님들, 선배님들을 모시고 제가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에 대

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송구스럽기도 합니

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작년 12월 22일에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통과된 2028

년까지의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을 발표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이 자료에 덧붙여서 최근에 많은 관심이 있는 중소형

원자로 SMART하고 연구용원자로 수출계획에 대해서도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제가 자료 준비할 때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 중심으로 준비를 하다보니까 중

소형로와 연구로 수출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좀 그와 같은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5년 공릉동 원자력연구소에 입소를 해서 30년간 주로 핵연료하고 재료개발

쪽에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목이 좁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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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국내외 환경, 그다음에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동향, 그다

음에 우리가 작년 12월 확정된 장기추진계획에 outline을 준비했고 제가 마지막 맺음

말 전에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원자로 수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환경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sustainable

growth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발전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에너지공급이 필요

하고 그런데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세 가지의 trilemma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

히 최근에 와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그다음에 에너지 security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논점으로 부각이 돼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원자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은 2007년 5월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는 IPCC 보고서에서도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기술로 원자력을 명시했고 2007년 6월 G8 정상회담에서도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 및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많은 공감대

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 원전 분위기가 팽배했던 1980년대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이

와 같은 변화가 생기게 된 배경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에

너지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World Energy Outlook에서

predict한 것을 보더라도 2030년까지 우리 에너지 수요가 약 55%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의 증가분이 약 74%를 차지할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인도하고 중국이 한 45%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에

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화석연료 고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요. 석유는 40년, 석

탄은 150년 정도 화석연료의 고갈을 또 예측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최근에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마는 석유 수요 증가와 여러 가지 주요

political한 불안정성 문제, 그다음 유가상승 기대에 따른 여러 가지 투기자본의 유입

등으로 작년에는 배럴당 거의 150불 수준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교토의정서가 2005년에 발효됐고 그다음 2007년 12월에는

Post-2012라고 해서 발리로드 맵이 현재 채택이 됐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복합적인

현황을 감안할 때 적어도 2050년까지 단기간에는 원자력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료는 IAEA에서 한 prediction인데 대개 보면 2030년까지 319GW,

그러니까 1,000GW짜리로 치면 약 한 300기 정도의 신규원전이 건설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중국하고 아시아 쪽에 치중

이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럽, 미국,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적어도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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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약 2조 내지 3조로 보면 적어도 203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약 700조원의 신규시

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배경에서 우리 이 명박 대통령께서도 에너지문제 해

결은 결국은 원자력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적이 있습

니다.

그것을 좀 소상히 보면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약 370GW, 그러니까 발전소로는 한

430개, 370GW인데 2030년이면 거의 690GW로 300GW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데 대개 보면 북미 쪽에서는 현재 116GW에서 한 180GW 그다음 아프리카 쪽에서는

지금 2GW에서 12GW 정도로 늘고 유럽 쪽에서는 지금 123에서 149GW 정도로 약간

의 상승이 있습니다마는 구 가장 큰 증가가 결국은 구소련 지역에서 현재 약 40GW에

서 110GW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크게 원전시장이

확장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현재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현재 6기

가 건설 중인데 그 중에 특히 APR이 신 고리 쪽에 건설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2022

년까지는 토털 32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작년 에너지위

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이와 같은 원자력점유율을 더욱더 확장하겠다고 결정한 바가 있

습니다.

작년 8월에 개최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원전설비비중을 현재 약

26%에서 2030년까지는 약 40%까지 증가시키고 특히 발전비중은 지금 약 36%에서 거

의 60%까지 증가시키겠다고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경우에는 현재는 설비비용이 26%인데 2030년에는 약 17%로 줄

게 되고 그 반면에 발전비중을 따져보면 가스는 설비비용은 약 20%지만 발전비용은

우리가 1%로, 획기적으로 감축을 시키고 그와 같은 감축 분을 원자력으로 거의 60%를

생산해야 되겠다는 것이 에너지 security하고 기후변화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내린 결

론입니다.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원자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볼 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 우라늄 공급하고 그다음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가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먼저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 관점에서 보면

실상 2001년에 만해도 거의 원광 가격이 대개 파운드당 약 10불 수준이었는데 재작년

에는 파운드당 125불까지 현재 상승을 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파운드당 약 60불 정

도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마는 가격불안정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요. 또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 공급을 보면 현재 440기의 원전이 가동된다는 것을 고려

했을 때 약 6.7만 톤 정도의 우라늄이 필요한데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은 약 4만 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2.5만톤의 부족분이 있고 이 부족분 때문에 안정적 공

급문제가 항상 대두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2007년도에는 약 9,300톤



- 74 -

정도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있고요. 매년 약 700톤 정도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되고

있는데 저희가 2050년까지는 약 5만 톤 정도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일 거라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2005년도에는 약 20만 톤인데 2050년이 되면 사용후핵연료가 약

70만 톤 정도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 확보 외교를

강화하면서 2030년까지 고속증식로를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일본의 경우에는 예

전부터 고속로 핵연료재순환을 국가정책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미국도 최근

에 들어서는 사용후핵연료에서 TRU를 회수해서 고속로에 재활용을 하는 것을 바탕으

로 한 GNEP 프로그램을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동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가

우리가 주로 제2세대, 3세대 원전을 쓰고 있고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APR1400이

라든지 중소형원전 SMART 같은 것이 경제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 제3세대 플러스원

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개 2030년대를 타깃으로 해서 제4세대 원전을 개발하고 있는

데 제4세대 원전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환경친화성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양을 획기적

으로 줄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 해서 자원의 재활용성을 증가

시키고 그다음에 핵 확산 저항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 제4세대 원전의 가장 큰 목

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자기네들이 현재 GEN-Ⅳ와

같은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도 또한 독자적인 자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2018년까지 수소생산을 위한 초고온가스로를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고속연소

로를, 그러니까 burner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불란서는 일찍이 흔히 SFR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핵주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현재 2015년까지 열화학

수소생산 플랜트를 건설하고 2025년부터 고속로 운전을 개시해서 2050년에는 고속로를

상용화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중국도 두 개의 고온가스로 건설을 2013년까

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SFR 운전을 개시하겠다고 그러고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이

라고 원자력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독자적인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개발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국

제공동연구라는 framework를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 특징인데 우선 Gen IV에서는 선

진 13개국이 현재 참여를 해서 제4세대 원전을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Sodium Fast Reactor하고 초고온가스로 개발에 저희가 중심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요.

또한 IAEA을 중심으로 한 INPRO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IAEA 회원국

중심으로 해서 현재로써는 주로 혁신 원자력시스템이 갖춰야 될 user criteria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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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런 것에 중심을 맞춰서 수행하고 있고 저희는 특히 그 중에 핵 확산저항성 평

가분야에서 저희 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GNEP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측이 중심이 되어서 핵 비확산을 보장하는 그런

umbrella 내에서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자, 그런 측면에서 GNEP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데 특히 GNEP 프로그램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이것은 미국을 중심

으로 해서 핵 비 확산성 보장 하에서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25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에 가입을 했는데 GNEP에서 특히 강

조하고 있는 파트가 원자력 이용 확대 두 번째가 핵 확산저항성이 enhance된 재순환

핵연료 주기 개발 그다음에 그를 통한 방사성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그다음에 개량 형

소멸로 개발, 그다음에 안정성 있는 핵연료 공급체계 구축, 그다음에 소형원자로 개발,

advanced safeguard 기술개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GNEP에서 제시하고 있는 키포인트들이 대개 미래원자력시스템

이 갖춰야 될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 연구원의 하나의 R&D 계획으로만 돼

있던 것을 이것을 하나의 장기국가계획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우리

교과부를 중심으로 해서 설득해서 그래서 작년 12월 원자력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미

래원자력시스템 장기개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기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고유가나 기후변화에

따라서는 원자력 이용이 당연히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 Basic plan을 establish하

는 것이 좋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핵심이 방사성폐기물의 저감화 하고 폐

기물의 재활용인데 폐기물 재활용은 필연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해체하고 관리 문제를

포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부터 불필요한 의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장기계획을 먼저 제

시하고 그 장기계획에 따라서 step by step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연구개발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우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됐

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현재 GNEP이나 Gen IV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특

히 SFR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불란서나 일본이나 미국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도대

체 한국의 장기발전계획이 뭐냐 특히 뚜렷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

에서 왜 한국이 SFR 관련된 기술에 관심을 갖는지 상당히 의심이 간다. 그런 여러 가

지 의혹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국제적 신뢰성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일괄적인 연구개발체제

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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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처리를 이용해서 pyro-processing이라고 불리는 electro

chemical processing을 이용해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데 이때 우리가 순수 플루토

늄을 뽑아내지 않고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co-extraction을 해 Sodium Fast Reactor에

태우는 것이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표현을 친환경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시스템 개발이 목표

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사용후핵연료에 있는 우라늄을 다시 회수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땅에다 파묻는 것보다는 폐기물 양도 약 2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고

처분공간도 핵종을 제기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방열핵종이나 장 수명

핵종을 우리가 제거하기 때문에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장도 우리가 훨씬, 거의 100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TRU를 우리가 회수하기 때문에 TRU가 보통 천연우

라늄의 독성으로 가는데 약 30만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TRU를 회

수해서 연소함으로 해서 사용후핵연료 독성을 한 300년으로, 1,00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핵연료를 재순환함으로써 우라늄 자원이용률을 향상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점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스케줄은 이 pyro-processing

에 관련된 demonstration, 그러니까 상용규모 시설을 2025년에 완성을 해서 소듐 냉각

로의 첫 번째 가동을 2028년으로 장기계획을 짰고 그 중간단계로 해서 우리가 2016년

까지 SFR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pyro-processing 관련해서는 흔히 pyro-processing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를 2016년까지 건설을 완료해서 2016년부터는 사용후핵

연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현재 원전에 쌓여 있는 사용후

핵연료 만으로도 기존 원전을 거의 100년 넘게 운영할 수 있는 연료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이점이 있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원자력시스템의 두 번째 항목이 원자력수소개발을 위한 VHTR 개발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현재 탄소경제시대에서 2020년대에 수소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값싸게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연

구결과를 보면 우리가 결국은 물을 흔히 말하는 sulfur-iodine 공정을 이용해서 열화학

공정으로 분해를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

공정을 위해서는 90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정 열을 굉장히 값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초고온가스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현

재 단계는 초고온가스로는 흔히 핵심요소기술 개발하는 차원에서 Gen IV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핵심요소기술 개발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상당히 low-key로 활발하지는

않지만 low-key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포항제철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소를 생산한 것을 포항제철 CO2랑 서로

combine을 시키면 우리가 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 초고온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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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실증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게 돼 있는데 그 계획을 짤 때 이 초고온가

스로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산업체랑 연계를 시켜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새로 포철 회장이 되신 정준양 회장님께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

리가 이것을 위한 실증사업은 산업체랑 많은 연계를 시켜서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장기추진계획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2일 원자력위원회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이

의결사항이었고 거기에 보고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한 가지는 주로 한전

쪽에서 상용원전 해외수출 방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 드린 것

이 중소형원자로 SMART하고 연구용원자로 해외수출에 대해서 제가 총리님한테 보고

를 드렸는데 일단 중소형원자로 SMART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측을 보면 원자력시장은 굉장히 확정이 될 텐

데 그 중의 반 정도는 대형원전시장이지만 그 중의 반 정도는 중소형원전, 300MWe

이하가 되는 중소형원전시장이 앞으로 향후 원자력 시장에 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IAEA나 많은 데서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결과를 보면 2050년까지 약

한 500개의 중소형원전시장이 건설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한 기를 약 7,000억 정

도 보면 약 350조의 새로운 시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중소형원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IRIS라든가 아

르헨티나 CNEA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 IAEA 분석보고서를 보더

라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SMART가 현재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발달수준, technology

maturity 측면에서는 제일 앞서 있다고 현재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현재 기술수준이 설계 인․허가를 받는

수준에 약 70% 정도 우리가 기술수준이 가 있다고 보고 현재 IRIS 같은 것은 거의 페

이퍼디자인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소형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

고 있는 고유의 SMART 기술을 조기에 완성시켜서 이것을 하나의 해외 진출하는, 해

외 전략 형 노형으로 개발을 하자 그런 내용이 주로 지난번 원자력위원회 때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감해 주셔서 일단은 우

리가 SMART사업이 처음은 97년부터 10년간 수행이 됐었는데 약간 1년간의 공백기를

거쳐서 금년에 새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우리가 4년 내에 1,700억을 투자해서 표준설계를 하고 표준설계를 인

허가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해외진출을 하려고 그러고 1,700억 중에서 일단

700억은 정부 돈으로 대기로 확정을 했고요. 정부가 대는 700억은 주로 여러 가지 설

계 하다 보면 요소기술을 기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기술 검증하는 돈은 정부가 700억

을 대서 4년 동안 원자력연구원이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표준설계를 하는 업무가 있는

데 그 표준설계 하는 업무는 산업체를 참여시켜서 산업체가 1,000억을 대서 표준설계

를 해서 4년 내에 표준설계 인가를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하자고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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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작년 8월, 9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산업체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두산중공업,

SK에너지, 포스코건설, 굉장히 국가가 관심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작년 말에 국제 금융

위기가 생기면서 산업체들이 좀 관망세로 돌아섰어요. 여러 가지 전망이나 시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같은 경제위기에서 4년에 1,000억을 산업체가 투

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산업

체들이 일부 참여 하겠다는 데는 많은데 저희로서는 500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산업체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실상 작년에 실패를 했고요.

작년에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거의 19개의 산업체가 관심을 표명했는데 막상

bidding을 close 했을 때는 한 군데만 들어왔는데 그 한 군데는 돈만 갖고 있는 회사

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본투자회사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저희는 자본투자를 받아서

개발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같이 높이자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었기 때문에 그 회사는 탈락을 시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산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어저께도 SK에너지 박 사장님 팀하고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산업체들이 지금 관

심은 있지만 이와 같은 경제위기에 대규모 투자를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

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음 달에 확정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가 또 추가해서

30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과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는 합

의를 봤고 다음 달이면 국회에 통과가 될 텐데 그러면 정부가 금년에 확정된 150억,

그러니까 정부 일반회계에서 한 150억, 이번 추경에 300억을 투자함으로 해서 정부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 산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하나의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우리 중소형로 기술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현재 관심 있는 국

가들이 많아요.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요르단이나 리비아나 이런 여러 군데서 관심

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표준설계를 하고 인가를 받아놓아야 하

나의 완전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4년 내로 꼭 성과를 내려고 현재 노

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연구용원자로 수출에 관련되어서 잠시 보고를 드리면 잘 아시다시

피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HANARO라는 연구용원자로를 설계, 건설 운영을 해서 벌

써 10년 몇 년째, 9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연구로 시장을 보면 현재

돌아가는 연구로가 한 2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80%가 수명이 20년이 넘었고 수

명이 30년이 넘은 게 거의 55%가 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연구로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또 새로 원자력에 진입하고자

newcomer country들은 곧장 발전원자로로 가는 것보다는 연구용원자로부터 먼저 도

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연구로 시장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마침 재작년에 네덜란드에서 지금 갖고 있는 패튼이라는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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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1956년에 지어진 원자로예요. 그래서 연구용원자로가 세계적으로 노후화 하다 보

니까 요새 동위원소 공급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iodine 공

급도 그렇고요. HFR이라는 연구로가 동위원소생산로인데 그러기 때문에 재작년에 거

기서 PALLAS라는 새로운, PALLAS가 그리스 라틴말로는 지혜의 신이라는 뜻이랍니

다. 그래서 PALLAS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원자로를 구입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

급을 했고 그 용량은 40에서 80MW짜리로 variable한 용량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qualified vendor, qualified supplier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경합을 하고 있는 데가 불란서 AREVA하고 아르헨티나 INVAP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가 경합을 하고 저희는 현재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대우

건설, 한국전력기술(주), 저희 연구원, 그렇게 네 회사가 현재 컨소시엄을 맺어서 응찰

을 하고 있고 응찰 일자는 final tendering document는 우리가 5월 11일까지 내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과는 7월 1일에 발표되는 것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가격은 그 친구들

이 제시하는 가격이 200million유로에서 400million유로 범위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400million유로가 넘어가면 탈락이고 200million유로를 제시하면 점수를 100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새 1유로가 대개 2,000원 정도 잡으면 4,000억에서 8,000억

짜리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지금 여러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교과부에서도 이 경비를

지원을 해주셨고 또 지식경제부에서도 이 경비를 해주셔서 지난 한 1년 반에 걸쳐서

약 45억원을 들여서 tendering document를 준비하고 있는데 꼭 성사를 시켜야 될 텐

데 저희로서는 그래도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이유

가 AREVA라는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제일 큰 회사인데 그런데 AREVA는 원래 상용

원전을 굉장히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을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기는 연구

용원자로에는 그래도 조금 관심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특히 AREVA그

룹에서 연구용원자로 쪽인 독일 Siemens 쪽에서 했는데 AREVA가 Siemens와 결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물론

AREVA가 가장 큰 회사지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INVAP은 잘 아시다시피 연구용원자로 쪽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회사이고 몇 년 전에 이집트에도 한 번 수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는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연구용원자로를 수출했고요. 그래서 연구용원자로 쪽은 굉장히

막강한 분야인데 다행인지 뭐 작년 초에 아르헨티나가 오스트레일리아에다 수출한 연

구용원자로에서 흔히 말하는 핵연료 봉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

뢰도가 많이 추락된 것이 있고요. 굉장히 조그만 프로젝트입니다마는 한 두 달 전에

그리스에서 GRR이라고 그래서 Greece Research Reactor라고 굉장히 old reactor가 있

는데요. 그것을 renovation을 하겠다고 국제입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물론

INVAP도 응찰을 했고요 저희도 한국전력기술(주)와 같이 응찰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가 INVAP을 꺾었습니다, 돈이야 조그만 프로그램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적어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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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나라 연구로 기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저희 연구원이야 당연히 관련된 기

술적인 것만 합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도 지금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셔서 다음 주에 우

리 김 중현 차관님이 head delegate가 돼서 저희 연구원 사람들하고 또 한기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덜란드 가서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할 계

획이고 대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는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브랜드네임

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굉장히 원자력은 많이 쓰지

만 갖고 있는 원자력기술이 excellent하다, 아직까지는 그런 브랜드네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하는 워크숍을 우리 김 중현 차관님 중심이 되어서 다음 주에 하

기로 했고요. 4월에는 총리께서 방문을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 말씀을 하나 올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와 같은 저희 연구원과 대한

민국에서 원자력계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전부 여기 계신 원로님들의 피와 땀 때

문에 이런 성과가 있다고 보고 아까 임 용규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이 저희 원

자력연구원 창립 5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연구소 법이 통과된 게 우리 박 철

재 소장님이 첫 번째 소장이신데 법이 통과되면서 임명받은 게 1959년 2월 3일이었고

그다음에 서울공대 제5호관에서 현판식을 한 게 3월 1일이었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

지면 50주년 행사를 금년 2월 3일이나 아니면 3월 1일에 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행사할 때 우리 총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훈․포장도 하려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늦어져서··· 지금도 아직 행사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 행사 날짜는 지금 6월 초로 해서

총리실에 부탁을 드렸고 6월 3일, 4일, 5일 중에 하루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그래서 저희 대전에 위치한 연구원에서 50주년 기념식을 하고 그다음에 50주년 기

념 상징 탑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이 명박 대통령님의 휘호도

받았고요. 그래서 기념식하고 상징 탑 제막식이 대전에서 있을 것 같고 그것 전에 이

번 4월 15일에는 제가 50년사 책 만든 출간 식을 또 대전에서 하고 지난 50년간의 연

구 성과를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분한테 여러 가지 invitation letter를 제가 오늘 아침에 검토하

고 왔는데 좀 미리 미리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준비가 늦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꼭 좀

시간을 내주셔서 귀찮으시더라고 대전까지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일 동 박 수 )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의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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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박사님.

