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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I].· 목

원자력국제협력

표.

및 국가별 기술자럽

전략분석

연구의 북척 및 펼요성

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의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환경규제애 효율척으로 대처하기
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지속적

투입이

위해서는 자원번국인 우리나라의

불가피한 설정이다.

그러나 원자력산업은

그 특성상 막대한 개발투자비가 소요되고 다수악 천문인력이

는 원자력선진국에
연구인력이

비해 기술개발의

입장

필요하나 우리나라

역사가 짧고 연구개발비가

왜소하며

천문

부촉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세계 원자력동향을 살펴보고，

원자력

추진국가의

원자력

기술자럽

현황과 개발정책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효율격으로 활용하여

국제협력

방안 및 주요

및 전략율 분석합으로써

국내 원자력기술자립율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m.

연구의 내용 및 뱀위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계 원자력동향분석.
자립방안 분석.

각국의 원자력기술자럽

국제협력을 통한 원자력기술

현황과 정책분석.

우리나라의

원자력기

술자핍 현황과 정책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원자력동향분석에서는 소련의
붕과에 따른 국제질서외

개연을 경제 및 기술척관점에서

분석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지구환경 문제를 툴러싼 국제동향을 분석하였다.
을 통한 원자력기술자럽방안

분석에서는 핵버확산정책율

중심으로하여

국제협력
국내 원

자력기반 구축 및 쳐l 혜정버 방안과 lAEA 툴 롱한 국제척 선회성 제고방안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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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미국，

각국의 원자력기술자립 현황과 정책분석에서는 주요 원자력추진국가인

프랑스，

일본，

서독.

스웨덴.

영국 풍의 원자력기술자럽

현황과 정책을

기술하였다. 또한 국내 원자력기술자럽 현황분석에서는 분야별 원자력 기술개발
현왕과 원자력기술자립 전략 빛 추진채제를 분석하였다.

N.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사회는 소련의 개방과 개혁. 소 연방쳐l 제의 붕괴. 동

구 공산핀의 볼락.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블럭화.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둥으로 이
어지는 일련의 상황변화률 거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씩과 정착율 위한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원자력을 둘러싼 국제환경도 또한 새로
운 국면을 맞고 있는 바， 완자력 산엽계로 하여긍 새로운 대웅 전략율 마련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축 냉전체제 종식 이후의 국제정세는 정치·군사척 대결에서

경처I)· 기술척 대결로의 새로운 질서률 구축하고 있으며 원자력 다국척 기업들은
기술우위와 산업경쟁력 확보， 시장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원자력 정잭환경 변화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율 제안

할 수 있다.

첫해. 원자핵 기술개발 능력의 제고률 위한 국제협력 다변화

둘째. 국제 원자력 동향의 변화에 대한 대웅 능력 강화률 위한 제토 정비 및
정보 수집·분석 능력 제고

세째. 기후변화 협약에 대처하기 위한 원자력의 역힐 증대 기반 조성
한편，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먼감기술의 이전운

핵확산 방지를 이유로 선진국틀에 의해 엄격하게 통체되어 오고 있으며. 경제력
율 통한 도입이 현재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기술자립중 핵심인 민감거술율 확보하기 위한 방얀으
로서 원자력의 명화적 이용에 대한 대통령의 채천명. 범부처척 협력을 통한 국

내 기반구축 및 쳐l 제정비. 국제 원자력계에서의 우리의 역할 강화 및 대외교섭
능력의 확보 동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 제고. 그러고 이틀을 목표져향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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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종합척인 유기체제의 구축 동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국제 원자력계의 최대 기술외교 무대인 IAEA와의 협력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
로의 전환이 고려되어야 하며， 상주대표부 설치，

국으로의

진출，

사무총장 진출.

IAEA

lAEA

직원파견 확대，

선진이사

총회개최 동을 통해 세계 원자력계에서의

한국악 위상 재정럽 빛 대 lAEA 협력의 차원 높은 기술외교를 펼첼 수 있는 다차
원척인 노력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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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ject Ti tIe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and the NuCl ear
Technol。양

표

Self-Rei

i 하lce

Strategy

.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Nowadays , worldwide restriction on the access to the energy resouces
하ld

regulation

severe.

for

the environmental

And wi th regard to this.

protection

is

응oing

severe and

our country being poverty of energy

resources has no choice other than the continuous enlargemen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hou빼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requires huge

amount of R&D budget and lots of R&D staffs.

our country has shorter

experience in developing nuclear technology and smaller budget and staffs
th하1

nuclear advanced countries.

In this study , recent trends of world nuclear community are observed and
the technical status and the development strategy of major nuclear pushing
countries are analyzed. Through this , the basement for the self-reliance
of

national

m뻐power

m:.

nuclear

technology

under

the

restriction of

budget

and

would be confirmed.

Sc ope and Contents of the Pr。‘ject

In this study , international nuclear trends , self-reliance method of
nuclear technology through international
of major‘

nuclear pushing countries.

analyzed.

IV

co-o야ration.

national

status and strategy

status and strategy are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trends analysis part , the reorganization of
the world structure

is analyzed in the view point of economics and

technology. Also the envi ronmental issues focused on the global warming
are

analyzed.

technolo양，

In

the

the method

section
for

of

the

self-reliance

settlement of

method

of

nuclear

the national

nuclear

infrastructure focused on nuclear non-proliferation is suggested. And the
method to strengthen our role in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y
the

co-o야ration

wi th IAEA is suggested.

thro~빼

In the section of status

Ja뿜n ，

strategy of major nuclear pushing countries , United States , France ,
Germ하'ly ，

Sweden

technolo양

삐d

United

Kingdom

are

selected

and

their

하'ld

nuclea~

status and strategies are investigated. And followed by' this ,

national nuclear technology status and strategy are analyzed.

N.

Resul ts

와，d

Proposal for Applications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 we are living in the midst of a
dazzling reformation in search of , and toward the establishment of a new
order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

in the wake of a series of drastic

changes such as the 'collapse of Soviet regime ,

0야nning

and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 growing concern forthe world ecological crisis and
Climate change(or Global warming) , etc.

In the same context.

the nuclear

industry of the world is also encountering a fresh international situtation
forcing itself to be prepared with various adaptive strategies.
After the end of coldwar. the world is

com홈 ting

for the economical and

technological superiority , rather than political and military predominance
as formally was the case.
their best to obtain

And

the mul tinational nuclear enterprises do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m야 t i ti veness ,.

expand the share in the changed international nuclear market.

v

and to

As a

r~sul

t of th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environment
,

changes , fo .1 lowing suggestions are drived.
Firstly , international cooperation must be diversified to reinforce the
abi I i ty of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Secondly , nuclear related systems must be rearranged and the abilitymust

be strengthened to collect and analyse the informations ,
challenging

abi Ii ty

to

‘

the

ever-changing

to improve the
enviro~ent

international

surrounding the nuclear industry ,
Finally , nuclear infrastructures must be formed to

ex뿜nd

the rol e of

nuclear power to cope with the the Treaty of Protection of Climate Change.
And notwithstanding Korea's need to

reuse nuclear spent fuel

and

higher economic power , the transfer of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from
nuclear advanced countries

is almost

impossible due

to

their strict

non-proliferation policies.
as a means of acquiring

In this regard ,
technology ,

this

study

the

proposes

uses

establishment

。f

inter-ministerial
the

comm삐 i

cooperation , 3)
to

efforts
ty , and 4)
‘

maintenance

sensi tive nuclear

following:

redeclaration concerning the peaceful
and

the

1)

President's

of nuc Iear energ>--, 2) the
national

throu양1

basis

as a confidence bui lding

strengthen our role

in

the

international

measure ,
nuclear

the establishment of the synthetic feedback system to

coordinate efficiently.
With regard to the

coo야ration

wi th the IAEA ,

the major stage for

international nuclear technology diplomacy , Korea has to consider that she
has

shifted

her

position

from

the

recipient ’ s

to

the

supplier ’ s.