◯ 임 창생 : 양 원장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원자력발전사업이 현재로써는 세계

6대 강국이 되었습니다마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게 봐서 두 개

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처분

할 수 있느냐 그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문제를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하

고 있는 경수로와 중수로만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먼 장래를 봐서 더 효율적인 원자로

를 개발하는 노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현안이라고 보는데 양

원장께서는 지금 presentation하면서 PWR 사용후핵연료를 pyro-process로 플루토늄을

회수를 해서, 물론 다른 것도 섞였습니다마는 플루토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Sodium

Fast Reactor를 개발해서 상용화함으로써 PWR로부터의 사용후핵연료 양을 상당히 줄

이고 또 천연우라늄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Sodium Fast Reactor에 중점을 두겠

다, 그렇게 presentation을 했는데 제가 이 기회에 좋은 면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가 겪

었던 실패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Sodium Fast Reactor를 말한다면 불란서가 세계에서 제일 앞서서 인력을 투입해서

수십억 불의 돈을 들여서 1,200MW 전력을 생산하는 Super Phoenix를 가동시켰습니

다. 그런데 이것 가동하다 보니까 Sodium하고 물이 만나면 자꾸만 폭발도 하고 안전

문제가 생겨서 Super Phoenix가 가동률이 형편없어서, 다시 말하면 경제성을 완전히

잃어서 수십억 달러 투자한 Super Phoenix를 폐기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그런 실

패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도 Sodium-cooled Fast Reactor 프로그램에 매달려서 많이 보도 됐

습니다마는 Monju, Joyo 등등 가동하는 과정에서 바로 지금 이야기한 물과 sodium 반

응에 의한 사고로 인해서 몇 년씩 가동 중단하고 앞으로 일본에서 Sodium Fast

Reactor, 상업 형 원자로를 언제 건설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투자를 하고 하는데서 이 원자로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는 실패했다는 것, 물론 지금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공

동으로 비용을 분담해서 Sodium-cooled Fast Reactor를 궁극적으로 개발해서 2030년대

정도 실용화하겠다. 하는 포부를 내가 전적으로 안 된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그것을 이루어낼 확률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50% 미만이라고 봅니다, 성공할 확률

이.

그러면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실패할 경우에는 그것 포기하고 현재 확정된

경수로와 중수로를 더 발전시켜서 그것으로 또 6개 강국에서 5대 강국, 4대 강국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그냥 한 가지 프로젝트로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잘못해서 둘 다 놓치면 곤란하다, 국가적인 대사인데.

그런 면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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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12월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2030년

이후는 원자력발전비율을 59%로 유지하겠다고 했고 2030년까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의 누적 양은 약 1만 6,000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수

원에서 2004년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료 1㎏을 처분하는데

750달러가 든다고 했습니다. 이 750달러와 누적 양 1만 6,000톤을 곱하면 달러로 121억

불이 됩니다. 2030년까지 누적되는 경수로 핵연료만입니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처

분하는데 한수원, 그냥 부지, 새로운 부지 잡아서 직접 처분해 버리는 방식으로 하려니

상당히, 그 비용이 121억불이고 요즘 1,400 대 1의 환율을 적용하면 17조원이 됩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제대로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가 17조원을 들여서 목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실패해서 이것 뭐 헛일

이 될지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나는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양 원장은 언급을 안 했는

데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Dry process로 DUPIC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핵연

료 bundle을 만들어서 중수로에 바로 사용해 버리자 하는 개념은 그것이 우리나라 형

편으로 본다면 그것을 하면 PWR···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현재 지금 16개 PWR에서 나온 것을 4개 월성로에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면 중수로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언제 한국

AECL 지사장하고도 통화를 해 보니 캐나다에서는 앞으로 천연우라늄을 CANDU 원

자로를 안 짓기로 했답니다. AECL은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써서 경제성을 높이고 용

량을 1,000MW로 하는 소위 말하면 Advanced CANDU를 지금 Ontario Power

Generation 회사에 지난 2월에 propose를 했고 최종 결정은 금년 말 경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고 했는데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소화 못한 DUPIC bundle을

캐나다에 보내서 캐나다가 저농축우라늄 대신에 한국이 보내준 DUPIC bundle을 사용

해서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서도 관심을 갖고 전 연구비를 다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한

연구비를 좀 투자해서 만일에 대비해서 한쪽으로 하다 실패했을 때 대비해서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DUPIC 같은 프로젝트도 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하는 게 좋겠

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불란서는 고속로는 실패했지만 경수로로 대성했습니다. 그 나라는···

미안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란서는 경수로를 하시라도 출력을 변경할 수 있고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기술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원자력연구원이 투입되고 연구비가 지원

된다면 소위 말하는 load flow frequency control 기술은 우리 기술로도 완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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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합니다. 불란서는 70년대 말에 완성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수로 기술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원자력연구원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양 명승 :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 박사님께서 아주 명쾌한 질문과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번 원자력위원회 할 때도 과연 Sodium Fast Reactor 기술

에 성숙도라든가 그런 데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은 미래 기본플랜을 짜고 우리가 매 5년마다 우리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또 중장기 R&D 계획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매 5년마다 기술

개발 현황과 또 그때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보완하는 것을, 당연히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큰 기본계획을 짰다고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에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제시한 것은 연구개발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실질적인 계획, 방안에 대해서는 또 많은 원

자력계의 전문가, 원로 분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 일 동 박 수 )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시간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종훈 : 저는 전문적인 얘기는 제가 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저는 하

겠습니다.

지금 연구비를 150억이나 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얘

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지금 원자력을 가지고 실제로 돈 되는 것은 발전입니다. 그런데 전력요금이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83년에 72원이었는데 지금 77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에너지의

이용이 아주 왜곡돼도 이만저만 왜곡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서 전

력요금을 안정시킨 것, 사실은 그 공로가 원자력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석유 값이 지

금 다시 40불로 됐다가 지금 60불로 또 올라가고 또 100불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이

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연구개발을 하려면 정말 연간 1,000억 정도씩 더 해야지 지금 무슨 녹색

성장 어쩌고 하면서 원자력 이외에 무슨 풍력발전하고 태양력발전 가지고 이 전력수요

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에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려면 정부 예산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전력요금을 올려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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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말도 아닙니다. 다른 물가, 수돗물도 300%, 400%로 올랐다고 그러는데 지금 반

세기 동안 5%도 안 올랐으니 이런 요금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한번 호소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만나면 전부 전기요금 싼 게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initiate 하는 기구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식경제부도 거

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원자력 가지고 결국은 돈 벌어서 이렇게 산업이

발전이 됐고 또 요금이 싼데 그래서 원자력 원로들이 한번 전기요금에 대해서 진정서

를 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리하신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지속

발전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소 못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 고리 원자력발전소 1, 2호

기 건설허가가 나지 않아서 그때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걱정한 나머지 그때 92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총리에게 그때 건의서를 냈습니다. 이 원자력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건의서를 냈고 그것이 주효해서 2004년 2월인가 3월에 비로소 정부에서 실시계획승인

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고리 1, 2호기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전기요금 문

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initiate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야 이제 retire했으니까

힘이 없습니다마는 양 원장이나 지금 여기에도 정부 곳곳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많

이 있으니까 그 분들 전부 이름 넣어서 전기요금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말 initiate해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올려야 하느냐, 연구개발비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넣어서 건의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말이 아닙니다. 작년에 한국전력이 적자가 2조가 났습니다. 그런데

도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아무도 initiate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 일 동 박 수 )

○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양 명승 : 사장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번 원자력위원회 때 이것을 올렸을 때 저희 연구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래서 2028

년까지 약 7조원 정도 듭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203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110조를 투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힘과 좋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도와주시면 또 제가 앞장서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일 동 박 수 )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시간관계 상 이제 질문을 그만 받아야

겠는데···

◯ 조 명제 : 간단하게 제가···

저는 화석에너지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아까 마침, 그 모델이 무슨 reactor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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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수소 만드는 열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연구

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reformer라든가 전기분해 방법에 의해

서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하고 지금 원자력연구소에서 열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만들

어 내는, 제조해 내는 그 수소하고 여러 가지로 기술적이고 경제성 같은 것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그게 내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것만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양 명승 :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원자력수소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에 있는 KIST와 세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주로 공정열을 개발하기 위한 초고

온가스로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 열화학수소 생산 공정,

sulfur-iodine 공정에서는 주로 에너지기술연구원이 현재 일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고

요.

그래서 현재 그 기술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에 있는 과학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담당자 전문가한

테 관련되는 자료를 송부해 드리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일 동 박 수 )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 용규 :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시간이 갔으니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분이 몇 분 계셔서 조

금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오늘 양 소장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에, 작년

에 우리가 보존한 연구용원자로 TRIGA mark Ⅱ 현지에 우리가 가보았습니다. 가서

양 원장이 나오셔서 그동안 연구용원자로 보존만 시켜놓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전부다 팽개치고 있느냐 해서 저도 정부에다 얘기하고 양 원장님한테도 몇 번 얘

기를 했는데 아주 상당히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돼 있고 앞으로 그 역사를 지금 50

주년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원자력역사를 보존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우

리 세대에 중요한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보존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는 문제는 다음 세대에 맡기더라도 우선 지금 현재 정리가 돼 있고 금년에

연구소 50주년을 기해서 그때 양 원장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1세대들, 1

세대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1세대들을 포함해서 원로들을 초청해서 언제 금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장도 보고 그러한 기회를 한번 마련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구력문화재단의 이 재환 이사장님께서 간단하게 우리 원로들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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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그러한 announcement가 있으니까 한 2~3분 내에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윤 세준 원자력국제협력재단 사무국장께서도 간단하게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왕에 늦었으니까 좀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이 재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이 재환입니다.

원자력 반세기 2009년도 이 자리에서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띤 토론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 홍보의 전담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안다고 하면 원자력이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 그것 하나 알

고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의 이해가 아직도 많은 이해를 더 촉구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세 가지를 저는 알고 있고 다른 원자

력에 대한 깊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우체통

에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꺼멓게 사인을 해서 편지를 보

낸 것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편으로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이제 홍보,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홍보는 한수원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 원자력문화재단은 저도 느낀 점이 바로 2세들, 이 젊은 청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원자력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원자력문화재단의 브

랜드사업은 차세대에 대한 원자력이해교육사업을 브랜드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4월에 과학의 달

과 5월에 스승의 달에 모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일교사라고 해서 그동안

에 쭉 정부에서도 권장해 오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과학의 달

과 스승의 달에 150여명이 1일교사로 모교를 찾아서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해주신 분

들이 150명이 286회를 했습니다. 한 분이 초등학교 모교에 가고 또 그 분이 중학교 모

교에도 가고 2~3회에 걸쳐서 이렇게 전부 누계를 보니까 286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이해교육사업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교에 훌륭

하게 되신 선배님들이 가서 1일교사로 원자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저희들

이 문화재단에서 아무리 하는 것보다도 가장 효과가 있겠다, 이래서 이번에는 150명이

아니라 500명을 잡았습니다. 500명이 가신다고 보면 아마 800~900회는 1인이 2회를 가

고 하면 그런 정도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500명을 1일교사로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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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어느 날 없었던 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데서 1일교사로 참여해 주

십시오. 하는 편지를 여러분께서 아마 받으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

는 저희 재단에서는 출장하실 때 출장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교

사님들에게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수강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에게도 원자력에 관련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연로하신 분들께서 직접 모교에 연락을 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

는 것이 좀, 그런 것은 어려운 부분인 것을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금

년에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내년에도

그런 기회, 후년에도 그런 기회 계속해서 증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여

러 어른들께서 가실 수 있는 서울 근교의 학교를 저희들이 전부 정해서 ‘이러이러 이

렇게 학교가 있으니까 지정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여

러분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도 해 드릴 계획이니까 금년에 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부

담 가지지 마시고 저희들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몇 분들은 신청이 많이 왔습니다. 가실 분들은 저희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

린 대로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

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원자력국제협력재단 사무총장 윤 세준 :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두에 소개를 받았던 원자

력국제협력재단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윤 세준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이 모임은 정말 한국원자력계의 아주 topnotch nuclear

club인데 거기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저는 멤버로서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우리 원자력국제협력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 한 가지를 잠깐

announce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상 handout을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 원자력협력재단에

서 금년에 착수한 사업입니다.

우선 목적을 보시면 뭐냐면 이 사업의 목적은 원자력관련기관 은퇴자 및 현직의 고

급전문가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과학기술 발전과 원자

력국제협력에 기여하고 차세대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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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은퇴하신 분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현직에 있는 아주 senior expert 이런 분

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시면 되겠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우선 여기 협력닥터

로 등록을 우리 재단 웹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주시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

협력닥터 분들이 activity,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지원하느

냐 하면 저술·출판, 예를 들어서 issue paper라든지 모노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는 강

의, 강의니까 대학원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초등학교 이런 데도 괜찮겠습니다. 그다

음에 어느 기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특강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 그

다음에는 국내 컨설팅 및 자문, 그러니까 어느 기관, 기업체 이런 데 가서 컨설팅이나

자문을 하는 것, 그다음에 해외 컨설팅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주로 아마 개도국이라

든지 이런 데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저희 재단이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합

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쭉 보시면 지금 현재도 한 50명 가령이 지금 협력닥터로 등록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3월 초부터 등록을 받았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협력닥터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당장 활동을 하시겠다는 분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서·출판이라든지 거기에 보시면 강의라든지 국내 컨설팅 이런 것이 있습니

다. 저술·출판은 쭉 이렇게 본인의 expert에 따라서 분야를 저술해 주시면 되겠고 강의

는 본인이 직접 강의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 저희들이 매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런 토픽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들은 각 기관, 그다음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쫙 돌렸습니다. 돌려서 이렇

게 매치를 시켜나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국내 컨설팅도 한 분이 우선 들어왔는데 이렇

게 해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엄청난 지식과 노하우가 계시고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

문에 저희 원자력국제협력재단이 하는 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전부 다 관련기관, 여기 다 멤버 분들한테

circulation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우리 웹 사이트에 들

어가서도 쉽게 등록하시고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 동 박 수 )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 용규 : 앞으로도 포럼 끝에 혹시 중요한 행사를 갖

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그러한 홍보라고 할까요,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잠깐 잊어버렸는데 이 종훈 사장께서 말씀하신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공동성명, 서명 이것은 전력요금만 인상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

인상을 왜 필요로 하느냐 하는, 앞으로 원자력을 많이 하려면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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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많이 해야 된다, R&D, 이것이 전력요금에 링크가 돼 있다 이겁니다. 한수원에서

돈을 많이 연구원에 투자를 해서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원자력연구

원의 크기에 안 맞게 연구비가 인상되지 않고 있는, 예산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좀 머

리를 쓰셔서 저희들을 서명은 받아 드릴 테니까 머리를 써서 저희들을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동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일 동 박 수 )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 오후 2시 13분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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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원자력협력의 기회와 난제

○ 주제발표 : 정 옥임 국회의원

○ 일시 : 2009년 6월 23일 (화) 12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강남센터 「아나이스 홀」)

( 오후 1시 개회 )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부터 원자력원로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아카데미 임 용규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 용규 : 식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분도 계신데 시

간관계상 계속 식사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포럼은 21세기 ｢한·미 원자력 협력의 기회와 난제｣를 주제로 국회외교통상

통일위원회의 정 옥임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20기의 원전을 보유하여 전

력에너지의 40%를 공급하고 있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고 자원안보의 요체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기술의 자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연료주기기술의 확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의 중요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여야 하느냐가 에너

지의 자주적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하여

정부와 원자력 관계기관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특수한 사

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과제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신문에는 핵자주권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칫 일반국민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핵력을 우리도 갖추어야 한다

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제적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여 평

화적 이용에 따르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핵의 비확산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미외교를 강화하여서 난제를 푸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014년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원자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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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발전을 위하여 한·미간의 차원 높은 원자력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의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원자력계가 긴밀히 협력할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

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의 포럼은 시의 적절하며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

대합니다.

정 옥임 의원님을 연사로 초청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몇 분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의 안 승규 신임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

나시지요.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안 승규 사장 인사 )

( 일 동 박 수 )

안 사장님은 1973년도 현대건설에 입사하신 후에 해외플랜트 건설현장 소장을 역임

하시고 기존사업본부 상무, 플랜트담당 부사장과 현대엔지어니링 부회장 등의 요직을

거친 엔지니어 출신의 CEO입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의 원자력협력과장으로 계신 한풍우 과장님이 나오셨습

니다. 잠깐 일어나시지요.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한 풍우 원자력협력과장 인사 )

( 일 동 박 수 )

이상 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이어서 오늘 주제발표를 하실 정 옥임

의원님의 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기회와 난제｣입니다. 정 의님은 1982년에 고

려대학교 정경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국

제정치학으로 받으셨습니다. ’95년에는 역시 같은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

를 받으셨습니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의 Stanford University의 Post-doc을 마

치셨고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Brookings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의 fellowship을 받아 연구하셨습니다.

’99년부터 2002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전문위원님을 역임하셨습니다. ’74

년 이래 현재까지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한나라 당

제2조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18대 국회의원이시고 한나라 당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현재 한나라 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맡

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학술활동과 정책 자문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바로 주제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한나라 당 국회의원 정 옥임 :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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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18대 국회의원이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정 옥임입니다.

( 인 사 )

( 일 동 박 수 )

제가 오늘 이 원자력계의 거물들을 모시고 ｢한·미 원자력 협력의 기회와 난제｣를
발표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디 나가서 말하는 것에 그렇

게 주눅이 드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리고 제 전공은 국제정치입니다.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 또 여러분들 요새 NLL 상에서 도발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김 정일의 아

들 중에 누가 권력을 제대로 승계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제 전공입니다.

그런데 북한핵문제를 하면서 제가 한국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특히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4년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협정

을 갱신하는 협상을 사실은 진작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미국이 대선이었고

또 올해 오바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경제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아프간, 이라크, 이란 등의 중동문제 여기에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

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무부라든지 또는 에너지부의 진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또 우리나라 미래의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1세기에 과연 우리가 선진국이 될 것인가의 관건은 바로 에너지 분야를 누가 독점하

느냐 또 우주항공분야를 누가 독점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고 또 이런 연구를 하던 차에 제가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되

어서 지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서 이 협정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저희 연구포

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중요성 그리고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튀는 분들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

서 또 가끔 튀는 발언을 하셔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바로 그런 부분

에서 consensus를 만들고 특히 초당적으로 이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무엇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지금 이것이 북핵문제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우리의 선택여지를 상당히

많은 부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권위자 선생님들 또

외교 일선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교과부나 지경부 등 정부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정책조율을 할 것이며 최고 Control tower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는 매우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한·미 원자력협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앞

에서 감히 과학기술에 관련된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단지 지금 미국의 원자력정책,

그리고 미국의 원자력과 관련된 대외정책이 어떤 것이며 이것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에 어떤 파장을 낳을 것인가, 그렇다면 향후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정책의 과제는 무엇

이며 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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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현황입니

다. 특히 미국에 104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미국도 전력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미국도 이 원자력발전소를 한 30기 정도 더 건설해야만, 또는

할 계획으로 있다. 지금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밑에 NEI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Nuclear Energy Institute, 잘 아실 텐데 바로 미국의 원자

력과 관련된 기업의 일종의 결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원자력에 대

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자력이 대안이라고 주장하시

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원자력과 관련된 기업들 Westinghouse, 지금은 일본

으로 넘어갔지만, 일본의 Toshiba로 넘어갔습니까. 또 General Electric이라든가 또 관

련된 많은 업체들, 또 유틸리티 사업체들이 바로 이 NEI의 멤버로 있고 제가 알기로

는 우리나라의 한수원도 NEI의 멤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EI에

가서 자료를 요구하면 미국 내에서 원자력에 관한 지지가 이만큼이고 더 긍정적인 인

식을 갖고 있고 이런 홍보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통계자료이기 때문

에 틀린 자료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핵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바로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핵무기의 확산을 우려하면서 1957년에

IAEA라는 것의 설립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NPT가 발효되는 것은 197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핵에너지 정책의 진화를 크게 본다면 대체로 원자력이라든지 핵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정부가 공화당 정부라면 민주당 정부는 핵 비확산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또는 Safeguards 이런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제가 오늘 발표시간이 정확히 30분 정도로 알고 있어서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

다.

그다음에 미국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을 보면 역시 원자

력발전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전기 값이 다른 석유나 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소에 비해

서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고 또 환경오염문제도 그렇습니다. 물

론 이것은 NEI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짓게 되면 이만큼의

CO2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도 원자력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일단 발전소가 만들어져서

가동될 때는 CO2 방출이 다른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적을지 모르지만 건설할 때 드는

비용,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의 라이프사이클, 수명을 다해서 나중에 폐기할 때 나오는

비용 또 혹시 모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격위협, 요새 테러리즘이 많지 않습니까. 그

런 것을 따지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환경론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계획이 부시 행정부 때만 해도 이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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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나름대로 NRC를 통해서 인허가도 해주고 또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 이것

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도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30년에 미국의 전력수요가 지금보다 45%가 증가한다면 적어도 원자력발전소가 50기

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또 원로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1974년에 처음으로 민수용 원자로, 고리

발전소이지요. 고리발전소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많은 기술자와 과학자를 배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천기술의 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다른

나라와 함께 원자력협력협정이라는 협정을 통해서 많은 기술을 전해 주고 또 나름대로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정작 미국이라는 나라는 1979년에 펜실베이니아의 Three Mile

Island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재처리도 안 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일에도 상당히 거

부감을 드러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 원래 그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다 연로해서 돌아가신 상황이고 기술자가 지금 현재 없습

니다. 기술의 보유국은 미국인데 기술자는 없는 그런 기현상을 미국에서 보이게 됩니

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하고 교류할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문

제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 행정부 때만 하더라도 핵발전소를 더 짓게 되면 그 사용후핵연료를 어

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소위 GNEP이라는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추진하고 또 하

나는 바로 Yucca산에 직접 저장하는 방법, 그래서 발전소를 많이 짓게 되면 어차피 사

용후핵연료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일단 직접 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실 여기까지 추

진한 것이 부시 행정부 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Obama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

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시점은 2007년 말까지였고요. 제가 2008년에

정치권에 입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 쟁점을 다루다 보니까 update 하

느라 했는데 혹시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따 질의시간에 혹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Yucca산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만들기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부시 행정부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화당 계열, 그다음에 소위 뉴멕

시코 주의 상원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민

주당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핵 비확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정

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또 미국의 정치라는 것

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think tank들이 있고 여론 주도

층이 있고 또 NGO들의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환경론자들, 여러 단체들이 지금 떠오

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Obama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중에 Yucca산 계획은 직접 처리를 하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으로 적절하지 않

다는 입장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Yucca산이 네바다 주에 있는데 Nevada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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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차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에너지부의 장관으로 임명된 중국계 Steven Chu는, 사실 이 분은 원자력에 대해서 굉

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시는 분인데 적어도 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

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준위폐기물 관리전략개발을 위한 소위 Blue Ribbon

Commission을 구성해서 올해 내에 그러면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서 한번 결론을 내 보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Yucca산을 통해서 직접 처분을 하고 또 부시 행정부 때 소

위 "GNEP" 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결국은 CO2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전 지구상에

global warming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미국이 CO2를 가장 많이 방출시키는 나라

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분과 관련해서 coal을, 그러니까

석탄으로부터 CO2를 제거하는, sequestration이라고 합니까. 제가 전문용어를 쓸 때마

다 굉장히 가슴이 뜨끔뜨끔하기는 한데요 그것을 시도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대안은 원자력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머무

르다 보니까 결국은 전 세계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핵

물질이 들어가는 위험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컨대 제가 사실 북

한 핵문제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에 가서 많은 과학자 분들께

과외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수업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를 만드는 기술

이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보다 훨씬 정교하고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루

토늄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우라늄을 고농축해서 그 원료만 가지고 있다면 그다음에

원자탄으로 소위 assembly하는 것은 핵공학과 학생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NPT상으로는 재처리라든지 우라

늄 농축이 양도할 수 없는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양도할 수 없는 불가양의 권리이

기는 하지만 지금 21세기 전 세계에 테러리즘이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지는 것이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

리오인데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처리라든지 또는 우라늄 고농축 자체가 확산이 되어서

이들의 손에 플루토늄이라든지 고농축우라늄이 쥐어지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

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낸

initiative라는 것이 바로 GNEP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GNEP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원자력발전소를 더 많이 짓고 원자력발전

소를 지으면 어차피 재처리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재처리를 하는데 기존의 재처리

방식이 아닌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못하는 재처리 방식으로 하고 어차피 지금 전 세계

의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발전소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나라들에게는 소위 소형원자

로도 제공하고 함으로써 재처리라든지 아니면 우라늄 농축에 대한 욕구 자체를 없애주

자 하는 것이 GNEP의 기본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GNEP도 부시 행정부 때 야심 차게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었고 또 중간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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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수당이 되면서 부시가 사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상

황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Obama 행정부가 들어오니까 실제로 원자력발전소까지는 오케이, 그

러나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자,

기존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리뷰를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

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RC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영구해결책

결정이 되기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소위 cask라고 합니까, 맞습니까? 거기에 건식저장

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개발에 시간을 벌어보자 지금 이런 식으

로 미국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역시 공화당 출신의 의

원들은 무슨 소리냐 일단 Yucca산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동안 기왕에 들어간

비용도 엄청난데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구나 고준위폐기물 처분문제가 해결

되지 않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Yucca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직접 처분을 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과연 미국의 Utility Company들이 신규원전을 짓겠느냐 원전에 투자를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Yucca산 처분장 포기하면 안 된다 또 이런 목소리가 공화당

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알라스카의 멀코스키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도 그런 주장을 지

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Yucca산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시 행정부 때의 계획을 보면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recycle하든지 해서 중간저장을 해서 그 재활용된 연료를 다시 한번 소위 첨단재활용

원자로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직접 처분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은 바로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그러나 기후문제, 또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처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고 또 대통령의 관심사가 미래에너지

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후순위에 밀려 있다, 아마 이제 북한이 핵실

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문제는 조금 순위가 앞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문제가 앞서

있는 것이 우리의 원자력정책에 그러면 긍정적이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한

과제를 뒤로 한 채 Obama 행정부가 그러면 왜 이렇게 정책혼선을 걷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가 바뀌게 되면 인선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대사, 차관보까지는 전부 상원의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경제상황도 안 좋고 또 에너지부 같

은 경우도 아직 완전히 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에너지부가 카운터

파트가 아니라 우리 외교부의 카운터파트는 미국의 국무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에서 원자력협력협정을 다루는 인사는 지난 수 십 년간 똑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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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 Burkart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

지는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직책도 director도 아니고 deputy

director로 되어 있는데 수 십 년 동안 우리 한국의 과학자 분들, 그리고 외교관들을

잘 다루어서 능수능란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일관성이 있고.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하지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을 다룰 줄 안다고 본인 스

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이 스스로 천명한 것이 뭐냐 하면 2014년 한·미 원자력협

력협정은 내 손으로 하고 나간다, 은퇴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내가 좀 무뚝뚝하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는 편이 아니냐 하고는 있지만 우리로서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려면 상당히 많은 장애를 하나씩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상황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들어가기 전에 2010회계연도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력예산지침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역시 핵 확산 또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의 확산

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

서 그것을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기술과 과학을 혁신적으로 개발하는 데 투자하겠다

는 것이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Yucca산 계획은 scale back, 일단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

다.

원자력지원방향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부 장관인 Steven

Chu 같은 경우는 핵에너지의 사용을 상당히 지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사용

한 다음에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

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개발이 먼저다, 그런데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

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GNEP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국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그것을 수용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가 마지막에 이 GNEP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

보기 위해서 GNEP의 국제화를 시도하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열아홉 번째 GNEP 회원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GNEP의 국제 internationalized

된 GNEP 프로그램은 그냥 있는데 이것은 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원자력발전

소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인프라를 제공한다든지 몇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부시 행정부 때 추진했던 GNEP, 특히 국내 GNEP는 일단 거의 끝난 것이 아니냐? 이

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KAERI라든지 또 과학자 분들이 야

심 차게 추구하고 있는 재처리가 아닌 재활용의 문제, 이 재활용의 문제만 해도 그렇

습니다. Alex Burkart라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처리와 재활용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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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cessing과 recycling은 다르다는 표현을 스스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reprocessing이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사용후핵연료를 결국은 인출해서

reprocessing을 하면 재활용은 되는데 독자적으로 플루토늄이 추출될 수가 있고 이 플

루토늄을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는 원자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재처리의 일반적인 형태라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

로 사용후핵연료를 일련의 화학적 처리를 하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과학기술을

활용하는데 그때 나오는 material이라고 하는 것은, 내지는 chemical이라고 하는 것은

플루토늄만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섞여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KAERI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핵 확산의 위험도 훨씬

적고 그 대신에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철저한 Safeguards를 받겠다, 안전조치를 받겠

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시 행정부 때만 하더라도

reprocessing과 recycling은 다르다 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고무된 적이 있습니

다마는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recycling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자들의 의도에 따라서는 플루토늄이 추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한국인들은 과학기술이 뛰어나서

이미 핵무기를 보더라도 아직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소위 threshold, 문턱에 지금 있는

데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들 문턱을 금세 넘을 사람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

다. 우리로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현재 엄청나게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고 있고 또 농축우라늄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원자력발전을 하면서 미국과의 신뢰를 쌓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핵무기 개발 해프닝서부터 시작해서 또 말끝마다 미국사람들이 언급

하는 것이 바로 2004년 9월의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부분을 보면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에 오면 우리는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이렇게 많아서 사용후핵연

료 처리문제가 시급하다고 하지만 그 얘기는 70년대에 와서도 하더라. 그런데 아무래

도 그 사용후핵연료 얘기하고 재활용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반드시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인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우리가 의구심이 있다. 표현은 그렇게 안 합니

다마는 그러면서 항상 핑계를 대는 것이 북한 핵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고 또 1992년에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어겼는데 대한민국 당신네들까지 그렇게

나서면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국을 설득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Obama 행정부에 들어와서 우리 입장이 조금 난처하

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단지 자기네들이 Blue Ribbon Commission을 만들어서 올해

내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처리방식으로 결론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연구개발을 하고 직접처분에 대해서보다는 뭔가 건식처리를 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뭔가

재활용의 방법을 모색한다면 나름대로 출구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까지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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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원자력협력협정의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솔직히 국제정치학자로서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나라도 핵폭탄 한 5

개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이용을 외치면서 실제로 5개는 소위 북

한인들이 말하듯이 자위적 억제로써 가지고 있으면서 하면 딱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

라 국제적으로 그것을 탐지하고 사찰하는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교

적 비용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평화적인 원

자력의 이용 그다음에 한반도비핵화를 소위 선언적 정책적으로서 주창하는 것이 맞는

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라는 것은 항상 겉에 내놓는 정책이 있고 물밑에서 하는 정책이

있는데 원자력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정교하게 잘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속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될 정책이 겉으로 튀어 올라오고 겉으로 표방해야

될 정책은 어느 틈에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심지어는 책임 있는 공당이

라고 하는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수적 생각을 가진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

아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유권자를 의식하니까 실제로 이것이 국익에 어떤

문제가 될까 이전에 이렇게 말하면 나를 지지하는 층이 나를 더 지지할까 말까 지지율

이 몇 %가 될까 발언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내가 언론에 얼마만큼 비출

까 이런 것도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되고 또 우리보다 더 보

수적인 정당임을 자처하는 자유선진 당에서 드디어 이제 총재께서 NPT를 탈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지는 핵 주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내부에서

나름대로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옥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저도 전제를 했듯이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 결국은 남인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

으키면 일으킬수록 우리 선택의 여지가 훨씬 좁아진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미국뿐

만 아니라 IAEA도 그렇고 또 이미 기존에 재처리시설이라든지 농축시설을 가진 나라

들이 핵무기의 독과점뿐만 아니라 재처리와 농축의 독과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유

인즉슨 재처리와 농축은 곧 핵무기로 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않으면 이러한 것 자체가 확산이 되어서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러니까 기존에 재처리하던 나라, 재처리시설이 있는 나라, 또 농축시설이 있는 나라들

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못 하게 하고 소위 핵연료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준다고 얘

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참 그럴듯하지만 우리같이 원자력발전소가 자그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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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나 되고 또 아까 세계 5위라고 하셨는데 원자력하면 우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5위 강대국인데 연료가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황당하

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교서클이나 또는 과학에서 그럼 빨리 pyro-processing, recycling의 기술을 개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상용화에 이르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

력협정에서 소위 형상 및 내용의 형질변경입니까. 그 부분을 개별적인 동의, case by

case 내지는 joint determination이 아니라 programmatic prior consent, 제가 지금 기

억이 정확하다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마치 또 일본이

그들의 재처리 활동이라든지 원자력 활동을 하나의 프로그램 베이스로 동의를 받듯이

우리도 그것은 하나 그 카드는 확보해 보자 해서 그것을 시작하는데 막 시작하는 찰나

에 갑자기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 핵 주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얘기

하겠습니까. 아, 한국 사람들 저렇게 무섭게 나오니까 재활용 카드는 하나 던져줘야겠

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오

랫동안 연구한 사람인데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미국 하면 한·미동맹은 혈맹이다

그러시는데 남은 남입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익이 맞춰서 지금 표면적으로 내세울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일단 진용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무부의 담당차관보

가 원래는 북한하고 2000년도에 미사일 협상을 했던 Robert Einhorn이라는 사람이 있

었는데 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아는 사람이라 얘기가 쉽게 풀릴 것 같

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슨 개인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 진으로는 Burkart 같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

은 Burkart를 움직이기보다는 그 윗선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가 상당

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문제는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비핵화

선언은 이미 북한이 어겼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이것

은 끝났다고 말을 하는 것은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실질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선언하는 것하고 선언하지 않고 우리 내공을 쌓는 것과는 많이 다

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핵문제가 있는 한 우리가 사실 이 한국 원자

력을 더 선진화시키는 데 이 북한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많은 걸림돌로 작동을 하고 있

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문제가 또 나오는데 일본의 경우는 아

까 실예 말씀도 드렸지만 또 한 가지는 포괄적 동의를 얻기 전에 이미 재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자, 우리 재활용 기술이 이미 있다, 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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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 단계다 해서 카드를 내놓는 것하고 지금 연구 중인데 이것을 달라는 것하고는 내

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사람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기술을 가지

고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포괄적 동의를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애초에 이렇게

원자력협력협정 할 때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하고 있는 소위 모델협정이라는 것이 있습

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샘플이 있는데 그 샘플에다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직까지의 미국 입장입니다.

또 한국인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 통일하면 우리 것이라고 순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이 핵을 가졌으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느

냐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

러면서도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하면 고준위폐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차치하고 소위

중·저준위폐기물을 지금 어디에다가 저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정치

적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금 경주에서도 또 시끌시끌한 것 같던데, 그런 이중성이 있

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하면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 좌파라는 인사들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안보에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책임감

없이 말하다가도 중·저준위폐기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내 고향 경주 내지는 부안에 짓

겠다고 하면 소위 NIMBY, never in my back yard, 내 뒷마당에는 절대로 안 돼! 또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물론 우리 이 명

박대통령께서 BBK 때문에 곤혹을 치르시느라고 다른 정책대안도 별로 그렇게 다루어

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원자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의 하나의 이슈로 해서 이것

을 올려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사실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통령께서 이 원자력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바로, 비록

짧기는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한·미동맹비전에 그나마도 원자력협력이 들어간

것은 그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재처리라든지 농축까지도 지

금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나라들까지 제약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왜냐 하면 우리는 기존의

재처리시설이나 농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소위 P5에다가 플러스 고농축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몇몇 나라들, 그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들 일종의 그런 것까지도 독과점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자력에 전기생산의

40%를 의존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로서는 딜레

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협정개정 협상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것이

바로 현재 협정 그리고 미국이 제시하는 모델협정과의 몇 가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

기서 우리로서는 모든 농축이라든지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용후핵연료의 형상 내용에 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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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변경에 있어서 연구개발을 하는 데 소위 포괄적 동의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그 일환으로 원자력연구원에서 몇몇 연구원들을 미국의 Lab에 보내서 공동연구를 실

시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배경이 있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그 연구하면서 담당자들을 만나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

서 보면 결국 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목표는 소위 Nuclear trade, 핵 교역 촉진이

다. 그러니까 미국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입각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이런 협정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의

카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당근을 주게 되면 tit for tat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도

뭔가 하나를 쥐어줘야 하는 그런 식의 협상 내지는 흥정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일본과의 원자력협력협정에 있어서도 당시에 우라늄 농축에 대한 내용이라

든지 미국 자동차의 대일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가 오고갔었습니다. 그리고 가

장 중요한 것은 지금 외상인 나카소네의 아버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의 비전 그리

고 일본의 원자력 강국에 대한 열의 이것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표인데 제가 만든 것입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어디를 다루어야 될 것이냐, 물론 카운터파트는 한국은 외교부,

미국의 국무부의 담당자들이지만 여기에는 그 뒷배경에 협의를 하는 대상으로서 미국

의 에너지부, 마지막에는 백악관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 또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

에서 상원 외교위, 하원 외무위, 본회의 이렇게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 원자

력과 관련해서는 상무부라든지 국방부, 상무부나 국방부도 역시 핵통제위원회와 함께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구와 지지로서 다양한 원자력 관련

사업체나 이익단체나 정책자문기업들이 등장을 하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적어도 원

자력 자체에 대해서는 안티그룹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를 가동하는 것에 대한 많은 지지도,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주

민들의 지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것은 재

처리해서는 안 된다 는 anti-reprocessing group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낯익

은 프린스턴 대학의 프랭크 본 히퍼 교수 같은 분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원자력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처리는 반대한다. 그리고 재활용도 역

시 재처리라는 아주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향후 우리의

과제가 상당히 많고 또 국회 입장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경위 라든

지 교과위에 이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의원들에 대한 오리

엔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 없이 정치적으로 문

제에 접근했다가 국익에 해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재활용 기술을 막는 상황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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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안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바로 미국사람들의 한국의

정책결정관련자들에 대한 의식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것은 적어도 자기네 내부에 부처 간에 어떠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었을지는 모르지

만 미국에 대해서은 one voice, 한목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미국사람들이 하는 얘기입

니다. 한국 사람들이 오면 Burkart나 이런 사람들 얘기가, 또 에너지부 관련된 사람들

얘기가 지경부에서 온 사람 얘기가 다르고 교과부에서 온 사람 다르고 외교부에서 온

사람 다르고 한수원에서 오신 분 얘기 다르고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소리가 다양하다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창의성의 하나의 모태가 되기도 하지만 이

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대할 때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지형을 만드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과부, 그러니까 과거의 과학

기술부 같은 경우는 recycling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지 모르지만 지경부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 사용후핵연료를 차라리 다른 나라에 이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내부에 아직까지도 원자력과 관련해서 중요성은 인식하고는 있지

만 총리실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control tower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생님들께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가, 우리 같이 공동책임을 느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용은 다

같은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별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공동비전에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민간우주협력, 그다음에 소위 클린에너지 연구와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름

대로 이렇게 완곡한 어법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일단 원자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을 단초로 해서 우리가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간에 정상회담을 하

는 것을 보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식의 액션플랜을 같이 할 것이다. 어떤

standing committee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

들께서 지금 현재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그런 지침이라든지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정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간단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 당 국회의원 정 옥임 :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서 틀리게 말씀을 드렸거나 통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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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되거나 용어를 잘못 쓴 것은 없습니까?