Mul ti -level efforts to reestabl ish the posi tion of Korea in the world
nuclear communi ty and to enhance high-level technology
the IAEA has to be made

throu빼

various means , 'such as

resident representative office , attaching

VI

coo야ration
。야ning

wi th

the IAEA

more Korean staff to the lAEA ,

getting a permanent membership of the lAEA Board , putting up a candidate
for the lAEA Director General and hosting the

찌l

t~E~

Gener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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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녀지는 경제·사회발펀올 위한 원동력이며. 에너지자립은 자주국가 제반활동

올 위한 필수척 요소의 하나이다‘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에너

지 소비는 지숙척으로 충가할 것이며. 륙히 전력수요는 보다 큰 폭으로

중가할

것이 천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존에녀지자원이 절대척으로 부촉한 상황이
다. 또한 세계척으로 에녀지차원의 푸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강화되고
있는 국제척 환경규제애 효율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원번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원자력발천의 지숙척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원자력은 부가가치가 눔은 기술집약척 산업이며， 자립기술율 확보하고 있으야

만 진정한 에너지자립이 확보되기 때문에 원자력발천기술의 자립이 반도시 필요
하다. 그러나 원자력산업은 고도의 시스탬산업으로서 그 륙성상 막대한 개발루

자비가 소요되고 다수의 천문인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원자력션진국에 비해
기술개발의 역사가 짧고 연구개발비가 왜소하며 전문연구인력이 부록하다.

다행

히 우리나라는 1980 년대 이후 국가에너지자립을 위해 적극척으로 추진한 원자력
발천기술의 자럽쩡책으로 핵연료의 국산화， 핵충기공급계통 설계능력 동의 배양

을 롱하여 일부 해외의 상용화된 기슐율 습륙하게 되었으며 2000 년대까지 국내
원자력기술율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의 터천운 마련되었다
고불수있다.

따라셔 국제원자력환경에 능동척으로 대웅하면서， 최근 확청된 국가 원자력기

술개발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한정된 채원과 인력율 효율척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기술자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원자력기술자럽정책 빛 천략분석이 휠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세계 원자력동향율 쌀며보고 국제협력방안 및 주

요 원자력 추진국가의 원자력기술자휩 현황과 채발정책 및 전략올 분석함으로서

국내 원자력기술자립 쩨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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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l 절 세계의 웬자력 동향
1. 세계질서의 재면

21 세기의 문턱에 서 있는 세계는 지금 이제까지 인간과 사회의 전 국면율 원

천척으로 지배하고 규옳하먼 관습과 헤도，

가치판과 세계판을 탈피하고 새로운

벅북과 가치， 새질서를 건셜하기 위해 분주하게 옵칙이고 있다. 또환 저마다 이

랴한 훌愚考，
의 대혈에서

新빼流에 기민하게 척웅함으로써
낙오하지

않고 새시대의

변신의 몸부림이 진행되고 있다.

가속척으로 변화하는 역사 진전

창조에 주도척으로 참여하기 위한 모잭과

신세기를 준비하는 시대적 배경 가운데 잠재해

있먼 이러한 혼돈의 써앗온 구소련의 소멸과， 그를 맹주로 큰 세력으로 할거하
단 동구 공산권의 붕괴률 계기로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 구소련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종식

구소련에서의

세계사척의

사태 변천은 스탈린 시대 어래 구축된 사회주의

모델이 갖는 과도한 중앙집권주의，
대 후반부터 표면화됨으로써

관료주의 동의 누척척인 체제 모순툴이 70 년

급격한 경제침체를 몰고 온 결과이다.

축 사유재산

의 불인정에 따른 생산성의 하락， 충앙계획 당국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먼 자
원배분의 비효울과 왜곡현상，
척인 경제침체를 초래했는 바.
페례스트로이카와

체채경쟁에 따른 군버증강 둥이 필연척으로 장기
이러한 상황에서 1985 년에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그라스노스트라는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혁과 병행되지

개혁 정잭으로 체제내척 동철 변화를 추구

그러나 그가 의도한 경제개혁은 정치，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곧 인식되면서

사회개

개혁정책은 궁극적언

민주화를 몹표로 한 정치 • 사회의 변혁조치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리하여 외척으로는 1989 년 12월. 금세기 후반의 세계를 동 • 서로 분힐하여
돼판을 겨루먼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몰타에서 회탑을 갖고 대럽의 구시대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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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고 화해의 새시대를 열 것율 공동으로 선언하고， 내적으로는 1991 년 7 월 곰

산당 중앙위원회가 계급투쟁 원칙의 포기， 사유재산혜의 도입， 서구식 사회민주

주의의 채택 동율 통해 시장경제의 원리률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8월에 둘어서
이애 반발한 보수파의 쿠데타 살돼 이후 공산당의 활동이 불법화되면셔 개혁의
숙도는 오히려 급진화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각 공화국률의 톡럽션포 사태가
숙출함으로써 연방쩨째는 기반 침하와 킬로 컬잡을 수 없여 치탈았다.

러시아

대풍령 옐친의 주도에 의해 톡럽국가연합이 결성됨으로써 고르바초프는 12월 25
일 소현 대롱령 직율 사입하였고 소련은 지구상에서 공삭척으로 소멸되었다.

이

리하여 금세기의 셰쩨사척 무대에 태풍의 핵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인깐 활동의
구석구석율 지배하며 ;tt유호운 이생의 자기천개와 역사의 진천율 쩨약하고 온갖

반북과 불신，

칼동과 분쟁의 화근으로 작용했먼 냉천 이데올로기의 우상운 그

허구의 쩡체률 벗고 무대 뛰로 사라졌다.

소련의 붕과로 구섬첨융 잃은 동구 사회주의 정권률은 급천직하로 무녀지고.
소련율 국가 건설의 모텔로 삼고 소련의 지원에 의존해 오댄 제 3세계 국가률도
앞다루어 공산주의률 포기， 시장경제로의

체질 천환올 시도함으로써

현존 사회

주의는 파산을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쩌l 까지 셰계 질서의 역학관계률 한마디

로 접약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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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양극으로 한 냉천체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다.

나. 국제질서의 재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9 년의 몰타 미 • 소 정상회담에 의해 1945 년 이후
의 국제질서를 천단하먼 ‘얄타체제’가 무녀짐으로써 지구상에는 현재 외건상 이

념의 명화， 외교의 명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듯하다. 그려나 지구촌은 숨돌럴
여유도 없이 또다시 수연 하에 싹트고 있는 민축주의， 산 국제주의. 지역주의.

고립주의. 보호주의 둥 복잡한 와류에 의해 추동되는 역학관계가 서로 교칙되어
빚어 내는 경쩨천쟁， 지슐천쟁이라는 새로운 칼풍의 씨앗융 경계해야 할 상황울
맞고 있다.

사회주의 소련 몰락의 의 01 와 파장은， 여러가지 북합척인 요인률에 의한 우발
척 사태 천 7H 와 가능생이 상존하고 있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첫째，

동서간 냉천처I져l 의 종식. 툴째， 사회주의 이념의 천반적인 획초， 옛째， 미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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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한 세계 산질서의 형성 동으로 요약훨 수 있울 것 같다. 새로운:시대는

지난 날율 지배하변 신넙들에 대한 척극척이고도 창초척인 채명가 작업과 기존
제도블에 대한 극적인 재연을 요구한다.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는 바야흐로 새로
운 철서 창조와 그 아래서의 고지 선점을 위한 離음業散， 合從運훌의 옵직임이

천개되고 있다. 어제의 쩍. 어체의 우방이 져마다의 이해관계의 처:울질애 의해
새로운 판계로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暗中養累의 소용톨이률 거쳐 정착될 새로운 시대의 모습운 현재로서는
안개 숙처럼 불푸명하다. 천 지구척 위기률 해결할 비천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
다.