( ｢예｣하는 이 있음 )

◯ 이 종훈 : GNEP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GNEP을 아는 분도 있지만

GNEP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 한나라 당 국회의원 정 옥임 : GNEP은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이라고 해

서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핵물질의 비확산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7가지 계획을 공표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떠오르는 것이 일단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서 재처리를 하는

데 기존의 재처리방법이 아닌 소위 UREX+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방법을 개발해서

핵 비확산, 다시 말씀드리면 플루토늄 저항성을 많이 가진 그런 개발을 해서 4세대 원

자로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 원자력발전소를 사용하는 나라가 192개국 중의 몇

개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CO2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에 소위 소형원자로를 제공하고 그 소형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다시 거둬가겠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무슨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든다면 재처리라든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UREX+ 같은

것은 상당히 통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약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체

가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고 또

GNEP 자체가 부시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예산을 받았지만 지금은 거의 국내 GNEP

는 무용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노 윤래 :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원자력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외교 분야에서 어느 쪽이 가장 취약하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 한나라 당 국회의원 정 옥임 : 예를 든다면 미국의 소위 한반도전문가라고 있습니다. 그

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외교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 정도 되기 때문

에 미국의 한국전문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워싱턴에 가보면 손꼽을 정

도입니다. 그 사람들만 잘 관리하면 우리가 한·미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지형

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방법은 또 오히려 단순합니다. 우리처럼

복잡한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아주 Simple and Clear, 그러면서 어떤 룰 베이스로 움

직이고 게임의 룰을 상대적으로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이 우리보다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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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잘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미국이 큰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manage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보니까 원자

력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존의 NRC의

chairman을 했던, 위원장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부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담당했던 분들이라든지 국무부라든지 또 의회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바로

이 원자력과 관련해서 수 십년 동안정치를 해 온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써 내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략을 하고, 우선 네트워킹을

해야 됩니다. 항상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에 급해서 미국사람들이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러 왔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데 일본 같은 경우

는 그런 것을 할 때 기업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바라든지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branch office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친구가 되고 네

트워크를 쌓고 하면서 외교를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

문에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후배를 좀 독려하셔서 pyro- processing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만 올려놓게 되면 적어도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얘

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pyro- processing에 대해서 우리가 IAEA를 통해

서 safeguards를 얼마만큼 받겠다든지 이런 commitment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자기네

들이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낼 때 했듯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일단 그 기술이

만들어지면 저는 오히려 외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시키지 않고 정직하게 정공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다면 분명히 그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상 간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14년 협정이 만기가 되는데 바로 그 즈음에 대만, 뭐 대만을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아니겠지만 대만도 그 협정이 거의 만기가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미국과 협상을 물밑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

한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의 외무성은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 얼마 전까지는 국제경제국에서 다른 쟁점 중의 하나로 했다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로이 대사를 하나 하고 각 부처에서 몇몇 인물을 차출해서 이미 시작을 하

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스케일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교부 혼

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 Task force는 만들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은 다시 한번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입력시키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특히 control tower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어느 정도의 틀

이 갖춰져야 2013년쯤에 이것을 완료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확산하건데 기술만 빨리 갖추어지면 그다음에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의원

들 또는 national lab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우리랑 아군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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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소위 anti-reprocessing의 운동을 하는 activist들이 미국의 주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점도 있고 부정적인 점도 있는데 긍정적인 지분을 얼마만큼 확대

시키느냐는 결국 우리한테 달려있는데 그 전제는 역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 임 창생 : 정 의원님께서 특히 정치가들이 국익을 우선해서 특히 핵문제 같은 데에 발

언해야지 인기영합 식으로 해서는 크게 국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말씀은 지당한 말

씀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과거 원자력연구소장 재직 시에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

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상임위원회에

서 항상 원자력연구소가 있는 대전에 내려와서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민주당이 상임 위원장이었는데 이 해찬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증언대에 세우고는 따지는 게 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사용

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책임지고 있어서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다

룰 수 있는 처분장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임 소장이 거짓말하지 말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극비리에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만들 계획이 있다

는 것을 증언하시오. 그렇게 따지는데 저는 물론 그렇지 않다. 그 당시에 원자력연구소

가 원자력발전사업 중에 특히 원자로 계통 설계 책임을 맡고 있고 또 아울러 방사성폐

기물 관리책임도 맡고 있어서 원자력발전하다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나오기 마련이고

그것을 다루는 처분장을 물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비밀리에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만

들어서 핵폭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누누이 답변을 해도 그냥 계속 해서 거짓

말한다고 따지고 하니 나중에는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위원장이 “이 해찬 의원, 그 정

도로 하면 됐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발언권 줘야 되니까 그만하시오.” 하니까 그 분

이 벌떡 일어나더니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지원 안 해주

고 발언을 못 하게 한다고 그냥 팽개치고 서울 가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 1993년도, 그 분이 나중에 노 무현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까지 합디다. 그래

서 지금 그 사람이 다시 정계에 아마 나올 것으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

는데 정말 과연 저는 느낌이 그 분이 분명히 내가 하지도 않는, 우리가 하지도 않는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핵무기 만든다는 것을 그렇게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뉴스가 있는

데서 이실직고하도록 유도를 하고 안 하니까 막 팽개치고 간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국가를 위한 정치가냐, 그 이상 더 심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분이 국회에 들어오면 정 위원 같은 분이 절대 당신은 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오,

그 따위 발언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극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 당 국회의원 정 옥임 : 예, 명심하겠습니다.

◯ 진행(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짧은 답변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재환 이사장님 질문하시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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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환 : 저는 원자력을 홍보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

오늘 우리 정 의원님의 발표내용을 듣고 너무나 참 기쁘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

다. 여기에 계신 원로들께서 모두 원자력을 이 정도 발전시키는 데 엄청난 고생을 하

시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래서 저 같은 후학들은 이제 이 원자력을 대국민 홍보적

인 측면에서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을 가까이 두고 아주 오늘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뭐니 뭐니 해

도 이제 정치는 집권여당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집권여당인 한나라 당에서 정 의원

과 같은 훌륭한 국회의원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는 생각을 가지면서

2014년을 대비한 아까 좋은 말씀했습니다. control tower, control tower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명박 대통령과도 상당한 근거리에서 조

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저는 정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자력계가 모두 희망하는 바가 바로 오늘 얘기하신 그 핵심적인

control tower를 해서 이제는 수출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 우리의 기술을 발휘

할 수 있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저는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그와 같이 외교적으로 2014

년을 대비한, 그런 것을 여당에서 어떤 그룹을 형성하셔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그냥

중구난방으로 한마디씩 던지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

탁의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조 만 : 정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0년 동안을 원자력 분야, 특히 고속로와 pyro-processing과 관련하여 일 하다가 한

5년 전쯤에 제가 퇴직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978년, 79년에 핵연료주기평가라는 것을 카터 정부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당

시에 한국대표로 이 병휘,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마는 그 분이 최종회의에서

고속로와 관련 핵연료주기를 techno-economically feasible 할 때 우리나라도 수행하겠

다는 얘기를 최종회의에서 언명을 하십디다. 거기 그 회의에 가셨던 분이 몇 분, 여기

도 계십니다마는.

아까 pyro-processing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바로 techno-

economically feasible하게 만드는 것을 여태까지는 다른 나라한테 맡겼었습니다. 미국,

일본, 불란서 등에서 먼저 하면 그것을 도입해서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원자

력개발의 아버지들이 했듯이 techno-economically feasible하게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프론트가 되고 첫 번째가 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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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재처리, PUREX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질 수 있는 나라와 가질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unfair하고 NPT처럼 기능을 못 하지요. 따라서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그런 recycling process를 기술개발하고 techno economically feasible 하게

만들어야 double standard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계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을 예를 들면 GNEP에서 아직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PUREX 쪽은 죽었습니다마는. 그래서 techno economically feasible한 프

로젝트가 우리나라에서, 한전 포함시켜서 지경부, 교육과학기술부 포함시켜서 우리나라

가 그것을 한다는 포부로 그렇게 정치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 용집 : 박 용집입니다. 저는 한국전력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약 30년 근무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reprocessing이나 recycling이나 그것을 우리가 수행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라 할까 주변여건이 만만치 않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내용은 정부 당국자 실

무자 선에서 생각하고 짚고 나가는 그런 문제 수준이 아닌가. 지금 정책을 다루는 국

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난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가 듣기에 의원님 말씀 중에 좀 미흡한 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파키스탄 Chasma 원전, 거기 파키스탄

에 PWR이 2기가 있고 CANDU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Chasma 발전소를 제가 건설

때부터 시운전, 상업운전에 관여한 것으로 해서 한번 최근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제

가 그 자리에서 파키스탄 정부 당국자와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

습니다.

파키스탄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NPT에 가입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핵폭탄을 갖기

위해서 탈퇴를 한 것이지요. 그 사람의 솔직한 얘기가, 우리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정책을 다루어야 할 국회의원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

는 겁니다.

파키스탄이 nuclear bomb을 개발하기 전에는 인도가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인도

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파키스탄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국경을 맞대고 늘 분쟁, 우리 남과 북이 대치하는 그 이상의 분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는 그 어느 과거 때보다도 평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평화는 힘의 균형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 분 역시 NPT를 탈퇴해서

자국의 어떤 안보상의 문제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도와 파키

스탄 관계가 아주 그전보다 더 부드럽고 더 평화적으로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정책 다루는 분들 또 아까 control tower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 분들도 아까 국회의원처럼 표가 어떻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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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그런 계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MB정부가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인기나 떨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가? 늘 우리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으니까 걱정 없다. 내 손에 있는 것하고 남의 손에 있는 것 하고는 다른 겁니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 쓰기

위해서 개발했겠습니까. 일본입니까. 아닙니다. 남한이 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쓸 때 우리는 미국보고 핵우산 밑에 있으니 당신도 좀 써주시

오 이렇게 사정을 할 겁니까. 지금 정책을 다루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전부 다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어요.

파키스탄 정부 고위관리가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힘의 균형, 그것이 오히려 평화를

가져온다는 얘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 당 국회의원 정 옥임 :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technologically 또 economically feasible한 그 프로젝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까지 발전하려면

commercially feasible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

만 예를 들어서 재처리를 해서 또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연료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

대의 원자로에 가동시키는 것에 대한 기술이 지금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이 로까쇼무라에 엄청난 재처리공장을 지금 가

동하고 있는데 일본 나름대로의 정치, 경제적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자력만 생각한다면 그 원자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력의 40%,

더군다나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잘 알

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 원자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체가 비용효과가 있

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다

른 재생에너지라든지 대체에너지원에 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 홍보도 중

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익과 관련해서 뼈아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키스탄이나 인디아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NPT는 불평등 하다 해서

NPT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NPT에 가입을 해서 나름대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기술의 많은 부분을 공여 받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 북한과의

이런 핵문제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핵 주권을 찾자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모두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핵무

기 한 5개쯤 가지고 우리도 자위적 억제수단이다 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면 딱 좋

겠다. 현실적으로 왜 못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고

192개국이 같이 어우러져 살뿐만 아니라 자원이 없고 오로지 여러분들과 같은 두뇌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머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을 또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또 정치 외교적인,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핵 주권을 찾고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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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겠다, 바로 군사적인 균형 때문에. 그랬을 때 비용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4천만 국민 중에 북한이 핵실험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술 다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 만들고 싶지 않은 국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잘 모르지만 CANDU, 중수로라고 하는 것입니까. DUPIC이라는 것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연구개발을 했는데

제가 아는 게 정확하다면 상용화에는 성공하시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비용효과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취지가 무엇인지 저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하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 원자

력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이러한 발전이 없다는 것에 대

해서 제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면서

21세기 한국 원자력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대미외교와 관련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질문은 그만 받도록 하고 오늘 포럼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후 2시 15분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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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 국민과 소통되고 있나?

■ 주제발표 : 조 성겸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 효과적인 원자력 홍보를 위하여 -

■ 지정토론 : 김 영평 (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좌장 )

온 기운 ( 매일경제 논설위원 )

강 신헌 ( 한국수력원자력(주) 홍보실장 )

한 봉오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보협력부장 )

최 식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

( 오후 1시 8분 개회)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아카

데미 김 재록입니다.

테이블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자력원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원자력안전아카데미 임 용규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

니다.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 용규 인사 )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 용규 :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아카데미를 맡고 있

는 임 용규입니다.

오늘의 포럼은 ｢원자력, 국민과 소통되고 있나｣를 주제로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에 계시는 조 성겸 교수를 발표자로 모시고 또한 이 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가지신 몇

분을 패널리스트로 모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력에너지의 4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고 방사

선동위원소의 이용으로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에 원자력이 크게 기여하고 있

는 현실에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원자력 이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자력에 대

한 막연한 불안감과 방사선에 대한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

니다.

원자력발전소에 관련된 무뇌아 사건, 온배수 문제를 비롯하여 방폐장 부지선정 과

정에서 발생된 안면도 사태 등 NIMBY와 反核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원자력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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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력의 낭비와 지역주민간의 갈등

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하여 정부와 원

자력계가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국민이 원자력사업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형 묘수를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

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주제발표자를 모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새로 나오신 새로운 책무를 맡으신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영철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잠깐 일어나시지요.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강 영철 인사 )

( 일 동 박 수 )

신임 강 영철 국장께서는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에서 석사를 하셨고 영국

Birmingham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받으셨습니다. 1981년도부터 과기처에 재직하면서

원자력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 주요 요직을 거쳐 최근 원자력국장의 보직을 맡으셨습

니다. 앞으로 원자력분야의 육성·발전에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또한 원자력원로포럼

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 상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장 상구 인사 )

( 일 동 박 수 )

장 원장님은 1974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핵공학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77년도에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사무관으

로 발령을 받고 과학기술처의 요직을 두루 거쳐서 1998년 주일대사관 과학참사관으로

활약하신 분입니다. 최근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진흥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맡고 계시다

가 이번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으로 선임되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학회장을 맡으신 박 군철 신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님이 나

오셨습니다.

( 한국원자력학회장 박 군철 인사 )

( 일 동 박 수 )

박 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핵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RPI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

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국내외 원자력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금

년 9월초에 원자력학회장의 직책을 맡아서 지금 현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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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회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인 사 )

( 일 동 박 수 )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주제발표를 시

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자력, 국민과 소통되고 있나｣라는 주제입니다.

발표하실 조 성겸 교수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1981년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시고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언

론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조 성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조 성겸 교수 인사 )

( 일 동 박 수 )

◯ 조 성겸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 안녕하세요. 조 성겸 입니다.

오늘 이렇게 원로 전문가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평소에 원자력 홍보나 과학기술 홍보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이런

전문가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되어서 정말 떨리기도 하

고 영광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홍보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왔는데 그것의 효과가 다소 기대만큼 안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어떤 방향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간단한 해외사례로써 캐나다의 경우 제가 볼 때 비

교적 성공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성공요인이었나

에 대해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소위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하고 원자력 홍보를 하는 측하고 의견이

합치되어서 최소한 같은 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견해를 갖도록 하자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홍보를 하면 할수록 서로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도 사태 같은 경우도 그런 예이고요. 뭔가 조금 공유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부안 사태 때도 그런 편이었고 최근에는 또 쇠고기 사태도 결과

는 그런대로 됐지만 그 과정에서 본다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이가

나빠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역으로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대한 효

과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역의 효과는 없어야 될 텐데 그러면 어찌할 것이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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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부작용을 가져오는 원인이

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자력 홍보에서 본다면 원자력 홍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홍

보에 속한다고 봅니다. 쉬운 홍보도 많은데 상당히 어려운 홍보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엊그제 2006년도에 실시한 전 국민 원자력 인식조사 결과

를 봤는데, 당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년 전, 3년 전에 실시된 것인데 5점

만점에 한 4점 얼마, 거의 만점 정도로 위험하다, 안전성을 확보할 길이 없다는 생각들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원자력을 위해서 엄청난 홍보를

해 왔는데 그 많은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전 국민 조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자력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원자력 홍보를

그동안 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참 원자력 홍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홍보의 양을 늘린다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미국 쇠고기 수입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 본다면 단지 대화를 증가한다는 것, 홍보를 많이 한다는 것만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

홍보한 방식들을 보면 서구에서 개발된 홍보모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지난 정부 때는 공론조사라든지 참여적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의 여러 가지 모델들, 과

학문화라든지 다양한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빠뜨린 것

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의 약

간의 차이, 한 99%는 같고 한 1%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미세한 차이

인데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효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은 과학기술 관련 홍보를 한 10여 년간 연구를 하

면서 최근 1~2년 전에 겨우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얘기를 했고

얘기한 이후에 다른 학회 발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것을 조금 더 감안을 하면 효과가 훨씬 나아지지 않

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것이 우리나라 사람만의 특성인가?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성이지.”라고 말

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

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커뮤니케이션할 때 나타난 특성 정도로 생

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지향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적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면, 예를 들어서 내

가 원자력에 반대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다음에 정보를 받으면 반대하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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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봅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괜찮다는 정보면 일단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바꿔보라고 주는 것인데 생각이 일단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정보를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이번 협상에서 우

리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원자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정보 전달하기가 어

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편끼리 정보 전달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

각이 같은 사람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지에 가 봐도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왔다, 무슨 성을 구

경하러 왔다, 저기가 제일 좋은 곳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쫙 버스에서 내리면 거기

로 일렬행진으로 해서 가서 보잖아요. 다 와서 봤다, 여기 봤다 그다음에 갑니다. 그러

니까 와서 주변 경관도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목적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뚜렷

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오늘날까지 발전시킨 원동력도 되었고 지금

에 와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장해요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집

단 지향성인 것, 상황 지향성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홍보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여론을 이해하는 데 감안하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목적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편이 얘기하는 것을 잘 안 받아

들입니다. 나와 반대된다면 전문가가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이 원자력 박사다,

박사가 이것 괜찮다고 얘기해도 ‘저 양반은 못 믿겠다, 저것은 정부에서 뭘 받은 거니

까 내 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보를 전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가 말하는데도 못 믿겠답니

다. 원자력을 하시니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원자력전문가가 “나는 그 옆에 가서 살겠

다.”라고 하는데 “네 말은 못 믿겠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것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좋아합니다.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

인 것.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산업단지를 가 봤더니 거기에서 산업단지 들어갈 때 뭐

라고 약속을 했냐면 일자리를 한 2만개 창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2만개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에 걸쳐서 나올 텐데 한 2년쯤 지났

는데 몇 개 만들었느냐, 하나도 안 만들어졌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내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라든지 예를 들어 원전이 들어오고

여기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것은 먼 훗

날의 얘기인데 그 먼 훗날의 혜택을 처음에는 그럴 듯해서 받아들였는데 한 달이 지나

고 두 달이 지났는데 뭐가 없느냐, 왜 이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 이런 식의 어떤

조급성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성격이 좀 급하다 할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바로 나오는 것을 좀 더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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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집단 지향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일본보다는 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

지만 제가 말하는 집단 지향성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더라도 다른 사

람들하고 생각이 다를 때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딱 모였는데 전체 분위기가 반

대쪽인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나는

찬성한다는 얘기를 굳이 안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전체의 의견과 내가 다른 의견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굳이 얘기할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대표자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TV토론을 한다, 그러면 무슨 무슨 대표로 나갔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보를 하고 싶은데 무슨 생각이 드

느냐 하면 나는 집단대표로 나왔거든요. 오늘 내가 단체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우리 단

체사람들은 찬성을 안 하는 것인데, 그럼 나는 오늘 여기 나온 목적이 상대방과 얘기

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대변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협

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집단이라는 것을 딱 의식하게 되면 자기 자신

의 설득여부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만나면 나 당신 말이 옳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절대 그것을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성향이 좀 더 우리나라에 강하지 않느냐

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숱하게 TV토론을 보든 이런 것을 보든 거기 나와서 타협점

을 이루고 뭔가 상반되는 의견들이 좁혀지는 경우보다는 대개 나오면 싸우고 확인하고

가는 자리가 많거든요. 그것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다

나는 대표자로 나왔다는 생각들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

로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집단대표에서 나온 몸인데 내가 여기서 만약 수긍하고 돌아

가면 나는 배신자가 된다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그러한 의식

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

는 데 방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했느냐, 말하는 시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미묘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먼저 말했나, 저 사람이 왜 지금 시점에 말할까. 그러니까 말하

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저 양반이 말하는데 저 양반이 옛날에 정부기관에서 일했단

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떨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이 자체로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목적 지향성이 강하면 그만큼 성과를 잘 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면도 많고 집단 지향성이 강하면 또 개인주의

적인 성향이 적으니까 단체운동,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올림픽을

할 때 적극적인 협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원자력 홍보

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성향들이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정보 전달하는 데 굉장히 방

해요소가 되고 그다음에 설령 몇몇이 설득되었더라도 그 사람들이 설득되었다고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 설득해서는 안 나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집단으로 넘어와

야 되는데 알다시피 나무를 묶어서 한꺼번에 꺾을 수는 없잖아요. 한 명 한 명 설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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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몇 명은 설득되었을 텐데 집단 지향성 때문에 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러

한 특성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가 홍보할 때 감안하고 어떤 설득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서구적 모델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정보 지향

적이고요. 이런 나라에서는 한 사람한테 논리로 설득해서 넘어오면 넘어온 것이거든요.