저개발국들은 여펀히 밴곤과 기아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션진 r자본추의

국가률은 신 보수주의의 물결 솜에서 점점 반민주적인 행태를 노출시키고 있다.
창조하기 와해서는 냉전시대와는 다른 개념과 기술，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혼폰과 불확실의 와중에서 현재로샤 다반 확실한 것은 이제까지 국제
철서를 專斷하먼 냉천척 유제였던 제 I , 쩨 2 , 제 3 , 제 4세계의 분류 도식이
전혀 새로이 수정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륙 동서 양극체쩨에서 서구 자본
주의 국가툴율 지청했먼 제 1 세계와 공산핀율 의미했먼 채 2세계가 용합 현상율
보이고:있고 .1955년의 r 반둥회의」률 중심으로 형생되었댄 처11 3세계와. 극반국
가나 단체를 큐정했던 제 4세계는 개발도상국， 또는 져개발국이라는， '01 념성이

탈색된 이릅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갚은 이합집산의 부산한 옴칙임은 북잡하면서도 상충되는 운동에녀지룹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간단한 논리로는 그 속성과 형태를 파악할 수 없
다. 룩 한편에서는 강력한 민축추의척 경향의 대두로 인해 캉력한 개혜화 현상
이 얼어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는 신 국쩨주의로 표현될 수 있는 법

국가척인 통합 현상이 큰 기류률 형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현 및 유고 연방의
분할 둥 과거 공산주의핀의 와해는 톡재판력에 의해 물리력요로 이루어진 통합

쳐I제가 그 권력의 해체를 맞아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와는 반대로 유럽，북미.

남미.

각 불룩융 중심으로 정치척.

동남아，

태명양경혜판 둥 구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척 통합 옴직임이 활발히 천개되고 있다.

이러한 먼록주의와 신 국제주의의 와중에 서방 션진국들 사이에 고립주의 현
상이 새삼 나타나고 있읍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소련의 붕괴 후의 미국에서 막

대한 국방비률 소모힐 훨요성이 없어쳐 당연히 기대되먼 경제척 여유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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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착박해 짐으로 인해 생긴 현상이다. 공산주의의 몰학으로 정의와 자유， I형
화를 구현하기 위한 철호의 기회률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서방 선진국률은 이와

같이 쩨 앞 추스리기에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옛 공산판의 경제회북과 민혹분쟁
의 해결율 위한 지원 동 필요한 조치률 위한 국제척 협상의 진행 상황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갈이 지지부진한 상태률 면치 못하고 있다.

마국은 향후의 안보와 리더쉽 확럽애 있어서 경제력이 결쩡척얀 역할율 할 것
으로 보고， 기존의 국제기구률의 조쩡을 통한 리더업의 발휘률 도모하는 한편으
로 새로운 정치 • 경쩨척 강국이 펀 일본， 톡얼 둥과의 환계 정럽에도

역점율

두고 있다. 축 현재 미국은 각국이 분답하는 역힐율 조정하는 세력으로서 서I 쩨
률 이률어 캄다는 목표률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

의 지위률 갖게 되었으면서도 실질척인 영향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읍융 인식한
결과이다.

척대 세력이 사라잔 마당에 과거와 같은 군사력에 의한 미국의 지도

력은 더이상 힘융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냉전체쩨 붕괴 이후의 세계 철서는 단일체쩨 포는 다극체제 풍과 같
은 깐만한 도식에 따라 전개되지는 않옳 것임이 분명하다. 북합성파 다양성율
륙정으로 할 향후 국제 정세의 흐톰 가운폐 군사력을 대선하여 판도률 가름할
인자로서 경제력과 기슐력이 새삼 비상한 주북율 받고 았다.

1) 경져I 천쟁

가) 청제천쟁의 기본구도

냉전체쩨의 종말이 가져온 외건상의 명화의 이변에서 팔바로 자본주의
간의 경제천쟁이 시작된 듯하다. 그것은 대체로 미국형， 얼본형， 유럽 • 톡얼형
풍 세가지 형태의 자본주의 간의 칼퉁이라 할 수 있다.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척

율 두고 결축될 수 있었댄 이들 간의 유대가 약화되면서 세계는 지금 유일한 초

강국인 미국. 극동의 경제 대국 일본. 이률에 대응하여 공동이익율. 지키기 위해
뭉펀 유럽 동율 큰‘ 축으로 할거하여 묵하 법지구척 경챙과 각축율 예고하고 있
다. 여러한 경쟁을 기본 구도로 하여 1990 년대의 세계 경제환경은 이쩌l까지 지

숙 · 강확되어 온 경쩨 • 자원민축주의. 지역주의， 보호주의. 상호주의 둥이 심화
되는 가운뎌I 다읍과 같은 제반 잠재척인 요인률이 확합척으로 상호좌용하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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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틱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푹 첫째， 유일한 거인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 증대， 둘째， 군
사력와 중요성 감소에 따른 경쩨력와 충요성 중대와 국째 경제협력 확대， 세계

시장의 범지구화， 옛째， 서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통일톡일과 동유
럽 국가칸의 경제척 유대 강화. 넷째. 동유럽의 민주화와 시장체제화 및 세계시
장으로의 편입， 다섯째. 톡립국가연합의 출범과 그를 풀러싼 불안청한 상황 천

깨， 여섯째， 경쩨 블록화률 바탕으로 한 보호주의의 심화와 그에 대한 대웅，

일

곱째， 미국의 경제 침체， 통유럽 제국 및 충국의 시장체제화 노력 동에 따라 자
본수요가 중가한 상황에셔 일본의 자본유출 감소 둥으로 인한 세계적인 자본 부

혹， 여닮째.

민폭주의. 국토분쟁， 지역왜핀주의에 기언한 지쩍 분쟁의 빈발 가

능생， 아홉째， 국At 천 발발과 자원 무기화로 인한 자원환경의 악화 가능성 둥이
향후

자본주의 경제전쟁의 향방율 규정할 변수률인 것이다.

지난 45년간 살얼읍판 같윤 핵균형의 공포 앞에 억제되어 오댄 이틀 자본주의

사이외 경쟁은 냉천 종식의 새로운 국면율 맞아 자연스럽게 露훌되고 있다.

나) 경져l 천쟁의 천개 양상
이 순간 국쩨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북잡다단한 흐름을 實流하여 현져하
게 드러나고 있는 조류는 대혜로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블록화의 두가지 단어로
압축될 수 있율 것 같다.

(I) 개방화
경제 부문에 있어서 세계 도처에서는 국경울 초월한 기구와 쩨도의 설

립이 추진되고 있다. 신 GAIT채쩨률 구축하여 모든 국가의 상품， 자본， 노통.
셔버스의 이동융 시장 논리에 맡겨

자유롭게 개방하자는 휘지에서 지금 진행되

고 있는 다자칸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가 그 대표척 예이다. 국경이 없어
격 가는 상항에서 새롭게 충요시 되는 경제력은 재쟁력이다. 상품의 교역보다
더홉 빠르게， 뎌욱 자유롭게， 더용 효과적으로 파급되는 자본의 유동은 새로운

기숨개발율 위한

비용이 더욱 증가되는 상황에서 금융자산의 중요생율 더욱 높

이고 있다. 산업화 시대가 막율 내리고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산업화

시대의 원리 중 일부인 시장 대큐모화. 상품의 표준화. 대규모 경제혜제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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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윤 정보화 시대의 첨단 산업에도 유효한 것으로 입중되고 있다.