넘어왔는데 그것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약간의 차이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부터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사례 중에서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캐나다에 가서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캐나다의 장기적인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성공

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저기는 그럴까, 캐나다 사람들은 원자력을 좋아

하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도 가보니까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고 여

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비교적 그런 말썽 있는

가운데서도 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나 봤더니 제 나름대로 보면 원자력전문가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봤을 때 제가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한 것을 보면 앞으로 할 활동을 세 가지로 요

약했는데 첫째가 관계구축, 두 번째가 지식구축, 세 번째가 실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진 자원을 첫째는 관계구축입니다. 그

러니까 시민들과의 관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구축과 기술개발하고 거의 동

급으로 둔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안점이고, 여기 다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저쪽으로 하는 것은 한 부서에서 알아서

홍보해 봐 이건데 그쪽은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하고 이것을 만드는 것하고,

예산이 똑같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도에서 거의 동급으로 같이 가는 것이

지요. 최소한 보고서 목차에 동급으로 나옵니다. 1. 관계구축, 2. 기술개발, 3. 그래 가

지고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이렇게 1, 2, 3이 나오거든요. 우선 이 보

고서 목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들을 참여시킨다는데 어느

정도 참여시키느냐 하면 어떻게 참여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외식을 하러 나갈 때 “너 뭐 먹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우리 애들이 “지금 상황에서 물어보면 선택의 여지도 없는데···” 이렇게 얘

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얘들은 식사를 정할 때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부터 물어봅니

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면 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데 용이하겠느냐, 혹시

문제없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참여방법부터 사람들의 의사를 들어봐서 합니다. 그

러니까 참여하는 방식이 조금 다양한 것 같고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성공요인이었습

니다.

두 번째 성공요인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결정을 내리더라도 번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임시저장소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나중에 permanent로 넘어가기 전에 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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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니까 movable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 결정할 때 좀 더 부담이 덜

한 것 같습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 선택했더라도 30년 후에 번복할 수 있을 테니까 라

는 점도 사람들이 의사결정 할 때 부담을 덜 줍니다. 이것을 내가 한번 결정하면 자자

손손 끝나는 것이다가 아니라 한 30년 후에 다시 permanent하게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본다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자력폐기물저장소를 안 찾으면 큰일 난다

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미리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것이 우리 집에 오든 옆집에 오든 어쨌든 저것을 해결 안 하

면 안 된다는 식의 인식이 좀 더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기약 먹이기 전에 감기

걸려서 큰일이라는 생각을 먼저 심어주고 이것이 아니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애가 생각

하게 한 다음에 약 먹어라 하면 약을 먹을 텐데, 감기기운이 있기는 있지만 애가 아직

감기가 심각하지도 않은데 너 약 먹어라 약 먹어라 하면 안 먹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폐기물 문제라는 것이 정말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것 지

금 우리가 안 하고 떠넘기면 자식한테 짐을 넘기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지

금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해 놓고 그다음에 들어가니

까 좀 더 나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부각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이 너무 무겁지 않았다, 세 번째

는 참여나 민주성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여러 가지 면에서 강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비교적 문제가 없게 만드는 요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보면 질문 5번 같은

것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도움 될 수

있겠느냐?”, “당신이 이 과정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

게 하면 당신이 여기에 열심히 올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저런

식의 질문을 해서 제안을 받고 그것을 반영해서 절차를 만들고 하는 것을 거쳤다는 것

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거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었고요. 이제부터 제가 제안하는 그

러면 어떻게 원자력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를 놓고 제가 제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이것이 한 네 번째로 밀려나 있었는데 제가 다시 또 원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고민이 되어서 오늘 아침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이것을 첫 번째로 올렸

습니다. 신뢰 획득.

신뢰 획득인데 사실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高
신뢰사회로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低신뢰에 속한다고 합니다. 신뢰라는 것이 생

기려면 첫 번째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보장되

어야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세 번째는 나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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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

는 전문성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전문가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저 사람들 말 못 믿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두 번째가 문제되는 것 같아요. 객관성

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자력이 안

전하다는 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이쪽에서 얘기를

해도 과학자적인 양심으로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약간은 bias되어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하나의 신뢰

획득의 문제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갈등관계든 무슨 관계든 상대방의 존중, 배려 즉 국민들의 안전 이런 여

러 가지들에 대한 배려를 과연 하는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좀 더 신

뢰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survey 결과를 보면 아까 말한 2006년 survey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원자력 관련 국가기관 아니면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냐고 물어

보니까 5점이면 신뢰하는 쪽인데 5점 만점에 3점대랍니다. 그러니까 중간보다는 조금

높은, 3점이면 ‘그저 그렇다’거든요. 3점보다 조금 높은, 4점이 “약간 신뢰한다.”인데 3

점에서 4점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좋습니다. 높은 편인데 원자력에 관한 문제가 되면 이러한, 내가 볼 때 전문지식이 아

니라 중립성이나 객관성 면 이런 면에서 조금은 점수가 낮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

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신뢰가 높지 않으면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신뢰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제가 이것을 다 이렇게 해서 무

슨 만병통치약을 만드는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한 것 중에 1차적으로 생각한 것은 정

보생산 자체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생산방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누구도 공감

할 수 있는 원자력을 싫어하는 사람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fact-book 같은 것들이 주

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신뢰를 가진, 정보생산기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서 저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전문가 불러

서 테스트해 봐라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상 없다니까 못 믿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거

든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런 것이 생기기 이전부터 원자력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원

자력학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정말 믿을만하다는 것이 누적이 되어

서 쌓이면 이런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보생산의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fact-book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특히 언론인들

이 믿을 수 있는, 언론인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모를 때 언제 찾아갈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북한이 핵실험할 당시에 캐나다를 돌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무슨 이유에서인

지 제가 캐나다의 원자력 하는 사람하고 잠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 나라에서 핵실험을 한다는데 그러면 대피훈련이나 그



- 120 -

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는 그런 것 들은 바 없는데,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자기 같았으면 딱 그 핵실험한다면 저것이 우리 일반 국민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

가,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피해가 있다 없다,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등 이

런 것을 쫙 내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한테 영향을 안

미쳤으니까 얘기를 안 했겠지요. 그런데 안 미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써 정

부가 핵실험 딱 나오니까 다른 얘기 떠나서 우리 국민의 안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

는 것에 관심을 쏟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원자력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에 대한 배려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그런 것을 활용 안 할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핵실험의 여파가 날아와서

이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

람 말은 그러더라도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이것이 지나칠

정도로 안전결벽증 걸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무슨 유사시에 지금 경주에

그러한 안전성 문제가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좀 믿을 수 있지 않

느냐는 생각을 하는 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런 돌발사태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

는 기회에 보여주는 것 이런 것도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신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소위 정보를 전달하려면

그냥 안 갑니다. 통로가 있어야 갑니다.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가고 누구 좀 만나

려면 아는 사람을 통해야 되듯이. 그런데 일이 있을 때 통로를 만들면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한테 한 10년 만에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조금 그

렇지요. 그런데 동창회 같은 데 매년 가서 안면을 익혀놨으면 유사시에 전화할 수 있

는 것처럼 국민들과의 대화도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경주시민과 대화하겠다, 일이 있

으니까 오는 것이거든요. 안정성이 문제되고 하니까 “대화 좀 합시다.”라고 하니까 삐

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를 하고 채널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널을 평소에 미리 만들어서 수로를 닦아놓자는 것

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 유사시에 채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만들어놓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 언론이 나서주면 좋을 텐데, 이런 것이 있으면 언론학자들도 나서서··· 언

제 평소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나요. 평소에 원자력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야, 그

런 것 홍보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필요 없어.” 딱 이러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유사시 되니까 그것에 관심 왜 안 기울이냐 이런 것 좀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채널이라는 것이 아쉬운 것 있다고 전화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캐나다처럼 인문사회과학적 관계형성 쪽의 연구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으면 연

구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소신에 관계없이 원자력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저도 충남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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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과학기술 홍보를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아느냐 하면 원자력에 관심이 있어서 안 것이 아니라

과제 해결을 위해서, 원자력 홍보를 짜라고 하니까 원자력을 공부 안 할 수 없거든요.

하다 보면 원자력을 알게 되고 이러다 보면 마치 국방부 출입기자 한 10년 하면 국방

부 옹호자가 된다고 하듯이 원자력에 대해서 계속 이모저모 연구를 하고 하다 보면 안

에서 반대를 했든 뭐 했든 결국 이해도 수준은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과연 채널형성 노력이 얼마나 되어 있었느냐. 그래서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하

기보다 fact-book, 정보생산의 중립성, 평소에 다양한 채널을 만드는 노력, 유사시에 가

급적이면 안전이라는 것에 최우선을 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신

뢰도를 구축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체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이익을 주더라도 구체적으

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면도 사태든 부안사태든

정부가 돈을 왕창 준다고 했거든요. 돈 갖다 준다는 데도 사람들이 싫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부안이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 사는 데예요. 한

10년도 안 남았는데 새삼 이제 와서 굶어죽을 것도 아닌데 돈 가져와 봤자 어차피 자

식들 사업하는 데 갖다 쓸 거고 사이좋은 형제 갈라질 것이고 이웃 간에··· 그런 것

숱하게 봐왔잖아요. 수몰지구에 보상 나간 것, 지금 태안 같은 데는 정부자금 서로 싸

우느라고 풀리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절대적인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 더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

면 동네 커뮤니티를 망가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보통 보면 원

자력 안전성 설득도 하면서 일면 여러 가지 시설을 지어준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

만 뭔가 해주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그 사람들의 행복을 늘려주고 그 사람들이 ‘야,

정말 저거 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열망을 갖게 만드는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줘야 되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쪽에서 뭔가 이

런 것을 감수하니까 줘야 되는데 그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맞

게, 이제는 우리가 굶어죽던 시절이 아니니까 뭔가 남들한테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삶

의 질이라는 것 소위 이런 다양한 가치를 더 많이 중시하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돈보다 더 우선시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 보상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것들도 있겠지요. 캐나다의 어떤 도시를 갔었는데 원자력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국제마라톤대회를 한대요. 그러니

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인데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니까 보통 우리가 이벤트를 한

다면 그 동네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더 하는 것 같아요. 마라톤

대회인데 국제대회이니까 동네사람들은 뛸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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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이런 저명한 국제대회가 열린다, 그래서 매년 해외에서 사람들이 온다

는 것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자기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까 이제는 나한테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로를 포장해 주느냐, 그것은 여기서 안 해줘

도 다른 데서 다 해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렇게 국제

적으로 위상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

리나라는 아직도 이벤트를 하더라도 동네사람 모아놓고 아마추어적으로, 축제를 하더

라도 아마추어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상금 주고 이렇게 하면 가보면 다 술집만 들

어오고 기념품만 팔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격을 달리해서 정말 아무도

안 알아주던 동네에서 국제대회가 열리는 도시가 되니까 이제 어디 가서 나 어디 출신

이다 하면 아, 거기. 하다못해 외국 사람들도 알아보는 이런 자부심,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지금 소득 2만 불 시대에 맞는 좀 더 지원책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골동네 한번 가십시오. 노인정에 가 봐도 없는 것 없이 다 있습

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안마기 다 있는데 먼지 끼고 녹슬고 썩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지어준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인문사회과학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뭘까, 이제 수명도 얼마 안 남았

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돈 몇 푼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것

인지도 몰라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 동네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예를 들면 지역에

가면 그런 걱정들이 많을 거예요. 점점 쇠퇴하고 쇠락하고 있다. 애들 울음소리도 하나

도 없고. 이런 좀 더 다른 차원의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또 그런 것

에 도움이 되는 식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것을 집행해 나가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한다면 좀 더 사람들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비나 시설이나 물리적인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넘어선 그

무엇, 그러면 그런 것을 해준다고 하면 믿겠느냐? 안 믿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조그마한 동네부터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주

변 동네부터 하나 샘플로 만들어 주면 저것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 가봐라, 가니까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게 되더라, 이것이 지금까지 만날 돈 들어오면 싸우고 난리 나

는 데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되더라는 느낌을 주는 것 이런 것들 쪽으

로 우리가 이것이 들어오면 보게 되는 이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홍보들을 보면 대개 원자력이 위험

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한테는 체르노빌이라는 단

어가 있고 이런 단어가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면 믿겠습니

까. 그러나 진실이 뭐든 간에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 일단

거기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논점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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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해야만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

는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나 참가해서 출세해 볼까 하는 사

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원자력 과학자처럼 신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너무 강한 정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다음에 행동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것

은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관용적인 태도와 협조적인 태도니까 생각 부분이 어려우면

건너뛰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너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하는 것은 기독교 다니는 사

람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절에 다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얘기는 조금 유보

를 하고 원자력이 그렇게 불안하냐?, 그러면 좋다. 굳이 불안하지 않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것들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원자력

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일반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인식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고 납득시키는 노력도 하

는 한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동차 안전벨트가 매면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안전벨

트를 매라고 하니까 안전벨트를 맨다는 것은 자동차가 사고 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

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는 안전벨트를 매서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꼭 지킨다기보다는 사람들

이 불안하니까 불안감을 해소하는 장치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점진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려고 홍보에

임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가벼운 이런 쪽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변화 연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도 결국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인

물건을 돈 조금 더 내고 써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하니까 영국에서 어

떻게 연구하면 어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굉장히 심각하

게 생각한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막상 “너 좀 이렇게 해

라” 하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연구가 뭐냐 하면 왜 심각하게 생각하

면서 실제 행동은 안 하느냐 이 갭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우리나라에

서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접근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서의 접근방식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CO2 reduction이니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꼭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해야만 하느냐, 그것 인식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인식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태도

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방법이 너무 근본적인 태도부터 고치

려고 하지 말고 가벼운 행동부터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 개인적 의사표현을 촉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대표로 가면 사람들이 자꾸 주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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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드리는 것은 대표를 하나 모으더라도 ‘무슨 단체 대표님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

다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좀 더 자유롭게 자기 입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대표로 왔다 이렇게 말하면 입장을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토론이나 시민참여를 할 때도 가능하면 개인자격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루트를 많이 열어두는 것이 참여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설득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설득 안 시키고도 가능하니까

너무 설득 중심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TV광고라든지 좀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시킬 수는 없잖아요. 교육을 시키기

보다는 조그마한 것부터 협조해 나가는 것이 낫게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어차피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것

이 우리나라에서 갈등하는 것을 쭉 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까 하는 것

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써놨는데 그것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절차 먼저

정하자, 룰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얘기하자. 얘기부터 시작하면 얘기가 싸움이 되어

버리니까 룰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우리 학생들하

고 토론할 때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친구들이 남하고 논쟁하는 것은 잘 해요. 남의 제

안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비판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에는 약해

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상대방 얘기를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되도록이면 비판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솔루션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투표나 이런 방식으로 고르는 방식, 이

런 절차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갈등해결을 한다고 해서 당사자들끼리 허

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하면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다음에 사이만 더 나빠지거든요. 그

래서 룰을 먼저 정하고, 대화도 상대방에 대한 비판보다는 되도록이면 솔루션을 촉진

시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갈등해결 절차의 핵심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무시당한다는 것, 나를 무시한다는 이것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면 무시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방해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를 소외하고 지들끼리 정해 가지고 와서 짜고

치는 것 같다고 느끼면 교수회의 들어가서도 마음이 곱게 안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

정사항에는 나도 동의할 만한데 내가 설령 좀 서울에 갔다 왔다고 해서 나 빼놓고 슥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뽑기로 분위기 잡아서 형식요건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

같다면 그러면 마음이 곱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무시당한다는 느낌 그것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내가 조금 모른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느냐는 느낌, 그런데 이것은 말로 표현 안 하거든요. 말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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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하거든요. “안전하지 않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점이 가장 키포인

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으려면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굳이 제가 제안을 한다면 아까 여러 부분 말씀드린 제안에 덧붙여서 하나 강조하고 싶

은 것은 인덱스나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것을 가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말로

표현 안 하거든요. 집단대표자로 오면 말로 표현을 안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하면 개개

인은 의사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개개인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기행동변화나 홍보효과가 드러

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묻히게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매뉴얼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한 분 한 분 만나면 참 똑똑하신 분들인데 전체적으로 그 기관이 홍보하는 것을

보면 그다지 사려 깊지 못한 홍보를 하는 것이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책임

도 분산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어떤 홍보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어떤 매뉴얼 화 되다시피

scheme이 딱 되어 있으면 좀 더 일관성 있는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뉴얼

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가 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가볍게 행동하는 것을 중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CO2 관련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어떻게 되니까 지킵시다! 이러면 잘 안

할 텐데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CO2 reduction 의무 우리 곧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산업 망한다, 그러니까 이것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내

가까이에 있는 문제로 가자는 겁니다, 지구멸망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눈앞에 좀 더 나의 문제로 만들어줄수록, 원자력의 경우도 이것 안

하면 먼 훗날 어떻습니다! 하는 것을 좀 더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 만드는 것을 누가 만드느냐 원자력전문가가 다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캐

나다처럼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좀 더 그쪽에 해서 한다면 꼭 원자력 홍보가 어렵다고

해서 꼭 효과가 나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

람들이 가진 약간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앞에서 사려 깊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

니다.

( 인 사 )

( 일 동 박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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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조 성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표에 이어서 오늘 주제에 대한 패널토의를 간단히 가지겠습니다.

단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후 1시 55분 회의중지 )

( 오후 1시 59분 계속회의 )

◯ 진행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 김 재록 ) : 단상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정토론하실 다섯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보실 김 영평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온 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을 모셨습니다.

강 신헌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홍보협력실장님이십니다.

한 봉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보협력부장이십니다.

최 광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책임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입니다.

사회를 좌장 김 영평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 좌장 김 영평 :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교수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저도. 명예교수

인 김 영평입니다. 행여 저를 아직도 교수인 것으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렸습니

다.

발표 자체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발표하실 분이 저

를 포함해서 다섯 분인데 온 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께서는 방금 회사로부터 급박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당장 회사로 출두하라는. 그런데 제가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여

기까지 오셔서 1분이라도 말씀을 하고 가십시오! 하고 미소작전으로 잡았는데 우선 시

간이 급박하니까 인사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 온 기운 위원님 토론발표 빨리 끝

내시고 돌아가십시오.

◯ 온 기운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 감사합니다.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숨 가쁘게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유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한 일이 생겨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앞에서 조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계구축이라고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언론에 있는 입장으로서 미디어하고의 관계구축이 매우 중요

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력이

라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사실 어렵게 느끼게 됩니다. 우라늄-235를 농축해서 그

것을 발전을 하면 거기서 우라늄-238이나 플루토늄이 추출이 되는데 이것을 재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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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하느냐 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실은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잘 모

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주는 중간자적 역

할을 할 존재가 뭐냐 하면 바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미디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우연히 중․저준위 부지선정위

원회를 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제가 원자력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의 일을 이

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알게 되는데 사실 저도 모르는 부분

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알기 쉽게 국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언론인들한테

충분하게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한수원, 원자력문화재단, 또 여러 협회라든지

학회 이런 데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직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으로 많은 미디어

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

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

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원자력 관련 일을 하실 때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나

사전분석, 조사를 철저히 한 바탕위에서 추진해야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를 테면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중․저준위 처분장 경주에 건설하는 것

이것이 사실 별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지반에, 암반에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소 작업동굴이라든지 또는 수직 동굴 쪽에서 약간 차질이 발생해서 예상보다도 지연

되게 되었다, 길게 보면 약 만 3년 가까이.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잘 좀 하지 왜 그랬

냐고 해서 거기서부터 또 신뢰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르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언론은 충분히,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명을 듣고 아, 이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니고 다만 목표를 당초에 무리하게 잡아서 진

행속도가 까다로운 암반이 나타나서 조금 늦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별로

그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비판하거나 이런 것을 쓰지는 않아요. 다행히 이번에 전반

적으로 그 부분에서 문제를 별로 삼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소통이라고 하

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한

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앞으로 한·미원자력협정 문제를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한때 나왔지만 그

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언론 스

스로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한·미원자력협정 원문을 갖다가 보고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보고 그것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얹어서 국민들한테 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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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계속 이 관계를 형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좌장 김 영평 : 온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가신다는 것을 제가 억지로 잡았

습니다. 그래도 하고 가시니까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사실은 인사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원자력, 국민과 소통하고 있나｣라는 원자력원로포럼의 토론회는 아주 값진

토론회입니다. 더군다나 좋은 연사를 모셔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

니다.