다만 천반척인 개방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로 마국. EC. 카나다 등 선진 각
국이 덤핑방지 완세째도률 자의척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읍은 국제사회에 상
존하는 강력한 보호주의 추세를 반영한다，

흑 각국은 립핑방지 환세 7}- 수입 제

한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읍으로써 공쩡무역이 이루어 질 것울 보장하고 있는
GAIT 협약의 청신율 왜곡하여 외국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국의 산업

의 피해율 방져하려는 의도률 노팔화하고 있다.

01 로 인해 수출에 의폰하는 개

발도상국률혜 ‘대한 션진국률의 무역 장벽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보호주의 기
죠률 드러내는 ‘또 하나의 관행운 서유럽 국가툴 칸에 존재하는 미묘한 비관세
창벽이다.

유렵은 이률 흉해 외국의 경쟁자들로부터

지역경제훌륭 효과적으로 보

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호주의 현상툴은 어느 연에셔 개방화 대세률

천제하고 이에 효율쩍요로 대웅하기 위한 각국의 J 전략 또는 그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2)

불륙화

어려한 개방화， 국제화 바랍의 한편에서 급숙하게 나타나고 있는 또하

나의 륙정척 현장은 셰계 경제의 지역화， 블록화 추셰이다. 블롭화가 노리는 바
눈 대해로 역내 국가률의 배타척 결속올 몽해 역외 국가툴의 침투와 시장 잠식
옵 밤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면으로 이러한 추세는 착국의 거대

초국척 기업률이 천 셰계 사장율 대상으로 한 경쟁척 지배를 통해 세계 경혜툴

롱합해 나가는 과도기척 과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오늘
알 세계 경제에 대한 배타척 지배판율 행사하는 개별자본이 폰때하지 않고， 또
한 예천과 말려 자본주의 션진국 사이의 상호 의존생이 중까됨으로써 이훌은 상
호 배타척힐 수 없다는 사설에 근거한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블록화 현상은

착홉의 톱점력 강화의 일환이다. 블록화 정항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구주공동체
(EC) 와 관혈된 얼현의 사태의 발철이다.

(가) 유렵 블록

유럽공동체가 유럽의 정째， 정치척 통합율 추진하고 있는 한편애서

베률련 장벽이 무너진데 이어 톱일이 롱얼되고 동구에서 사회주의가 퇴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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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급축한 상횡 천개는 세계척인 힘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한 중대한 요인으호

작용했다. 새로운 시대률 맞아 유럽 각국은 명실상부한 유럽 통합의 작업에 박
차률 가했다· EC 1278 회원국은 1992 년 2웰， 금융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융
바탕으로 1999 년까지 단얼화돼를 사용을 롱해 금융통합(돼U) 을 실현힐 것과. ν 나

아가 외교 • 안보정책융 공동으로 추진하며 공동시반판까져 갖는 것융 내용으로
하는 마스트라히트 조약율 조언했다. 또한 스위스. 스웨텐， 덴마크 둥 7개국으
로 구생훤 구주자유무역연합(표TA) 과 결합하여 유럽의 거의 천역을 하나로 묶는

구주경제핀(또A) 율 1993년 1 월 l 일부터 발혹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될 경우
세계 무대에는 또하나의 단얼 초캉대 세력이 뭉장하게 될 것이다.

유럽이 선택하는 정책， 경제 성장의 폭， 외국의 참여 수준， 정치척 통합의 정
도. 군비축소의 숙도， 새롭게 태어날 안보 질서， 유럽 변방 국가률에게 주논 불
안 효과 둥이 미국과 일본， 그러고 그 밖의 많은 국가들어 나아갈 길에 많은 영

향율 미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유럽의 동장은 머국에게 있어 당분간은 궁정척
으로 작용하재 될 것야다. 유럽에서의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미
국은 국내의 반성척인 재정 척자에서 벗어닐 수 있율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루어야 할 어려옴에 처해 있으며.

독일은

일본운 이져l 까지

굳게 닫고 있먼 국내 시창의 문울 개방하여 새로운 질서에 적용해야 할 입장이
다. 그러나 일본은 짧운 기간 안애 이에 성공척으로 척웅할 수 있울 것으로 보

이며， 유럽도 미국의 경제 침체률 호기로 대미 종숙척 관계에셔 벗어나 세체에
서 가장 크고 부유한 시장융 건설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익을 확대하고 경쟁력율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일본과 톡일은 향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중

요한 역할율 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불변의 속성이 끊임없는 시장 개척이
라고 보았을 때 1990년대의 톡일운 선진국 지역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인 유럽
의 충섬부가 될 것이며， 아시아 • 태명양 지역율 효과척으로 묶을 수 있을 경우
일본 또한 환태명양 지역이라는 셰계에서 가장 광법위한 사장의 중심부에 놓일

것이기 때분이다. 반면에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시장

운 앞으로 규모 면에서 3위의 시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륙히 일본의 자본

과 기술， 산업 전문가들은 이미 유럽 경제의 중요 국면 여기 척기에 뿌리를 깊
이 내리고 활약하고 있는 만큼. 유럽에 대한 일본의 영향은 갈수톡 커질 것이
다. 일본이 EC와의 거래에서 올린 무역 혹자의 대부분은 새로운 투자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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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렵에 다사 유입될 것이다.

축 일본은 EC의

잔치에 공식척으로 초대된 손님，

나아가 EC의 일부분으로서 자기 몫율 당당히 요구힐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다.
그것은 유럽에 있어서 막강한 기술력과 자본력율 갖훈 얼본운 매우 필요한 존재
이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상호칸에 구초척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
다.

반면 냉천 시대가 끝나면서 핵우산의 유용성이 퇴색되고 안보에 대한 군사

척 위협이 사라지자 일본과 유럽은 미국에 대해 아쉬울 것이 없게 되었다. 자본

은 불론. 유럽이 훨요로 하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도 일본운 마국율 능가하고 있

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률 째반 구조척인 강점들어 유렵에 유입되어 유럽

시장이 확대되고 유럽이 현재 까지고 있는 자산이 증식휠 경우 유럽은 초산업사
회룰 향한 문턱에 률어셜 수 있케 될 것이다.

{나} 아사아 • 태평양 블록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면서도 자원율 갖지 못한 일본은 이를 조달하고

포 엄청난 공업 쳐l풍율 처분할 시장율 끊암없이 확장해 나가지 않으먹이안펼 입
장이다. 이러한 얼본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주의-국가률의 시장경제 체
제 도입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지역 협력의 가능성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자원 보고인 톡럽국가연합과 막대한 상품시장으로 동장할 충국이
자본 및 기술협력의 필요에 따라 세계시장에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운 지역

협력체 형성율 위한 철호의 여건율 누럴 수 있게 되었다‘ 이률 토대로 얼본은
나아가 50년 천에 기도한 바 있었먼 대동아공영권의 새로운 형성이라는 야심율

키우고 있다. 얼본이 추도하고 있는 아시아·태명양 지역에-있어서의 자유무역
확대와 경쩨 활확확률 위한 논의는 아 · 태 지역의 역사척 륙수성. 재개 경헤구

조의 아철생.

동 • 서문제(남 • 북한 및 중국 • 대반 동) 및 남 • 북문제 (NICs·

AS돼N 간 빛 개발지역 · 개발도상지역 깐 동)의 미청산 풍으로 인한 칼동 요인의
상존으로 그 실현 가농생이 현패로서는 유동척지만 전반척인 블혹화 추세를 반

영하고 있읍은 분명하며， 21 세기에 있어 아 • 태 경제원이 유럽， 북미경제핀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혹이 될 것임은 필지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의
논의 과정에서 그률에 대한 불신감올 불식함으로써 그풀율 중심으로 NICs , New
NICs률 포함한 기존 협력체인 AS많N 국가툴， . 중국 · 러시아 • 몽고 둥 사회주의

핀，나아가 충동의 석유수출국 둥율 포괄하는 광역경제원율 형성하는데- 성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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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의 동북아 펀략은 시베리아 빛 중국 동북지역， 북한

의 두만강지역 개발 훨요성과 맞물려 UN 개발계획

명묵하에 급진전될 가능성어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대큐모 개발융 위해서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될수

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척 조건들은 세계척인 경쟁무대에서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일본이 약진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Do llar)-유럽 (Eα)- 일본 (Yen) 깐

와 환율협정에 따라 Yen 화는 세계척인 통화가 될 것이며， 유럽 시장에서
잉여자본의 투자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재정 혹자를 발생시키면서

일본

새로운 기술과 생산 체쩨률 개발하고

천세계 시장에 자국의

기업융 침투시킴으로써

다움

셰기에 첩어들 무렵이변 일본은 경제력의 제반 부문에 있어서 천 셰체적으로 가
장 앞선 세력이 될 것이다.