오늘 여기는 학술논쟁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옳

고 그르고를 따지는 논쟁의 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창의

적이고 멋있는 발표를 하셨지만 또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원자력 관련 활

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

도들을 조금 폭넓게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사실은 플로어에 앉아계신 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경험도 많으시고 다 탁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토

론회의 지정토론이 끝나면 의견도 말하고 또 지적도 받고 또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토론회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끝났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시간이 급박해서 떠나셔야 되는 분은 떠나

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길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빨리 끝

내야 되면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정토론자는 위에 제 이름이 적혀있는데 사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 먼

저 토론을 하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분들의 토론을 먼저

듣고 또 남은 시간에 저도 몇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순서대로 우선 강 신헌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실장님께서 먼저 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헌 ( 한국수력원자력(주) 홍보협력실장 ) :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한국수력

원자력의 홍보실장 강 신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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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원자력 홍보가 참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

니다. 홍보를 하되 신뢰를 줄 수 있고 또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좋은 말

씀을 하셨고 매뉴얼 화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도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가 20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6대 원전강국입니다. 2030년이 되면 발전량

대비해서 약 59%의 portion을 차지할 것이고 중추적인 에너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한 국민이해도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결과를 살펴

보면 원전의 필요성이라든가 친환경성, 경제성, 경제발전기여도 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이 나오는데 아직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도,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를 좀 올리기 위해

서 아까 온 기운 논설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네 가

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홍보입니다.

사업자들이 모든 국민들을 직접 상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알리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으니까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들한테 원자력

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원자력이 언론에 노출되는 양이 많이 늘었

습니다. 기획기사도 하고 특집도 내고 기고문도 내고 독자투고도 하고 그래서 요새 보

면 거의 매일 원자력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노출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자가 가지는 특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체험

홍보입니다. seeing is believing, 사실은 많은 국민들 중에 발전소 견학하신 분도 많겠

지만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1년에 약 한 50만 명의 방문객들이 우리 4개 본

부를 방문하셔서 발전소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계시는데 발전소 한번 오셔

서 보고 가신 분들은 야, 이렇게 원자력발전소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바로 그 분들은 100% 원자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새 새로운 경향에 따라 저희들이 인터넷홍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주요정보라든가 사고, 사건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항상 뉴스

레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또 발전소 상태를 점검할 수 있

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경영을 저희들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원자력발전

량이 1,500억kW/h 정도 됩니다. 1kW/h당 약 한 1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 한

1,500~1,600억 정도가 발전소 4개 본부로 녹아 들어가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저희들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은 원전 주변이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이상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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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제로 그렇지 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여기에 이 창건

박사님도 계시지만 지난달에 저희들이 KLO 전승비 이것을 화천에 준공도 하고 했는

데 그것도 다 하는 지역공동체경영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준

비를 뭐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시간이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또 기회가 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좌장 김 영평 :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회자를 도와주는 분은 정말 예쁩니다.

( 웃음 )

다음은 우리 한 봉오 원자력연구원 정보협력부장으로 계시는데 토론에 임해 주시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 봉오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보협력부장 )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보협력부장을 맡고

있는 한 봉오 입니다.

우리 조 교수님 강연 잘 들었고요, 제가 연구원에 들어와서 홍보한 지 금년이 21년

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제일 어렵다는 원자력 홍보를 21년간 하니까, 뭐 그렇게 제가

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한편으로 고생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

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은 연구원, 그러니까 원자력 홍보현황 이렇게 자료를 발표를

해 달라, 지정토론을 해 달라 해서 준비를 했는데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홍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것이 저희는 기관평가도 있고 뭐 기

관이 하다 보니까 고객만족도 제고, 언론홍보 강화 및 지역민과의 유대강화, 커뮤니케

이션 활성화 및 맞춤형 견학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원자력문화 확산 및 홍보인프라 구

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제고 관련해서는 연구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의 홍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

년 같은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저희 연구원에서 한 것을 필두로

해서 교과부장관 간담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 현장업무보고 그리고 국회의장

방문해서 한 4건 정도 크게 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원자력의 당위성 및 연구개

발 필요성에 대해 현장홍보를 통하여 최고위정책결정자 대상으로 연구원의 위상제고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지향 원자력문화 확산으로는 이를 테면 2008년 대한민국 과학축전이나

사이언스 페스티벌 등 각종 국내외 전시회에 12회 참여했고 찾아가는 원자력전시회나

원자력릴레이포럼,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 등에 참여해서 원자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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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언론홍보 강화인데 작년에 보니까 언

론기고활동을 총 65회 정도 했고 기획홍보 활성화, 그래서 작년에 원자력문화재단과

공동으로 KBS 1TV의 ‘과학카페 원자력의 재발견’이 9회 방송이 됐고 YTN의 ‘유럽 현

지르뽀 원자력의 부활’을 제작지원을 해서 3부작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부터 금년 초까지 한 것이 전자신문의 원자력만화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 세상’ 해서

24회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대전에 주소지가 있다 보니까 지방지에 많이 나는데 중앙지

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면도 적고 해서 어려운데 작년에는 질 중심으로 언론홍보를

강화하자 해서 흔히 말하는 4대 일간지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에 보도가 88건이 되

었고 중앙보도가 한 450건 정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도 최근에 몇 년에 걸쳐서 요오드-131 누출사건 등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강화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이쪽 연구원 인근지역 주민들과 원자력시설안전을 위한 주변주민협의회

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요구에 따라서 연구원 입구 사거리에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연구원 주변의 환경방사선량 등 원자력 관련 정보를 실시

간 고지를 하는 등 원자력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공헌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인근마을과 자매결연

맺어서 릴레이일일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원우”지를 통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

동 돕기 캠페인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지역 노인 대상으로 해서 장수사진을 찍어서 기

증하기도 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정기적으로 2회 정도 하고 수시로 그런 것을 요

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는데 웹 진 “e아톰”을 확대하고 수시로 어떤 보도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KAERI 블로그를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있으며 그다음 연구원 “원우”지를

통해서 원자력 과학문화 확산 및 그리고 연구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혁신토론

방”이나 “아이디어 제안 방”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관련해서 자꾸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원

자력 안전 확립 임직원 결의대회나 안전 관련 스티커나 포스터를 제작해서 부착해서

원자력 안전문화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매년 1만 명 정도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자들한테 원자력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맞춤형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자력 문화 확산을 위해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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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의 어떤 홍보요원 화를 위해서 중앙언론사 과학전문기자나 외부전문가들을 초

빙해서 전 직원 홍보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현안사항이 매스컴에 보도되거나 이런 것을

재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원자력 각 분야의 전문가단으로 구성된 20명 정도 해서 “원

자력 바로 알리기 전문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안이 생겼

을 때 곧바로 기고나 이렇게 기자들과 접촉시켜서 취재에 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홍보유공상제도를 2006년에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1년 연간 부별로 실적을 내서 개인하고 부별로 해서 포상하는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좌장 김 영평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책임연구원이십니다. 지금 카이스트에 또

강의도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 광식 연구원은 잘 아시겠지만 이공계이시면서도 저보다 더 사회과학 저술을 더

많이 읽어서 제가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 최 광식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 : 감사합니다.

제가 약 한 15년 전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한 2년 이상 홍보자료실장을 그때 저기

계시는 임 용규 KANS 이사장님께서 시켜주셔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정책 쪽 일을 해 왔는데 국민신뢰, 소통 이런 쪽에 제가 글을 몇 개 쓰

고 했더니 우리 임 용규 원장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준비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를 포함해서 일부 홍보 주체들은 주민들을 무식하다고 비난하거나 원자력

시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상금을 더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지식과 정보격차가 크게 줄어든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시민들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전문용어를 이해

하는 수준으로 지식을 쌓아서 이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

다. 그들도 일상생활에서 너무 바쁜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될 이유가 없듯이 그 분들도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이해하

는 수준으로 전문지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자력 쪽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기존 생각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원자력은 안전하다 하는 기본 가정, basic assumption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나 원자력시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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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문

제다 이렇게 생각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이들한테 그것을 잘 알려주고 또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이런 강박에 우리가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회과학이론 쪽에서 소위 주인·대리인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은 주인이고 우리 한수원이라든가 KINS라든가 규제하는 쪽은 대리인 즉 에

이전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주인·대리인의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인·대리인

문제라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또 질문도 하고 우리는 답변을 하는데 이런 소통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

런 우리 대리인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작용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을 또 해 봤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레이밍이론이라는 것이 인지과학에서

있는데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원자력시설이 위험시설이라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잠재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집단에게 원자력

은 진짜 안전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과학적·경제적 지식에 입각한 원자력계의 과학적·

경제적 틀 짓기, 영어로 이야기하면 scientific and economic framing, 이것이 극소수의

반핵단체 환경운동가들의 방사선위험으로부터 인류보호, 지구환경보호라는 이념적 틀

짓기에 압도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잠재적 위험시설이라든가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원자력 전문가들이

애써서 자꾸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안전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이런 소위 대항 틀

짓기가 과연 그것이 효과적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시설은 주민들이 생각하듯이, 주장하듯이, 인식하듯이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니

까 사업자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규제기관은 또한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소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역주민들을 좀 접하면서 들어본 의견들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이었습니

다. KINS나 이런 규제 쪽에서 원자력시설이 위험시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줬으

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자꾸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렇게 안전하다고 기본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안전성을 챙겨주겠는가 그런 의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뢰문제는 아까 또 발표자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목적이 수용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달성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수용가능

하면 risk perception이라는 것이 또 개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지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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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심을 제공해야 되겠고요. 안심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신뢰의 구

축, 신뢰의 하나의 요소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저희들이 지역주

민이라든가 public과 interaction하는 과정에서 소위 협치, 참여 거버넌스 이런 관점에

서도 커뮤니케이션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원자력 관련 소통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원자력시설은 안전하다고 말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이나 obsession에서 좀 벗어나서 위험시설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하고 또 감시하고 규제한다는 이런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

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채널을 구축해서 신뢰를 쭉 이렇게 쌓고 저축을 해 두었다가 일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꺼내 쓰는 그런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경주 방폐장 건에 제가 진상조사단이 조사결과 발표하는 자리인 경주시

청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제가 책상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다른 분

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실제 어떤 trust violation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사과라든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그런 신뢰 재구축의 프로

세스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좌장 김 영평 : 감사합니다.

저도 발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론의 좌장에게 토론까지 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아마 주최 측에서 저더러는 지역사회와 원자력 그렇게 한정적으로 주제를 정해

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나름대로는 원자력과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연구를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길게 하라면 좀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그

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연구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아주 간략하게 말

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 신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한수원에서 공동체경영

전략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저 혼자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끊임없

이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야말로 한 10년 넘어서 한 15년쯤 말하니

까 효과가 나서 이런 전략을 한수원에서 채택을 하고 그것은 또 상당히 효과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5년에 저더러 또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해서 연구보고서를 마

련해 드렸고 또 한 2~3년 수행해 본 결과 그냥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얼마만큼 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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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점검해 가면서 전략을 수행해야 된다 해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또 마련해

달라 해서 올 5월까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도 많이 하고 survey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보고서를 다 합치면 아마 2,000여 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굉

장히 긴 보고서입니다. 그것을 10분도 아니고 5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수용성은 대체로 보면 국민의 3분의 2 정도는 우호적입니다. 나머지 3분의 1

은 조금 주저주저하고 있고, 그 3분의 1의 3분의 1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과학적으로 우리가 엄정하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 우

리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거의 비

슷합니다. 아주 재미난 징후 중의 하나입니다. 3분의 2의 우호적 세력, 나머지 3분의 1

은 조금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세력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원자력을 운영하는 데에서 가장 소란스러운 것은 원자력 주변지역,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주변지역에서 조용하면 원자력발전을 하는 데는 거

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지역에서 시끄럽게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

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외국사례에서도 거의 비

슷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가 국민 일반에 대한 수용성이나 소통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그래도 아까 경제적

인 것은 별로 안 중요할 것이다 그랬는데 저희들 survey로 보면 경제적인 것을 더 강

조합니다. 비경제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

체로 원전 주변지역에 사는 분들, 그것은 전에 여러분들이 인지심리학 이야기를 했는

데 인지심리학에서도 나오는 이론들인데 그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보는

손해, 비용은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고 자기네들이 얻는 이익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디에나 다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것

이니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원자력 주변지역 분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고발생 가능성,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는 사고를 봤

느냐 그러면 본 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또 지역의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지역이 원

전지역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지역이 안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부각된다고 보고 있

습니다. 또 원전이 들어온 뒤에 지역사회의 주민들 간에 특히 보상지역과 비보상지역

의 분열이 아주 심각해 졌다, 이런 이야기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 지역사회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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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한수원에 대해서는 아주 역량도 있고 괜찮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수원에 파견되어 있는 한수원 직원들에 대해서 물으면 별로 주변지역 분들이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겁니다. 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지

역 분들에게 뭐가 그렇게 안 좋더냐? 그렇게 물었더니 우선 한수원 직원들하고 친밀감

을 못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을 못 느껴서 직원들에게 갖

고 있는 거리감이 결국은 원자력에 대한 거리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사회과학적인 발견들을 굉장히 중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태

도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직원들에게 물었더니 직원들도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별로 자기네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는 저적도 꽤 많고 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준비

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으니까 지역사회의 어떤 활동에 참가하느냐고 물었더

니 한 28.8%가 참가한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28.8% 참가하는데

무엇에 참가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스포츠동호회 또 취미동호회 이런 데는 참가해

도 지역을 위한 학교문제라든지 또는 지역의 4H클럽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문제를 공

동으로 해결하는 문제에는 거의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 Shellafield에 가서 그쪽 공공관계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아주

원자력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인터뷰라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거기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그 분은 그 지역사회의 모

든 공공적인 문제에, 사적인 것만이 아니고 공공적인 문제에 하여튼 가능하면 다 낀답

니다. 학교위원회에도 끼고 교회에도 끼고 하여튼 모든 것에 끼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

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데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저도 발표자만큼이나 길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보고는 5분

만 발표해, 5분만 그러고는 저만 몇 십 분을 발표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나

중에 주최 측에서 문서로 보내주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문서로 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

다.

제 오늘 말씀은 대충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 수 )

꼭 마치 제가 말을 잘해서 박수 받는 것처럼 되었어요.

지금은 박수칠 차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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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실 때에는 나중의 기록을 위해서, 이동마이크 가지고 계시지요? 말씀하실 때

에 성함과 또 소속이 있으시면 소속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 이 재환 : 지금 지명을 받은 사람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이 재환입니

다.

저는 원자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공자도 아닙니다마는 9개월 전에 원자력문화재

단 이사장으로 왔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할 때 통상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대전이

고향인데 원자력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국회 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그런 사람으로

서 이와 같은 인연을 맺어서 제가 9개월 전에 취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원로들께서, 가신 분

도 계십니다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 반세기를 통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6위라고 하는 그런 원자력 강국이 된 점에 대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 홍보하는 기관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일반국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

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주 조 성

겸 선생께서 훌륭한 발제, 주제발표를 해주시고 해서 마치 저희 원자력문화재단의

function, 기능 이것이 원자력 홍보인데 우리 원자력문화재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이었습

니다.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조 성겸 박사가 주제발표하신 내용 중에 한국인의 커뮤니케이

션 특성, 목적 지향성, 구체적 효과 지향성, 집단 지향성, 상황 지향성 이 네 가지를 지

적하셨는데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면 원자력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업에 대한 홍보도 100%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한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청공문을 받았을 때는 제목이 ｢원자력, 국민과 소통하고 있나｣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활동 한 것을 힐책을 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많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

동을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도에서 홍보는 하지 못했을망정 우리는 이러이러

한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빨리 빨리 부랴부랴 만들어서 오늘

제가 봉투에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나누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원자력홍보를 할 수 있

겠는가 하는 것으로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기회에, 이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원자력문화재단이 하는 활

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같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있나, 소통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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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드렸습니다. 조 성겸 박사님께서 의구심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보시고 계시는 김 영평 박사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미국의 TMI 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이해 이런 과정

을 전부해서 박사학위를 영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인 essence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에서 상당히 아주 의미 깊게 듣

고 이다음에 좋은 자료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 성겸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

용대로 하자고 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접목시켜서 활동하는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일반국민들이

나 또는 차세대들이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이냐,

그래서 행복한 에너지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박 2일 정도 해서 놀이마당을 만들어 줍니

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부모들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무엇을 만들어서 띄워 보내기

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 원자력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투에 넣어드린 자료를 보면 국민과 소통을 위한 우리 사업을 한 내용을

쭉 적었습니다. 19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일일이 말씀을 다 안 드리고

제일 역시 아까 한수원의 강 신헌 홍보실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조 박사 설명하신 그런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마는 보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래서 원자력발전소의 견학, 시찰, 교육, 그리고 1박 2일로 하

면서 그 이튿날 아침에는 원자력공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한 40~50분 동안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수원에서 가는 4군데의 원자력발전소

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아주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에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때

문에 이해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소통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19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한 2개는 빼고 17개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차세대에 대한 교육을 가장 중요시해서 이번에

차세대들에게 원자력이해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나눔”이라

고 하는 사업인데 한 가지만 재미있는 말씀을 예로 들겠습니다. 2월 23일 최초로 경남

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우리 원자력문화재단이 300명을 천안에 있는 상록리조트라고 하

는 데서 2박 3일 동안 원자력과학캠프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격려사를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경상도 사람

들이니까 “학생 여러분, 혹시 2박 3일 동안 집을 떠나와서 이런 캠프를 한다고 하니까

떠날 때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거 있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야, 니 원자력 뭐 모임 간다고 하는데 원자력 뭐 이

런 거 절대로 만지지마라. 그거 만지면 뭐 오염되어서 죽는다, 그런 얘기를 어머니나

할머니가 얘기한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는 사람이 10여명이 손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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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실입니다. “예” 하고 손들어요. 그러니까 떠날 적에 원자력 뭐한다고 그러는데

가서 원자력 관계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 만지면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죽는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2박 3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감문도 받았

습니다. 소감문을 받아보니까 그 학생, 바로 그 학생 소감문을 빼서 봤는데 원자력은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조 박

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캠프를 하면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

다. 이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그렇게 차세대원자력이해교육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 공헌하신, 벌써 반세기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발전을 시켜주신 원로 여러

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하는 참고수치를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연간 원자력인식조사 결과, ’95년부터 2008년

까지 한 게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 초에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통계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이다 이래서 2000년도 우선 하

나 보면 84.4%로, 이것이 성인입니다. 차세대는 이것보다 훨씬 낮습니다마는 84.4%로

나와 있지 2008년도에는 8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만큼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안심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원전 안전성이 어떠냐?···

◯ 좌장 김 영평 : 이사장님, 이사장님···

◯ 이 재환 : 곧 끝내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33.6%인데 58.3%가 되었습니다. 다만 방폐물 안전성은 23.4%인데 현

재 2008년도에는 64.6%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거주지수용도는 아직도 수용

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어쨌든 이와 같이 원자력에 대한 홍보가 여러분

들이 지금 걱정하시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의 수준에 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원자력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좌장 김 영평 :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이사장님께서는 warning을 드릴 기회가 없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요점으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손드신 선생님 말씀하시지요.

◯ 한 영성 :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영성입니다.

오늘 여기 발표해 주신 우리 조 성겸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계, 학계, 연구계

가 다 참여해서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특히 이 재환 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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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변을 토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듣기로는 원자력 관계 홍보 내지는 대국민이해사업

의 진단, 뭐랄까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실제 처방 내지는 앞으로 액션플랜

에 대해서 제가 기대했던 답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잘 아시지만 세계 원자력 6위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

게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광장, 원자력 문화의 광장이 하나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방법론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기관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특

히 정부의 의지와 정부의 결단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

미에서 문화광장의 필요성, 그래서 찾아오는, 찾아나서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광장, 국

민과 바로 접할 수 있는 광장, 그런 것을 통해서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는 그

런 광장을 마련하는 데 정부로부터 결단성 있는 그런 동의 내지는 승인을 얻어내는 방

법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좌장 김 영평 :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 이 광영 : 저는 한국일보에서 과학기자를 30년 이상한 사람입니다. 과학부장을 했고 그

후에 대학에도 있다가 정리했습니다마는 저는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사

실은 media advocacy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그런 쪽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이럴 때에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뉴스를 생산하는 쪽,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미디어와 접촉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가 그것은 조금 미디어를 생산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언론하고 접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과학자들이

기자들하고 만날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이런 기법도

좀 알려주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왕립학회에서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

비하고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기사가 잘못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까

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좀 빠뜨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생각

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좀 보강해서 말씀드립니다.