(다) 북미 블록

미주 대륙의 경우.

미국은 유렵 및 얼본세에 눌력 쇠잔해 가는 그틀

의 경쟁력융 져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존의 미국 • 카나다 깐의 자

유무역협청율 멕시쿄까지 연장하여 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기 위한 지역 경
쩨협력협정인 북미자유무역지대 (N따TA) 의 창설 합의문이 미국의 주도로 1992 년
8월 12 일에 발표되었고， 이률 위한 협정문이 10월 7 일에 가조인됨으로써 1994 년

1 월 l 일 발효될 예정에 있다. 이률 협정은 상품에 대한 수입큐제 완화 뿐만 아
니라 투자， 금융 동의 부문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
철폐률 주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협정에 비해 경쩨척 통합력이 상당

히 큰 것이다. 미국운 더 나아가 ·아멕시카나(Amexicana) 합중국’ 구상까지 밝히
고있다.

{하) 71 타
이와 같은 선진 경제 핀억툴율 충심으로 새롭게 타오르는 지역주의

불길에 감웅을 받아 동남아 국가틀 간의 협력체인 AS돼N ， 남 • 북미 국가들”간의
미추기구(Organization
Org，하1ization

of Ame rican States ),

of African Unity ,

하나의

아프리카를 지향하는

산유국틀 간의 석유수출국기구 (OPEC) 둥 기존

의 지역 협력기우들도 새로운 변신과 유대 캉화를 위한 재정비의 몸짓이 부산하

다. 그러나 이툴 지역은 션잔 경제권에 대한 변방으로서 그률에 대한 방어척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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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에 급급할 수 밖에 없율/ 것으로-‘보언다;

개방화와 블롭화로 륙정지쩌지는 새로운 국제정치， 경제질서의 모잭과 UR 협
상의 진행， 한·충 및 한· 려 수교와 냥·북한 통일 가능성 둥 동북아시아의 정

치척 정세와 관현판 변수 풍 우리의 주위에논 여 순감 곳꿋에 새로운 도천과 기
회가 산재해 있다. 새로운 역사 법칙의 조류와 새로운 진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
로 쩨도화될 것인지. 어느 정도 혁명척요로 이루어질 것인지， 또는 어현 물발적
인 사태가 이러한 흐름율 의외의 방향으로 몰고 갈 것언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
다.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모잭될 세계 질서의 충심세력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는 현재 미국 • 유럽 • 얼본울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구도 변화에 대해 신숙하
게 대웅합과 동시에

뀌늦게 수모률 맺은 러시아 및 중국율 효과척으로 활용하

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냉전 시대의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진
부한 인식율 념어셔서 post-modern한 세계환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힐 시점에 서
있다.

2) 기술패권주의의 대두

개방화와 블록화의 큰 흐름 가훈데에서 이제 개별 국가 단위의 경제주권은

그 와미가 퇴잭될 수 밖에 없다. 정보·통신혁명의 전전으로 인해 문화주권도
더 이상 척극척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군사주핀 또한 탈냉철 이후의 집
단 방위체쩨 추세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 릎없는 대결의 세계사 무대에서 냉천

의 막이 내려진 오늘날 거술율 둘러싸고 바야흐풍 새로운 대컬아 전개되고‘ 있
다.

일본인들이 “걸프전의 승자는 미국이 아나라 일본이며， 구체적으로는 일본

이 쩨공한 반도체”라고 공연하고 있풋이 이껴l 과학기술에 의해 핫받휠되지 않은

경째혁， 군사력. 외교력은 무력한 시대가 되었율 뿐만 아냐라， 과학기술이 없이
는 자연의 회북도. 환정의 보존도， 삶의 철의 향상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국
가의 정체생파 국력올 결쟁하는 주권의 혁도는 과학기술력의 유무， 보유한 기술
의 수준에 의해 가륨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과학기술은 이페 단순히 산업경쟁
력을 커우고 정쩌l률 희생시키눈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보. 문화
둥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생존율 큐쩡하는 철대조건아 되었다. 륙 이쩨 주권의

개념은 기술주핀으로 바뀌었으며， 기술이 국가깐 경쟁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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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었다.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국제 경쟁력은 임금과 환율에 의해 결정판다.

그러나 일본의 예는 이러한 이론올 간단하게 부쩡한다.
비해 결표 낮지 않으며，

일본의 입금은 마국에

그러한 상태에서 일본은 1985 년 플라자 조약에 의해

238 엔 1$ 하먼 환율도 단 l 년 사이애 168앤 1$으로 급격하게 절상했음에도 불구하
고 계숙해서 무역수지 혹자률 유지힐 추 있었다. 그 원인은 다름아닌 바로 미국
보다 앞선 기술력에 있었헌 것이다.

일본은 또 로보트 기술율 바탕으로 천통격

으로 후진국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노동집약척 산업 부문에셔 조차 더 싸고 더

품질 좋은 제품옳 생산함으로써 후진국들의 설 자리률 침법하고 있다. 륙 과학
기술율 중심으로 새롭게 천개되고 있는 세계 질셔의 효름은 산업혁명 이래의 기
폰 질서를 지배하던 정제 이론. 사고의 툴，
것이다.

행동 양식의 천환율 강요하고 있는

이제 우리는 .무역의 격차는 산업경쟁력의 격차에셔 비롯되며，

산업경

쟁력의 척차는 과학기술력의 격차에서 비롯됩’을 뼈아프께 깨달율 때다.
이와같은 기술융 둘러싸고 오늘날 국쩨척으로 천개되고 있는 패핀 다툼의 양
상은 첫째， 극심한 기술개발 경쟁， 툴째， 기술장벽의 견고화， 셋째， 국가 안보

척 차원에샤외 과학기술쩡책 실시， 넷째， 국가간 과학기술의 수명적， 수직척 분
업화，

다섯째， 과학기슐의 션진국 주도에 대한 후진국률의 반발 증대.

여섯째，

기술협력의 블록화 둥으로 륙정지움 수 있다.

가) 집단척 압력

오늘날 국제관계의 변화가 기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가
지 흡연에서 입종되고 있다. 이는 무역압력 - 산업구조 압력 - 기술압력으로 이

어지는 선진국률의 후진국틀에 대한 집단척 압력의 맥락을 간파함으로써

쉽게

인식될 수 있다. 기술을 둘러싼 치멸한 경쟁은 천반적인 개방화 추세를 오하려

역행하는 면율 드러내고 있다. 그 바근한 예로서 현재 우리의 숨몽율 조이연서
션진국률이 타결율 셔두르고 있는 우르파이 라운드 (UR) 협상은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 나아가 노동인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확대하
는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도， 유톡 기술만은 지척소유권이라는 이름을 붙여 예외

로 묶음으로써 선진국의 기특핀울 카르텔화하고자 하는 의도률 노골적으로 드러
내고 있읍율 률 수 있다. 우르과이 라운드는 선진국이 지금까지 취해 왔던 가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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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기피 의도를 단쩍으로 훌훌훌하는， 기술돼판주의의 집단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 신세체 기술질서 - OEeD의 용직임
선진국들은 더 나아가 후진국들의 기술개발 노력 자체를 규제하고자 기/
도하고 었다. 선진국률은 자국의 R&D 지원은 강화하면서도 다른나라의 R&D 지원

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정，

이률 규쩌I 하고자

또는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율 미치는 불공정행위로 규

기도한다.

푹 1991 년 6훨에

멸렸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각료회의는 여러 나라의 상이한 기술개발 제도가 무역마찰율 야기하는
원언이라고 단쩡하는 ‘과학기술청잭션언·율
개최된 과학기술각료회의는

채택했고，

이에 따라 1992 년 3훨에

쩡부에서 자금융 지원용}논 모든 연구개발 사업，

과

학기술 정책 지칩 및 지척 소유핀애 환한 국제척 규법의 제정율 검토하며 그에
관한 제반 사항틀율 종합척으로 다루는 ‘과학기술정책 실무와원회’률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역힐은 장기척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개발의 지원혜 한청되어야 하며，

상업척 웅용분야에 대해서는 전쩍으

로 시장기농에 맡겨야 한다. 축 민간기업의 R&D 및 전략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의 전통척 지원 수단인 셰쩨. 금융상의 륙혜. 보조금 지원， 공공구매제도，

비

제공

동은

큐제의

대상이

된다.

미국의

통상법 (O~ibus

Co mpetitiveness Act)도 이와같은 션조류툴 반영하고 있으나 t

연구

Trade

&

1989년-미국의 초

션업계는 이를 근거로 한국， 톡일， 일본， 노르웨이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률 위해 R&D ~l 원을 했다는 이유로 USTR( 며국 통상대표부)에

제소한 바 ‘있다.

New Rule of Game(신세계 기술질서)라고 불리는 이러한 원칙은 ‘기술창업자가
갖는 톡점척 이익융 지솜척으로 유지함으로써 기술에 판한 한 후발국의 선진국

에 대한 추격율 원펀적으로 봉쇄하려는 냉혹한 포석임은 물론이다.

(2)

환경문제를 빙자한 기술보호주의
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국쩨 질서의 중대한 단변은 지구 환경보전운풍에

있어서도 드러나고 있다. 션진국률은 지구 환경 문객l 조착도 후발국어l 대한 i 기

술개발 억쩨 및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전

국률의 옴칙입은 환경오염 불질을 함유한 상품의 무역 규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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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

r

v

이는 환청문제를 뱅자한 무역보호주의(소위 green protectionism)에 다름 아니

다.

(3) New Round - 지척소유권
.기술추괜’의 채념은 기술민혹주의를 확산시키는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위에서 보인 션진국 칸의 다각척 움직임률은 현재의 후진국 어느 나라도 션진국
의 반혈때 면입되는 것옳 더 이상 핵용하지 않겠다논 의도의 표현이며，

경쳐l 성

장의 불가컬한 수단인 과학기술의 효과척 차단율 통해 그러한 의도훌륭 효과척으

로 실현하고착 하는 것이다. 국제척 차원에서 구조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
한 현상운 새로운 셰계 철서의 원리로까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률 반영하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위에서 보인 ·신세계 기술질서’인 것이다. 기솔보호주의는
무역보호주의와 벌접하게 관현되어 있으니.

1991 년 9 월 남미의 부에노스아이레

스에서 개최훤 무역에 관한 신 다자깐 협상 (New Round) 에서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 좁에 지척소유권 문제를 무역협상에 포합시키자는 선진국의 주장이 관철된
것온 션전국의 기술 보호를 국제 경제찰서 솜에서 공식화한 것율 의미한다. 션
진국의 무혁보효는 상품의 국쩌I 경쟁력의 주요 인자인 기술보호률 필연척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

‘

(4) Strategic Alliance - 기술 카르텔
사장지배력과 기술 우위률 지숙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션진국률은 서로

경쟁하는

한연으로

그

톡점체제를

카르텔화하기

위한

기술의

전략척

동맹

(Strategic Alliance)판계 수럽애 의한 협력의 노력도 병행함으로써 선 • 진국
간의 기술 격차률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에 체결한 미 • 일 반도체협정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톡 • 과점하고 여타 국가률에 대해서논 기술 • 무역장벽율 높이는
효과를 겨낭한 쌍무척 전략동맹의 대표척 사례이다.

나) 개별척 기술장벽

이념과 처l 쩨의 장벽이 사라진 지금，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질서 아
래서 과학기술의 배타적 향유률 위해 션잔국률 수준에서 국제칙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척， 제도척 옴직임은 위에서 보인 바와 같거나와， 첨단 과학기술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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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쩨와 산업기술혁의 원펀이라는 인식의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개별
적 차원에서도 과학기술의 진흥에 온 국력율 쏟고 있는 일방 자국의 기술 보호

률 위한 대외척 창벽율 높게 쌓고 있다.

(1) 일본 우션-끽0세기의 전반기에 세계의 무기고로서 제국주의를 지향해 왔먼 일
본은 그 후반기에 률어 셰계의 공장으로서 중상주의적인 경제대국율 추구함으로
써 성공한데 。l 어，

이제 세계의 연구소로서의 기술대국을 향한 폭표률 세우고

그률 위한 노혁에 한총 더 박차률 가하고 있다. 그려한 사혜률로서 일본은 의회
안에 정보산업진흥 의원연맹.

지식산업진흥 의원연맹 풍의

‘하이테크혹.

의원

그룹이 있어 이틀율 중심으로 기술혁신 지원활동이 적극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정부도 ‘신세기률 향한 과학기술 종합 대책’울 수립. 21 세기률 향한 주체적
어며 주도적인 과학기술 쩡책율 시행하기로 하고 창조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강

화하고 있으며. 륙히 창초과학기술개발 사업과 차세대산업 기반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집충척인 지원율 하고 있다. 일본운 또한 부때랑 효과률 내세취 신흥공업

국에 대한 기술이견올 푹도로 기꾀하고 있다. 현채 일본이 달생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운 2차 세계대천 후 패천국의 불러한 여건 아래서 온갖 어려용과 서려옵

올 겪으면셔 오로지 착국의 연구원틀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것인 만큼，

기술의

이천에 란한 한 일본은 7.창 인잭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2) 미국
미국도 또한 약화된 국제 경쟁력율 회북하기 위해 산업， 경쩨， 기술 둥

에 환한 총래의 자유방입 · 시장위임 원칙융 지양， 청책 개넘을 도입함으로써 국
가 주도형으로 천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의회，

언론 풍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률 위한 세계척인 기술우위 확보를 제 l 의 과째로 삼고
있는 부시 미 대통령운 1989 년 3월 대똥령 직속기관으로 ‘산업경쟁력향상위원

회’률 구생， 퀘일 부롱령을 의장으로 임명하였으며. 1990년 9월혜-는 비숙 초유
의 기술정책 (u ..

s.

’T’낱
양
g
chn
뼈
I

개 국가 천략기술율 션청.

관 • 산 • 학 • 연이 공동으로 개발토록 했다. 의회뚜

또한 아어I 적극 호웅하여， 하원의 써업위원회는 1991 년 6월 이래 10여 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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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경쟁력 청문회’를 재최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훨애는 .미국 기술우위 법안

(American Technology Preeminence Act) ’을 의결했다. 또한 1992 년도의 상무생
연구개발 예산율 ~나 충액하여 초전도， 팡염유， 신소재.
의 신상품 및 혜초공법의

개발율 촉진함으로써

반도체 동 첨단 분야

산업경쟁력율 쳐l고토록 배려했

다.