◯ 좌장 김 영평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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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가 사회 볼 때 항상 3초 룰을 즐겨 씁니다. 3초 넘어서 없으면 그 세션은 끝난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3초가 지나서 이제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분들 더 기회를 드리

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토론하셔야 될 분들은 대충 말씀들을 다 나누셨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 성겸 교수님께서 꼭 응답을 하셔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애프터노트로 한 말

씀 더 하시지요.

◯ 조 성겸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고요. 보니까 저희 원자력기술이 외국에도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사회에 수용시킬까 하는 그 홍보 방법,

지금 말씀하신 언론과의 관계, 이런 방법까지 묶어서 같이 패키지로 만든다면 좀 더

원자력기술 자체의 발전이 더욱 사회에 접목되는 것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

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주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나름대로 해결해 가고 있

고 아까 김 교수님도 “공동체 관리방안”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기록을 잘 남기고 거기서 축적된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면 원자력기술과 그것을 사회에

접목시키는 어떤 방안까지 묶어서 같이 이렇게 되면 훨씬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

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좌장 김 영평 : 문화의 광장 설치에 대해서 정부에서 뭔가를 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문화광장 같은 것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자력처럼 부자동네에서

꼭 정부에다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건가요?

( 웃음 )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커뮤니티 안에서 원자력

산업회의를 주축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국외자라서···

끝나는 마당이니까 제가 농담부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여러 분들하고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인사를 꽤 많이 했는데 보니까

여기 오신 분의 거의 반 정도하고 제가 인사를 나누면서 저 혼자 속으로 나도 반은 원

자력 꾼이 되었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원자력 꾼이라고 생각하셔

서 자기편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제3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일수록 좀 원자력산업계?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원자력

산업계에서 힘을 합쳐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드시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것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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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돈 내고 한 것보다도 효과가 훨씬 큽니다. 국민들은 또 정부 돈 쓰는구나 하는

것은 별로 예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광장, 문화 그러면 이공계 쪽도 문화가 없지는 않지만 이공계전문가

들이 해야 될 것 같지 않고 인문사회과학, 요즘 인문학 굉장히 중시하던데 인문사회과

학을 하신 분들을 좀 가능한 한 많이 참여시켜서 이런 결정에 관여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것인데 원자력발전소나 이런 기술적인 것은 원자

력전문가들이 잘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원자력은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

고 종합과학입니다. 종합과학 중에서도 기술적 종합만 가지고가 아니고 인문사회과학

까지가 모두 필요한 종합과학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기술하시는 분들을 빼고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가능하시면 인문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반쯤

은 참여해서 조금은 더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런 문화광장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풍부하고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보고 돈 내라 그러는데 국장님도 가버리신 마당에 하나마나한 말씀 같아서

오히려 저는 산업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 ｢예｣하는 이 있음 )

오늘 저희가 시간이 거의 1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2시에 원래 끝내기로 되어 있

던 것이 지금 3시가 다 되어 가서 1시간 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앉아계셔 주신 여러 원로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 이야기가 그냥 이 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고 뭔가 건설적

인 것들로 모아져서 또 정부에 있는 분들도 알게 하고 또 각 한수원(주), 한국원자력연

구원 또 안전기술원 등등 여러 관련 분들도 다 서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이

의견들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조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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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이자력이 기후변화기후변화 대응과대응과 에너지안보에에너지안보에 기여기여

㈜ IPCC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에너지원별 발전단가(’07) : 원자력(39.4원/kWh), LNG = 2.6배, 풍력 = 2.7배, 태양광 = 17배

- Brundtland 보고서 -

기후 변화 에너지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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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배경변화의 배경

산업발달, 인구 증가로 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05 →’30) : 55% (World Energy Outlook 2007)
- 개도국의 소비 증가가 전체 증가분의 74% (인도 + 중국 : 45%)

에너지 수요의 급증

주요 화석연료의 가채연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6)

- 석유 (40년), 천연가스 (65년), 석탄 (155년), 우라늄 (100년)

화석연료의 고갈

국제 유가의 불안정

5

기후변화협약 발효

지구온난화 지연을 위한 범지구적 차원의 대책 마련의 본격적인 추진

- 교토의정서(’05.2월 발효), 발리로드맵 채택(’07,12월)

석유수요 증가, 지정학적 불안 요인, 유가상승기대에 따른 투기자본 유입으로 2008년 상반기
에 100(달러/배럴)를 넘는 고공행진 기록

세계적 원자력 이용 확대 전망세계적 원자력 이용 확대 전망

(단위:기)

국제 시장 규모 약 700조 [2030년까지 300여기 예상, 1기당 약 2.5조원]

에너지 제 결 원자력으 가

26
48

60

319

185

“에너지 문제는 결국 원자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6

중국
아시아

미국
남미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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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Europe

Eastern Europe 
& Russia

과거 약 20년간 신규원전 중단
미국,캐나다 정부 지원에 따른
신규원전 추진 활발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신규원전 추진

세계 전력수요 및 신규원전 전망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신규원전 건설
확대 추진

2006 2030

Power Generation 
Capacity (GW)

370GW 691GW

116 GW 187GW

North and South 
America

Western Europe

Asia

47 GW 111GW

82GW

123GW 149GW

Africa

2GW 12GW

232GW

7

Source: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30
2007 Edition (High estimate)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신규원전 추진
UAE 등 중동, 태국 등 동남아에서
활발한 원전도입 움직임

남아공, 모로코, 
이집트 등을 중심으로
원전도입 적극 추진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현황

20기 가동중
경수로 16기 (6 OPR1000)

(2007)
발전 시설용량
전체 : 68.2 GWe
원자력 : 17.7 GWe (26%)

중수로 4기

6기 건설중
경수로 6기 (4 OPR1000,  
2 APR1400)

2022년까지 6기 추가 예정
6 APR1400

서울서울
울진

월성

발전량
전체 : 403 TWh
원자력 : 142 TWh (35%)

8

6 APR1400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8.12)

고리

월성
영광

가동중

계획

OPR1000

건설중

APR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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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이용 확대 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국가에너지 위원회(2008) 
원전설비비중(전력) : 26.0%(’07) → 29.0%(’20) → 40.6%(’30)

원전발전비중(전력) : 35.5%(’07) → 43.4%(’20) → 59.0%(’30)원전발전비중(전력) 35.5%( 07) 43.4%( 20) 59.0%( 30)

설비 비중 (%)

발전비중 (%)

원별 가스 석탄 원자력

2007년 26.3 30.0 26.0

2030년 17.9 30.9 40.6

9

발전비중 (%)

원별 가스 석탄 원자력

2007년 19.5 38.4 35.5

2030년 1.0 28.8 59.0

원자력이용 당면과제의 해결

• 가격 불안정 : 9 $/Ib(01년1월) → 125 $/Ib(07년5월) → 64 $/Ib(08년9월)

• 세계적으로 연간 약 6.7 만톤 필요 (원전 440기 가동 기준)

• 연간 4.2 만톤 생산 (2005년 기준)

우라늄 수급 동향 (참조 : NEA/IAEA Red Book 2005)

20만톤

70만톤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연간 4.2 만톤 생산 (2005년 기준)

• 부족분(연간 2.5만톤)은 재고 우라늄, 회수 Pu 으로 충당

<자원확보외교 강화>

- 2030년 고속증식로 도입

9300톤
5만톤

우리나라
20502007

세계
20502005

11,500 톤/년700 톤/년

10

<GNEP Initiative>
- 사용후핵연료에서 회수한 초우라늄

(TRU)을 고속로에 사용

- 자원활용도를 100배 증대 (2023년까지

실증)

<고속로 핵연료재순환>

- 사용후핵연료재처리 → Pu 재활용

- 고속로개발 천명 → 2050년 상용화

- 해외 우라늄광 확보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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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원자력시스템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개발 동향동향

11

미래형 원자로 개발

세계는 환경친화성, 자원 재활용성, 높은 경제성/안정성, 
핵확산저항성을 가진 제4세대 원자로를 개발 중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3세대 +

제4세대

50-60년대
초창기 원자로

60년대 이후
상용화 원자로

80년대 이후
표준/개량형 원자로

향후 15년 이내
도입 가능한 경제성
/안전성을 더욱 향
상시킨 원자로

• EPR

미래 혁신
원자로

• GFR
• LFR     
• MSR

12

• 국내 : 고리,월성 원전

• 국내 : OPR1000 
(KSNP)

• EPR
• AP1000
• 국내 : APR1400

SMART

MSR
• SCWR
• SFR
• VH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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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일본 등은 GEN-Ⅳ 공동 개발과 병행,

독자적 미래원자력시스템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 ‧ 추진

미국‧프랑스‧일본 등은 GEN-Ⅳ 공동 개발과 병행,

독자적 미래원자력시스템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 ‧ 추진

미래형 원자로 개발 현황

미 국 :   2018년까지 원자력 수소생산을 위한 초고온가스로(VHTR) 건설 완료

2020년까지 고속연소로(ABR) 건설완료

프랑스 :   2020년 소듐냉각고속로(SFR) 원형로 운전개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초고온가스로 개발

13

일 본 :   2015년까지 열화학 수소생산 플랜트 건설완료

2025년까지 고속로 운전개시

중 국 :   2013년까지 2기의 고온가스로(HTR) 건설

2020년까지 실증용 고속로(SFR) 운전 개시

국제 공동 연구의 활성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 국제 공동개발

원자력 선진 13국이 국제 공동개발 추진

6개 Gen IV 시스템을 선정하여 공동연구 추진 중6개 Gen IV 시스템을 선정하여 공동연구 추진 중

IAEA INPRO
IAEA 회원국 중심으로 미래형원자로와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추진

혁신원자력시스템 평가를 위한 지침/평가방법론 개발 수행

우리나라는 핵확산저항성 평가 협동연구를 주관 수행

우리나라는 소듐냉각고속로, 초고온가스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14

미국을 중심으로 핵비확산 보장 하에서 세계적인 원자력이용확대

를 목적으로 출범 (우리나라는 ’07년 12월에 참여)

국제원자력에너지 파트너쉽 (GNEP)

핵연료공급, 인프라개발 개발 분야를 국제협력을 통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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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개요
미국을 중심으로 핵비확산 보장 하에서 세계적인 원자력이용확대를 목적
으로 출범

현재 25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3개 국제기구(IAEA GIF E )가 참관• 현재 25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3개 국제기구(IAEA, GIF, Euratom)가 참관

※한국 2007년 12월 참여

미국은 GNEP 국제협력체제와 미국 내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추진 예정

주요 활동
GNEP Key Element
• 원자력 이용확대

• 핵확산저항성 재순환연료 주기의 실증

• 방사성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15

• 개량형소멸로(ABR/ARR)의 개발

• 신뢰성 있는 핵연료 공급체제 구축

• 소형원자로 개발

• 선진 안전조치 개발

안정적 핵연료공급, 인프라개발 등을 국제협력을 통하여 추진

미래원자력시스템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개발 장기장기 추진계획추진계획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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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대규모 원전 추가 건설 추진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대규모 원전 추가 건설 추진

고유가 및 기후변화에 대비 원자력의 이용확대

장기 추진 계획의 수립 배경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대규모 원전 추가 건설 추진

원자력 주요 선진국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 개발에 박차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대규모 원전 추가 건설 추진

원자력 주요 선진국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 개발에 박차

국제사회로부터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필요

국제사회로부터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필요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는 장기적·전략적 접근 필요

17

미 · 일 · 프 등 원자력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시 적극 활용

미 · 일 · 프 등 원자력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시 적극 활용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계획 수립

1. 친환경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

장기 추진 계획 주요내용 (1)

사용후핵연료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비확산성이 확보된 파이로
(Pyro) 건식처리와 이와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 Sodium-(Pyro) 건식처리와 이와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 Sodium
cooled Fast Reactor) 개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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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용이친환경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 기대 효과

순환핵연료주기시스템 구현시 방사성 독성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고준위폐기물 처분장규모도 100분의 1로 대폭 축소 가능

※ 현재 원전소내에 사용후핵연료만으로도 원전 20기를 120여년 동안 연료로 사용

(중간저장)

(파이로처리)(사용후핵연료) (고속로연료) 땅속 500m
에

다량의 폐기물

소량의 폐기물

직접처분

재활용

1/20

가능

19

영구 처분

축구장(×2) 

탁구대

직접처분과 재활용의
차이점

처분장

면적

처분장

관리

기간
100배 차이

직접처분

재활용

30만년직접처분

재활용 300년

수소경제시대의 진입으로 수송·난방 등에 필요한 국가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

석유대체 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으로 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 가능

2. 원자력 이용 수소생산시스템(VHTR)

장기 추진 계획 주요 내용 (2)

석유대체 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으로 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 가능

중간루프중간루프중간루프중간루프

20

초고온가스로초고온가스로

수소생산계통수소생산계통

초고온가스로초고온가스로

수소생산계통수소생산계통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고온의

열(900℃이상)을 이용
열화학공정으로 물을 직접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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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용이원자력수소 생산 시스템 기대 효과

수소의 경제적 대량생산으로 수소경제시대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국가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생산방식 가운데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생산방식 가운데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 [생산단가 : $1.63/kg]

※ 생산방법별 수소생산단가 : 물 전기분해($4.14/kg), 태양력수소($6.18/kg),   

천연가스 분해($1.12/kg, 이산화탄소 발생)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석유대체 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으로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에 대응 가능

원자력수소가 ’40년 총에너지 수요의 5% 담당시 기대효과

21

원자력수소가 ’40년 총에너지 수요의 5% 담당시 기대효과

• 연간 약 8조 5천억원의 석유수입 대체효과

• 연간 약 2천억원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효과

※’40년대 총 에너지 수요의 20%를 수소로 대체(‘05년, 수소경제 국가비전 및

실행계획)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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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획의 추진전략

효율적인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고, 국내․

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반영하여 추진

실험로와 실증로 운전경험은 미 일 프 등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획득하실험로와 실증로 운전경험은 미․일․프 등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획득하

고 핵심 원천기술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자체 개발

동 장기계획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

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연구개발은 핵

비확산성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예산투입이 비교적 적은 기초․원천 핵심기술 확보단계에서는 원자력

23

연구개발기금 및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추진

과감한 재원 투입이 필요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건설․운영 등 실증단계

진입시에는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

맺 음 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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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획의 의의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핵비확산성이 확보되어

야 하므로 기술개발의 국제적인 투명성과 타당성 제시

국제사회로부터의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내 원자력 전문

가의 국제 공동연구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계획

장기적인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시스템별 추진일정 등 기본방향을 제시

미․일․프 등 원자력 선도국과의 국제공동연구와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및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수립시 적극 활용

25

정 용

※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과 별도로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04.12) 의결에 의거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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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원자력시장: 
어떻게 선점 할 것인가?

2009.  1

김 시 환김 시 환

Ⅰ

Ⅱ

Ⅳ

Ⅲ

28

Ⅳ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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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 원자력발전 수요시장 현황 과 전망

세계 원자력발전 현황세계 원자력발전 현황

세계 원전건설 시장 규모 추이

신규원전 도입 국가

29

세계 신규원전 시장 전망

세계세계 원자력발전원자력발전 현황현황

2007. 7월말 현재, 자료 IAEA

순
위

국가 원전
기수

시설용량

(백만
kWe)

발전량
(’06)

(10억
kWh)

원전비

(%)
세계 총 원자력발전소

- 438기 (30개국)
1 미국 104 98 7,805 19.3

2 프랑스 59 63 4,309 78.5

3 일본 55 48 2,807 29.3

4 독일 17 20 1,546 31.0

5 러시아 31 22 1,373 15.8

6 한국 20 17 1,393 39.0

438기 (30개국)

- 세계전력의 16% 공급

세계 원전 수요 증가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 지구온난화 문제

30

7 캐나다 18 13 863 14.6

8 우크라이나 15 13 833 48.5

9 영국 19 12 752 19.9

10 스웨덴 10 9 547 19.6

방대한 세계 원전시장이
예측됨



2010-06-21

16

(MWe/year)

세계세계 원전건설원전건설 시장시장 규모규모 추이추이

10 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1차차 원전건설원전건설 (1967~1982)(1967~1982)

-- 연평균연평균 약약 2020여기여기 건설건설))

TMI TMI 사고사고
(1979.03.28)(1979.03.28)

Chernobyl Chernobyl 사고사고
(1986.04.26)(1986.04.26)

( y )

22차차 원전건설원전건설 붐붐

--20302030년까지년까지 연평균연평균 66기기
건설건설 예정예정 ((약약 150150기기))

31

0

5,000

10,000

1955 1959 1963 1967 1971 1975 1979 1983 1987 1991 1995 1999 2003 2007 2011

(연도별 신규원전 규모)

신규원전신규원전 도입도입 추진추진 국가국가

32

원전 보유국 (30개국) 신규원전 도입국 (6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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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nd South 
America

Western 
Europe

Eastern Europe & Russia

• 원자력발전은 2030년 까지 321 GW의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최대 예상 시장 규모 약 700조 [ 2030년까지 300여기 예상, 1기당 약 2.5조원 ]

세계세계 신규원전신규원전 수요시장수요시장 전망전망

116 GW 187GW

Americap

Asia

47 GW 111GW

82GW 232GW

123 GW 149GW

Af i

Power Generation 
Capacity (GW)

370GW 691GW

33
Source: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30,  2007 Edition (High estimate)

Africa

2GW 12GW

2006 2030

Ⅱ. IAEA의 신규원전 도입국 지원 Program

IAEA의 신규원전 도입국 지원 사업

원전산업기반 평가 Mission

Bangladesh 원전산업 기반 평가 결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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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신규원전 도입도입 국가국가 지원사업지원사업 (IAEA )(IAEA )

원전산업 기반 평가 (Infrastructure status review)
- 50 회원국 요청 중
- 국제사회로부터 원전도입에 대한 신뢰 획득
- IAEA  기술협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IAEA  기술협력(TC)사업

원자력 법 제정
원자력 규제기관 설립
인력개발

35

인력개발
원전부지 조사/평가
원전도입 타당성 연구
원자로기술 평가
입찰안내서 준비

원전산업원전산업 기반기반 평가평가 MissionMission

신규원전 추진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IAEA Mission 수행

회원국이 자체평가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회원국이 자체평가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

평가 내용 /방법
19 주요 평가 항목
각 항목에 대한 Conditions 만족여부 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각종 증빙서류 검토, 
Interviews, 현장방문

IAEA Mission

36

IAEA Mission
1차 평가 (Initial Mission-원전도입결정 전 ) 

** 4인 x 1주일
2차 평가 (Follow up - 원전도입결정 후) 
** 4인 x 1주일
3차 평가( 입찰안내서 발송 전) : 8인 x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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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산업기반 평가 항목>
19 major issues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2007 September)(2007 September)

National Position                  Legal Framework 
Regulatory Framework Radiation Protection 
Financ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Safeguards Security and Physical Protection

j
Conditions for each issue (약100개)

37

Safeguards                  Security and Physical Protection 
Emergency Planning    Nuclear Fuel Cycle 
Nuclear Waste Environmental Protection 
Nuclear Safety Sites & Supporting Facilities
Stakeholder Involvement       Electrical Grid
Management Industrial Involvement 
Procurement

(Nuclear Energy Series NG-G-3.1)

원전산업원전산업 기반기반 평가평가 사업사업 현황현황(IAEA)(IAEA)

현재 원전산업기반 평가를 위한 Guideline작성 중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Conducting Integrated Nuclear 
Infrastructure Review (INIR) MissionInfrastructure Review (INIR) Mission

IAEA Workshop (2008. 12월 10-12일) : 40개국 120명 참석

** Lessons Learned from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uclear Power Program (황일순교수 발표)

자문회의 (2008. 12월 15-16일) : IAEA Guideline 검토

38

Infrastructure 관련 IAEA Reports
Considerations to Launch a Nuclear Power Program(2007)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frastructure for Nuclear 
Power(2007)
Evaluation of the National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Statu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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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Bangladesh 원전산업원전산업 기반기반 평가평가 결과결과

일시/장소 : 2008년 11월 17-20일/Dhaka

IAEA Mission  수행: 3명( IAEA  2명, 외부전문가 1명)

BGD 원전도입 계획:
2017년까지 원전 (600-1000MW) 건설 (부지 기 선정)
양국간 협력에 의한 수의 계약 선호
기술전수와 국산화 계획 없음

Mission 결과 :
원전 기반구축을 위한 R d M 을 수립하고

39

원전 기반구축을 위한 Road Map을 수립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초치가 필요함
• 원자력 법 제정,  추가 국제협약 체결(3개)
• 국가에너지 계획 수립
• 인력개발,  자금조달 방안 수립
• 입찰안내서 작성,  부지안전 보고서

III. 세계 원전공급 시장 현황

원전공급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원전시장 공급사의 동향

세계 원전사업의 구조개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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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원전 공급공급 경쟁사경쟁사 의의 시장시장 점유율점유율

28%

24%20%

10%

5%
13%

WEC

Areva

GE

MINATOM

AECL

Others

41• 세계 원전시장은 WEC, Areva, GE가 주도

원전시장원전시장 공급사의공급사의 동향동향

세계 원전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국의 주도권 경쟁이 심함
IAEA 의 “Peaceful, Safe and Secure Use of Nuclear Technology” 를 이용

“Safeguards Safety Security” 를 배타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음

세계 원전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국의 주도권 경쟁이 심함
IAEA 의 “Peaceful, Safe and Secure Use of Nuclear Technology” 를 이용

“Safeguards Safety Security” 를 배타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음Safeguards, Safety, Security  를 배타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음.