그러한 한편 미국은 기술퓨출 방지를 뀌한 보호의 장벽도 갈수록 놀이고 있는
바. 1992 년 8월 발표된 북미자유무역지마 (NAFTA) 창셜 합의문이 각종 관세률 철
I쾌하고 금융， 운송시장융 개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첩

단 오락 프로그램 및 장1) 1 져작핀. 풍룩상표 및 지적소유핀은 업척히 보호한다”

고 못박고 있다. 륙히 미국은 북합재료 등 장차 실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
는 유망 첨단 기슐{ emergir핑 technology} 에 관한 정보의 외국 유출옳 쩨한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적인 가술개발애 관한 정보률 일본 둥이 상품화에 활용하여

보다 우수한 제품을 만률어 냄으로써 미국의 기업이 곤경에 쳐하고 있다는 언식
의 소산이다. 또한 충앙정보국 (CIA) 은 한국 둥 모든 국가률의 첨단기술 개발 동
향의 파악율 3대 중첨 경제정보 수집 기능의 하나로 충시하고 있다.

의 이데올로기척 우방，

야는 과거

군사척 우방도 냉전시대가 률난 현채의 경제력 쩌l 일주

의. 기술해핀주의의 현실논리 앞에서는 헌 신확에 지나지 않읍올 웅변하는 것이
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천략율 보아치 않게 추구하고 있는 미국은 지력소유

권， 시장 개방의 기치률 률고 우리에게 지속척으로 압력율 가해 올 것으로 보인
다.

(3) EC
EC의 경우 며 • 일에 뒤멸어지고 있는 기술력 회북율 위해 유럽공동연구
프로그램(EUREl<A)율 수럽하여 역내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총동
원.

결집할 수 있도륙 고숙컴퓨터를 개발하고 정보산업 기술율 향상하기 위한

ESPRIT계획， 종합 광역통신망 구축율 위한 RACE계획. 산업용 선소재 개발올 위

한 E뻐M계획 풍 주요 대형 연구개발 사업율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충국

중국도 과학거술이 제얼의 생산력어 라는 인식 아래 ‘과학흉국’ 노선율

16

채택하여 천국의 387ft 도시애 ‘신기술산업 재발 시험구’률 건설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소와 대학에 기술개발공사를 설럽하여 기술의 상업화와 판매에 총
력율 경추하고 있다.

(5) 러시아
‘러시아 또한 새로운 체제 모잭올 위한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이 같나면
생폰의 차원에서 질용척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천력융 다하지 않을 수 없율 것오

로 보인다. 러시아는 현재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에로의 천환율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세계척 수준의 기초과학과 박강한 과학기술 두놔률 보유하고 있
어， 축척된 과학기술 언력 만큼은 어느 나라에도 튀지지 않는 상태이다. 곧 정

치척， 경쩨척 안정율 되찾율 청우 이률 뛰어난 기초 • 첨단 기술율 바탕으로 극
동 지역의 명실상부한 주역국가로 부상합 것으로 보인다.

(6) 한국객 륙수생
이상에서 대체로 일본， 며국.

EC.

중국.

러시아 동율 예로 틀어 과학기

술력 우휘 확보률 휘한 치열한 옵칙임률율 훌어 보았거니와.

률 위한 개발도상국률의 몹부림 또한 우심하다.
로 미， 일， 중.

이의 자합과 확대

더우기 우리나라는 지정학척으

러시아 동 열강어l 둘러써여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역사척으로

야률 간의 역학환계나 국제질서의 굴철의 고비마다 국난과 희생융 강요당했다.

오늘날 우리 경혜가 봉착하고 있는 옹갖 덜웹마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 둥
션진국률의 기술이천 기피에 기인함이 지대한 만큼 우리는 지굽 과거 어느 때보
다도 과학기술 꽤핀올 툴러싼 구조쩍 변화에 시급하게 척용해야 힐 시점에 서
었다. 우러가 일본융 극북하는데 실왜하고. 중국에 압도되고，

러시아 빛 미국에

대해 자주척 환계를 확럽하지 못할 정우 우리는 기술식민지 •

경제식민지의 과

정율 거쳐 또 다사 이률의 정치식민지가 되지 않으리라고 아우도 장담할 수 없

다. 따라서 과학기슐력의 발천을 풍한 기슐주판의 확보 여부에 우리의 자주 • 폭
럽 • 자율이 송두리째 걸려 있음율 명심할 훨요가 있다.

기술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아래서 기술주권율 확럽하지 못학면 산업과 경제는 질식될 것이고， 국가의
안녕과 명화의 보장도 어려울 것이며， 우리 민측의 염원인 통일의 달성도 기악
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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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큐모의 환청문제 대두

2.

가. 지구환경문쩨의

개요

최근의 환경문제는 지구천체 큐모의 환경파괴에 관한 것으로 1960 년대
반애셔

-f-

1970 \1대 효에 크게 문제되었번 지역적인 공해문제와는 착원이 다르다.

1970 년대 천후의 공해문쩨는 오염원 주변율 충섬으로 한 환경오염인데 비해 지

구환경문쩨는 천지구률 둘러싼 대기핀， 해양 동의 파펴문쩨이다.

따라서. 지구환경문혜는 개별기업 혹은 단일국가가 톡자적요로 해결하기는 곤
란하다.
이

현재 “하나뿐인 지구”률 살리기 위한 국가칸의 합의， 초약 둥 공동노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세기에

툴면서

세계의

인구，

때P ， 에너지소바가 급중함에 따라 지구환경의 오엽 및 파괴현상도 급증하여， 지

구생태계의

유지.

정화능력이 한계에 도탈하여，

결과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하

고 있융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구환경문제에

판해 과학자나 환경론자률은 불론 세계 각국의

언론 및 정치

지도자률도 그 대웅책에 환해 관심과 우려률 나타내고 있어 환경문제는 정치 •
경제척으로도 가장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세계가 칙면하고 있는 지구규모의 환경푼제는 지구온난화， 오존총파펴，
산생비， 열대럽의 감소 및 야생생불종의 감소，

사막화와 토양침식， 해양 • 국제

하천의 오영.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풍이 있으며 각각의 특정 및 개요는 (표

2. 1. 1 )와

갈다.

I) 지구환청문제 대용율 위한 시각

지구환경문제가 세체의 정치 • 경제척으로 커다란 이휴로 떠오르게 된 것은

냉천시대의 종식에 따른 신국제철셔 확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형성에 있어 전세계는 냉천체젝의 종식에 따룬 새로운

국쩨질서의 :.tH 면올 환경우션에셔 찾으려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강대국을 군
사척인 힘의 우위가 아니라 얼마나 환경척인 지랭이 가능한 개발로 경헤력울 커

올 추 있느냐로 판가릅하려는 분위기률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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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

지구환경문제의 종류와 재요

2. 1. I)
분

륙정 및 피해지역

지온난구화

큐쩨불절 및 국제척 대웅
。 C02 ，

메탄， cFe , 오존 둥

‘

훌존혈

영향을 받는 산엽

。。액에산μLet 지치.-셔나업소배

·

。 g혜훌첼않싫쩔

。촬뿔}홍휩휠

gg했훌웰훨뇨잃

。蠻F률이

산성비

。

탈질

.

‘

훌앓쫓

。남북문제

휠똥과얄쏠쩍뭄훤뚫확 §셜훌훌짧체

깥량혈식

。남북문제

。擬
UNEP , F擬
AO 동융 중
i:심
~S으앓로

@강훨굶윌

뻐셰오t‘9←‘tu@ 샘껴「

。웰의
액슨항않유로조l깊션사고

Z。유마르엔풀해짧앙
뿔 73꿇1엉7縣
8조초약약혈((’872돼8)뿔)

。혔촬쏠조션
。。
후료L산업

。

선박

。식

r

。처화리학산유업해혜기물
。。;택영=
l씨↑(냉」
E·(8P
조
9
。
어
’
↑
0
)
1
알
5
으
l
이
청한
물질.
수
Z손훌해행배훨상議요구}고짧훌조
한 바첼초약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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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한 상횡하애서 우리는 지구환경문제를 다음과 같은 시각올 갖고 대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구환청문째는 우리에게 직접척언 피해률 추는 r 환경문제」라는 차원
의 시각

둘째. 지구환경문쩨는 φ 새로운 국째정치역학상의 돼판경쟁의 수단， @
왼빈국으로서 에너지수급상의

과헤.@ 국꽤협약율 통한 경제마찰.