원전 공급 업체의 재편: 인수합병을 통한 원전업체의 대형화
Toshiba: Westinghouse 원자력부문 인수 : AP-1000

AREVA: Framatome-ANP, COGEMA 등 통합 : EPR

GE-Toshiba-Hitachi Consortium : ABWR, ESBWR

미국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인 제휴
Toshiba/WEC는 미국 시장의 선도 주자

Safeguards, Safety, Security  를 배타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음.

원전 공급 업체의 재편: 인수합병을 통한 원전업체의 대형화
Toshiba: Westinghouse 원자력부문 인수 : AP-1000

AREVA: Framatome-ANP, COGEMA 등 통합 : EPR

GE-Toshiba-Hitachi Consortium : ABWR, ESBWR

미국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인 제휴
Toshiba/WEC는 미국 시장의 선도 주자

42

Toshiba/WEC는 미국 시장의 선도 주자

MHI는 자사의 US-APWR 1700으로 미국시장 진입추진

AREVA는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BWXT와 협력관계 구축

GE/Hitachi는 공동으로 미국에 원자력전문회사 설립

원전산업의 역무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Toshiba/WEC는 미국 시장의 선도 주자

MHI는 자사의 US-APWR 1700으로 미국시장 진입추진

AREVA는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BWXT와 협력관계 구축

GE/Hitachi는 공동으로 미국에 원자력전문회사 설립

원전산업의 역무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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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원전 산업의 현황 과 경쟁력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 현황국내 원자력발전 산업 현황

원자력 비중 증대

우리 원전산업의 강점과 약점

국내 원전건설 산업의 국제 경쟁력

43

국내 설 업의 국제 경쟁력

44

• 국내 원자력산업체 인력현황
- 총 인력: 21,120명

원전건설,운영 11,862명, 
원자력안전 2,970명, 
지원 인력2,709명
연구분야 2,685명

• 원자력 발전산업 총 매출액
- GDP의 1.5%

•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
- 전력수요: 연평균 9.1% 증가
- 연평균 경제성장률: 5.8%

•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전기요금:  7.3% 상승 (’82~현재)
- 국내 물가:  219% 상승 (’8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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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구성비 가스 유연탄 원자력

설비 비중 17.9 30.9 40.6

발전 비중 1.0 28.8 59.0

• 2030년 발전 원 별 비중

** 신 재생발전 비중:  11 %

우리우리 원전원전 산업의산업의 강점강점 과과 약점약점

강점 약점

• 전력회사 주도로 30년간 꾸준한
신규원전 건설과 운영

-외국의 경우:  건설과 운영 분리

** 건설은 산업체, 운영은 전력회사

• 우수한 원전 운전경험 보유

• 수출산업의 창구 부재

- 공기업 특성 상 수출추진 한계

- 기관간 기능 분산 /업무연계 부족

- 해외 사업 네트워크 미비

• 낮은 브랜드 인지도

46

46

• 많은 원전경험 인적자원 보유

• 경쟁력 있는 원자력 기술 보유

• 핵연료주기 부문의 제약

• 일부 원천기술 미 보유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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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정지율

$1 894/kW

(연간 건수/기)

건설 비용건설 경험

국내국내 원전건설원전건설 산업의산업의 국제국제 경쟁력경쟁력

$1,508/kW

$1,828/kW
$1,894/kW

1.8

평균 0.9

0.8

0.5

47

한국 프랑스 미국 프랑스미국한국한국 프랑스일본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능력
최근 10년간 경수로
건설경험 3국

반복 건설로 낮은 건설 단가

V. 원자력수출 활성화 방안

원자력 수출 실적원자력 수출 실적

원전 수출의 파급효과

해외 원전 시장 진출 촉진 방안

48

해외 원전 시장 진출 촉진 방안

원자력 수출 증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원전산업 체제의 개편
은퇴 원자력 전문인력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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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수출원자력수출 실적실적

49

49

원전수출의원전수출의 파급효과파급효과

국내 직접 수출 효과

- 27억불 (OPR1000 2기 기준)27억불 (OPR1000 2기 기준)

관련 산업 파급효과

- 5.4조원 (생산유발 효과 2.9조, 부가가치 2.5조)

후속 수출 효과 : 2.2~4조원

- 핵연료 수출 : 1.8~3.4 조원

50

50

- 예비품 수출 : 4,200~6,400 억원

고용창출 효과 : 연인원 55,000명 신규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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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해외 원전원전 시장시장 진출진출 촉진촉진 방안방안

기자재, 부품 수출, 기술수출, 인력 송출 추진 중

원전수출 추진 현황

원자력발전소 플랜트 수출 답보 상태

원천기술 확보 노력

해외 원전시장 진출 촉진 방안

51

원자력 수출 상품의 다원화

원전 plant 수출 Business Model 개발

주요 정책 과제

원전건설/기술자립/국산화에 경험 많은 은퇴 전문인력 활용

원자력원자력 수출수출 상품의상품의 다원화다원화

원전 plant 수출: 전력공급 물 과 전기 공급 도시개발원전 plant 수출: 전력공급 물 과 전기 공급 도시개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의 수출상품 개발

원전 plant 수출: 전력공급, 물 과 전기 공급, 도시개발

Service Package 수출 : 시운전, 운영, 건설관리 지원

Component 수출: 주기기, 핵연료, 보조기기, 장비

원전 plant 수출: 전력공급, 물 과 전기 공급, 도시개발

Service Package 수출 : 시운전, 운영, 건설관리 지원

Component 수출: 주기기, 핵연료, 보조기기, 장비

52

Plant Package 수출 :  A/E, NSSS, TG

원자력기술 수출 : 기술용역, 기술지원, 기술자문

Plant Package 수출 :  A/E, NSSS, TG

원자력기술 수출 : 기술용역, 기술지원, 기술자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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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원전 Plant Plant 수출수출 Business Model Business Model 개발개발

원전 plant 건설 계약형태

- 공개입찰, 수의 계약

- Turn key, Non Turn Key

원전 plant 건설 계약형태

- 공개입찰, 수의 계약

- Turn key, Non Turn Keyy, y

- 원전 건설과 운영 package 제공

- 전력공급, 전력과 물 공급, 도시개발

원전 Plant Model

- OPR-1000, APR-1400

- 중소형 원자로, 연구로

y, y

- 원전 건설과 운영 package 제공

- 전력공급, 전력과 물 공급, 도시개발

원전 Plant Model

- OPR-1000, APR-1400

- 중소형 원자로, 연구로

53

기기 국산화/기술 전수
- 원전도입 국의 기기 국산화 계획 여부

- 원전도입 국의 기술자립 계획여부

Financing 

- Bank Loan, Project Financing

기기 국산화/기술 전수
- 원전도입 국의 기기 국산화 계획 여부

- 원전도입 국의 기술자립 계획여부

Financing 

- Bank Loan, Project Financing

53

원자력원자력 수출수출 증대를증대를 위한위한 주요주요 정책과제정책과제

Globalization Issues

- 정부 주도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원자력산업

**  정부 : 원자력산업정책 수립, 정책적 지원

Globalization Issues

- 정부 주도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원자력산업

**  정부 : 원자력산업정책 수립, 정책적 지원

** 산업계 : 경쟁력 강화

원자력 산업 체제 개편
-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 원전기술 산업체제 개편

원자력기술 고도화/ 인력 확충
- 원전 수출을 위하여 핵심기술 자립

- 신 성장 동력화, 수출산업화 기반 마련

** 산업계 : 경쟁력 강화

원자력 산업 체제 개편
-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 원전기술 산업체제 개편

원자력기술 고도화/ 인력 확충
- 원전 수출을 위하여 핵심기술 자립

- 신 성장 동력화, 수출산업화 기반 마련

54

- 원전 건설/기술자립/국산화 경험이 많은 은퇴 전문 인력 활용

종합적, 다각적인 협력체제 구축

- 원전 메이저 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및 적극적 수출지원 활동 강화

- IAEA,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로 국제사회 신뢰 증진

- 원전 건설/기술자립/국산화 경험이 많은 은퇴 전문 인력 활용

종합적, 다각적인 협력체제 구축

- 원전 메이저 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및 적극적 수출지원 활동 강화

- IAEA,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로 국제사회 신뢰 증진

54



2010-06-21

28

원전원전수출수출 추진을추진을 위한위한 산업산업체제의체제의 개편개편 방향방향

현재 원전산업 체제 유지
- 국내 원전산업 기능간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

현재 원전산업 체제 유지
- 국내 원전산업 기능간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

해외 수출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
- 효율적인 해외 마키팅, 종합전략 수립, 투자 조정

- 사업관리, 설계/엔지니어링 중심 (ACEL 모델)

국내 원전산업 기관의 통합
- 국내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해외 수출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
- 효율적인 해외 마키팅, 종합전략 수립, 투자 조정

- 사업관리, 설계/엔지니어링 중심 (ACEL 모델)

국내 원전산업 기관의 통합
- 국내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55

- 국내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 방대한 세계 원전시장에 국제경쟁력 향상

- 분산된 국내 원전 관련 기능의 통합 (Areva 모델)

** EPC (설계-구매-설치)의 통합

** 원자력학회workshop (1998년 11월)

- 국내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 방대한 세계 원전시장에 국제경쟁력 향상

- 분산된 국내 원전 관련 기능의 통합 (Areva 모델)

** EPC (설계-구매-설치)의 통합

** 원자력학회workshop (199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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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은퇴 원자력전문원자력전문 인력인력 활용활용 방안방안

IAEA의 원전산업 기반 평가 Mission 참여 (IAEA 재원)IAEA의 원전산업 기반 평가 Mission 참여 (IAEA 재원)

은퇴 원자력 전문 인력 Pool 구축/활용

IAEA의 원전산업 기반 평가 Mission 참여 (IAEA 재원)

- IAEA에 50여 개국에서 원전 기반 평가 요청 중

원전 도입 국의 원전산업 기반 구축 (정부 재원)
- KOICA 등 개도국 지원자금 활용

원전건설 사업계획 수립 및 원전 건설 자문 (개도국 재원)

IAEA의 원전산업 기반 평가 Mission 참여 (IAEA 재원)

- IAEA에 50여 개국에서 원전 기반 평가 요청 중

원전 도입 국의 원전산업 기반 구축 (정부 재원)
- KOICA 등 개도국 지원자금 활용

원전건설 사업계획 수립 및 원전 건설 자문 (개도국 재원)

56

인력개발 지원 (개도국/IAEA 재원)
– 개도국의 원자력인력 개발 프로그램 수립

– 전문분야 강의

대학에 원자력공학과 설립 지원(개도국/정부 재원)

인력개발 지원 (개도국/IAEA 재원)
– 개도국의 원자력인력 개발 프로그램 수립

– 전문분야 강의

대학에 원자력공학과 설립 지원(개도국/정부 재원)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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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 약약
세계 원자력발전 시장의 현황과 전망
국내 원전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세계 원자력발전 시장의 현황과 전망
국내 원전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해외 원전시장 진출 촉진 방안

- 원자력수출 상품 다원화

- 원전수출 Business 모델 개발

주요 정책과제

해외 원전시장 진출 촉진 방안

- 원자력수출 상품 다원화

- 원전수출 Business 모델 개발

주요 정책과제

57

- 국제 경쟁력향상을 위한 원자력 산업 체제 개편 방향

- 미 자립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원자력 기술 고도화
-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국제 협력체제 구축

- 은퇴 원자력전문 인력 활용 방안

- 국제 경쟁력향상을 위한 원자력 산업 체제 개편 방향

- 미 자립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원자력 기술 고도화
-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국제 협력체제 구축

- 은퇴 원자력전문 인력 활용 방안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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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theme

조 성 겸

(설득 및 PR, 충남대학교)
skcho@cnu.ac.kr

Contents

1. 효과적인 홍보란?

2 홍보 장애 요인2. 홍보 장애 요인

3. 해외 사례

4.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들

5. 창의적 커뮤니케이션 모형

www theme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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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홍보란?

1. 서론

www theme

실제로는…

1. 서론

www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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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관한 홍보는 어렵다

1. 서론

2006년 서베이 ‘원자력의 안정
성, 위험도 인식’

“홍보의 증가”만으로는 부족하
다

⇨ 사회적 합의가 아닌, 분열과
대립 증가

성, 위험 인식

한국의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고,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파악해야

홍보를 하되 창의적이고 체계

www theme

서구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한계

⇨ 공청회, 공론조사 등의 대
화형 방안은?

⇨ 정보 제공 효과적이었나?.

홍보를 하되 창의적이고 체계
적으로

2. 홍보 장애요인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특성

목적 지향성

구체적 효과 지향성

여론의 형성 및 추이 이
해에 유용

홍보 방안 설계에서 고

www theme

집단 지향성

상황 지향성

홍보 방안 설계에서 고
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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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 장애 요인

I. 목적 지향성

정보지향적 커뮤니케이션

⇨ 이상적

⇨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고려

목적지향적 커뮤니케이션

www theme

⇨ 이슈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

⇨ 반대 정보는 편향된 것으로 거부

⇨ 이슈에 대해 익숙하지만 지식 부족

⇨ 미디어와 전문가를 편향되었다고 간주

2. 홍보 장애 요인

II. 구체적 성과 지향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효과에 관심

장기적, 추상적, 잠재적 결과에 관심이 적다

(단 구체화 할 수 있다면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원자
력의 부정적 영향).

www theme

력의 부정적 영향)

⇨ 초기 호의적 태도에서 비호의적 태도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예:유전자 정보은행, GMO, 성과 생산에 시간이 소요되는 단지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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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 장애 요인

III. 집단 지향성

내용을 많이 따지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 의견에 반박하지 않는다

소수의견이라고 느껴지면 의견표현을 주저한다

www theme

소수의견이라고 느껴지면 의견표현을 주저한다

(침묵의 나선이론)

⇨ 개인을 설득하기 어렵다

2. 홍보 장애 요인

IV. 상황 지향성

내용보다 상황이 중요한 때가 많다

⇨ 신뢰도, 

www theme

⇨ 시기, 형식, 말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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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 장애 요인

V. 요약

습성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설득에 어렵지만 일단 성공하면 즉각적 행동변화가 가
능하다 (금 모으기 등).

www theme

습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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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의 활동계획 예상

1. 관계 구축

• 원주민, NGO, 시민 및 기타 이해관계 집단과 신뢰 관계 구축

• NWMO의 활동과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다양한 시각에서 계획을 검토/수정하려 노력

• 시민 참여를 유지하려 노력

www theme

시민 참여를 유지하려 노력

• 시민참여를 위한 전문가 유치

• 지역사회가 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노력

• 캐나다인의 기대에 부합되는 위치 선정 절차 설계 및 시행

향후 5년간의 활동계획 예상

2. 지식 구축

• 기술적 연구: 해외 동향, 규제

• 사회적 연구: 시민의 기대와 우려, 선호도 및 관여도

www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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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의 활동계획 예상

3. 위치 선정절차 설계 및 시행

• 다양한 정보 준비

•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

• 초안 작성

• 초안을 시민 참여 방법으로 검토

www theme

• 초안을 시민 참여 방법으로 검토

•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 선정 절차 시작

NWMO 부지 선정 과정 설계를 위한 공중 참여방법 예

• 질문 1: (NWMO)가 제시한 목적, 윤리적 원칙 등이 부지선정

절차를 설계하는데 적절한 토대가 되는가? 

• 질문 2: 어떻게 부지선정 절차가 공평 (fair)하도록 할 수 있는가? 

• 질문 3: 부지선정 절차를 설계할 때 참고로 해야 하는 모델이나

경험은 무엇인 가? 

www theme

• 질문 4: 누가 부지선정 절차에 관여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질문 5: 당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도움이 되는가?

• 질문 6: 이 외에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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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들

1. 신뢰도를 획득해야

•원자력의 경우 전문가 및 국가기관 모두

(2006년 서베이.  5점만점에서 3점대)

www theme
•

전문성 외에 객관성 (또는 진정성?) , 존

- 정보생산의 독립성

4.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들

2. 다양한 결과 (이익/불이익)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긍정적인 혜택/효과 등은 구체적으로 표

시간이 가면서 부정적 측면은 구체화 되

www theme

추상적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인내심이 많지 않다(예: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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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들

3.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많은 변화를 요구하면 방어적 태도 유발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바꾸는 것은

www theme
•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인정하되

제시되어야

4.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들

4. 개인적 의사표현을 촉진한다

집단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개인으로서 의견제시의 기회가 많아야

여론조사, 토론회 등에 개인자격 참여

www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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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들

5. 정보전달/설득 중심의 홍보를 지양해야

사회적 분위기 (공동의 목표)

기후변화와 녹색 산업

참여 및 구체적 행동을 위한 방안이 제시

www theme

금전적 보상 이상의 것이 있어야 (명분과 실리)

행동중심의 홍보

4.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들

6. 갈등에 대응하는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준비해야

•갈등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www theme
•

예: 방폐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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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전문가의 대화를 창조하는 솔루션”

5. 창의적 소통 모형

• 계획단계에서 관련 집단의 욕구 도출

문제 도출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능

www theme

• 문제 도출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능

• 관련 집단 모두 참여

5. 창의적 소통 모형

• 소통에 앞서 소통의 방식과 절차, 규칙을 정한다

• 참여자 모두 소통방식이 공정하다고 인식해야

www theme

•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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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의적 소통 모형

• 토론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해야

• 개인적 참여를 촉진/권장

• 다양한 해결책의 등장/변형

www theme

5. 창의적 소통 모형

• 모든 해결책에 대한 인덱스

• 각 해결책에 대한 평가

• 각 해결책의 다양한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www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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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의적 소통 모형

• 절차에 따라 결정

⇨ 투표, 여론조사, 위원회

www theme

“논쟁에서 지는 것 <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것”

6. 결론

• 단순한 홍보만으로 원자력에 대한 이해나 협조 획득하
기 어렵다.

• 문화적 요인에 대한 고려 + 새로운 홍보원칙 (예:창의
적 소통모형)

• 신뢰성- 믿어야 한다 (능력, 객관성, 존중심)

www theme

신뢰성 믿어야 한다 (능력, 객관성, 존중심)

•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결론이 아니더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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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특성 새로운

6. 결론

커뮤니케이션 특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안

www theme

효과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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