At
무

역마찰 기술협력마찰 발생의 잠재요인이라는 r 환경문제외적인 차원」의
시각

2) 지구환경문쩨률 풀러싼 국제동향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정치 및 국쩨경제의 주요문제로 부각되변서， 국제사회
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율 위한 새로운 국제경제 규법을 창출하혀는 구체척인 옵
칙입율 보여 왔다.
환경문제가 칙구혼의 현안으로 부각되게 된 계기는 1972년 스록흘흠 유엔인간
환경회의로서 여기서 환경보호가 국쩨척인 강령이 되도롭 합의되었다. 이 때 채

택된 소륙흘름 션언은 현재 논의중인 지구환경협약의 기본헌장오로 據用되고 있
다.

유엔은 스룩훌름션언 칙후 지구환경문혜에 환한 종합조정기구훌서 유엔환경계
획(뻐EP.

'Uni ted Nation Evironmental

Plan) 율 셜치하였고， 지구환경 천반어iL환

한 총합판라체쩌l 룰 수립하기 위해 션언 20주년이 되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
회의 (UNCED.

United Natio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률 소

집하기로 합의하였다.

1992 년 6월 3 일부터 14 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혈린 유엔환경개

발회의는 지구보호률 위한 범언류척인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률
찾율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r 환경척으로 건강하고 지축가농한 개발 (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ent)J율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
으며， 환껑과 개발어라논 대립되는 두 개념사이에서 양자를 동시에 충혹시키는

구체척인 대안율 모잭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근본척언 북척이다.

20

냐. 지구온난화문쩨의 재요와 국헤동향

1) 지구온난화문쩨의 개요

지구온난화현상은 아산화탄소(CO2 ), 메탄(대4 ), 프혜온가스(CFCs)， 질소산

화물(NOx ), 오폰(03 ) 둥의 온질가스가 대기충에 누척되어 우주로 방출될 척외션
올 홉수 • 차단하여 대기종으로 재방훌함으로썩 지구의 대기옹도가 첨첩 상승하
고， 이에 따라 지구 생태계 천체가 파펴되어 깐다는 환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척 근거가 쩨시되고 있융에도 불구하고. 현채까지 이 현상의 원언， 파급범

위， 파급숙도， 지역별 표}급효과 풍에 대한 불확실생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둘 온실가스중 이산화탄소는 지구옹난화에

50" 이상 기여하는 중요한 온설

가스이며 CFCs , NOx 와 함께 대기잔류기간이 킬다.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는 에
녀 ;() 이용 및 생산， 삼립횡폐， 농업，

시벤트 생산융 비롯한 바에너지산업 둥이

았으며， 이중 에녁지 이용 빛 생산으로 인한 배출이

86"로 가장 큰 비충융 차

지하고 있다.

지구용난화문제는 원인물질충 가장 큰 기여률 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오존충
문헤에 있어 륙청 프혜옹 혹은 산생비 문제에 있어 SOX , NOx 둥과는 달러 에녀
져소벼와 벌첩한 판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쩨활동 및 국민생활과 칙결된다
는 점에서 여타 지구환경문제와 다른 륙정올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구온난

화문제 해결율 와한 정근윤 원인물철의 규쳐I 라는 총래의 환경문제에서
차원율 념어서 생각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와 에녀지소비와의

경험한
판련

생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에녀지수요와 그에 따른 이산화탄
소의 배출애 춧점이 모아지고 있다.

2)

지구온난화 관련 국제동향

지구온난화 방지률 위한 국체척 옴직암은 1972 년 로마크럽의 보고서 ‘·성장

의 한계”에서 지구온난화의 위험생이 지적판 이래， 1979 년 제 1 화 세계기후 회의
에셔 각국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섬착한 우‘려률 표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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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년 10월

(표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륙성

2. 1. 2)
온실가스

C02

다~4

53

50 - 200

온실효과기여도(，，)

NOx

CFCs

13

6 ....... 7

20

10

150

65 - 130

(1 980 - 1990)
대기잔류기간 (년)

화석연료연
소，삼럽별채

배출원

쌀경작
가축사홉

Biomass

농지경작

Burning

채팡， 천연 가스 이용
산업혁명이천 농도

280 ppmv

0.8 ppmv.

1990년 농도(증가율)

폈야mv

1. 72 ppmv
(US")

310 ppbv
(8")

280 pptv
484 pptv

21

206

12400-15800

63
21

270
290

4500-7100
3500-7300

(2 6")
분자당운난화강도
lkg의 GWP (20 년깐)
(1 00 년간)
(자료)

1
1

288 ppbv

0

I PCC Po Ii cymakers ’ S빼mary of the Scienti fie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 June 1990.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ppmv : p없‘ ts per million volume
ppbv : parts per billion volume
pptv : parts per trillion volume

(주)

필라하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쩍 연구결과를 정리 •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 온실가스의 배출억제대책을 축구하였다.
1988년

11 월

기후변화에

판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nmental ，. Panel. on

Climate 다lange : IPCC) 이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logical Organization :
WM이와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 Environmental Plan : 내EP) 에 의해 설립되
었고，

IPCC의 보고서률 근거로 정부간협상위원회 (lntergovenmental

Negotiation

Committee: INC) 가 만틀어지면서 기후변화협약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간협상

위원회는 그동안 5차례의 회의률 거쳐 1992년 5월 9 일 기후변화협약 초안율 최
종적으로 작생하였으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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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협약의 채택과 차후일정

종래의 지구규모의 환경문제언 산생비와 오존충따꾀 문제에 완해서 현상의
과학척 언식. 국쩌l 척인 여폰수렴. 조약의 조인 · 발효， 의정서의 조인 · 발효라는
효륨이 보였다.

이번 기후변화협약의 경우에는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초약조인에

상당한다고 불 수 있다.

이 조약운 현재 션진국에 대한 의루률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야 하는 첩은 용설가스 배출억쩨률 위한 톡자척인
PIe벌.e

& Review( 정책 - 대웅조치)률

먼져 강조되어

대웅초치를 책정하여

그

실시하는 것 뿐이라는 것어다. 구체척인 철

갑북표 풍의 셀정운 의무는 아나다. 초약에 의하면 궁국척언 묵표인 온설가스의
놓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r온실가스의 배출율 1990 년대 말까지 그 이션수준으

로 회귀하는 것이 장기척 배출경향율 수쩡하는 것에 기여한다J 는

것융 인식하

라는 명쾌하지 않은 표현이 추가되고 있다， 포 구소련 및 동구에 관해서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면 실질척으로 이률의 의푸는 변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일정에 관해서는 서명한 1557fl국중 50깨국 이상이 자국의 비준융 거

친후 비준서，

가입셔，

승인서.

수학서 충 하나률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보낸 후

90일이 정과되면 자동척으로 이 조약이 발효훤다L 현채로서는 1994 년경으로 예

상되고 있는데 1992년 7월 뭔헨에서 열련 서방션진국정상회답에서는 1993 년까지
기후변화협약올 비춘하고 1993 년까지 쉴천계획율 꽁표하자는 경쩨션언올 해팩하

기도 하였다」 협약여 발효된 후 l 년 이내 대옹조치 둥의 사무국에 대한 통보 ·

발효후 1 년내에 가입국 총회， 이후 매년 가입국 총회를 개최한다. 쩨 1 회 가입

국 총회에 있어서는 각국의 대웅초치에 대한 청책과 자금메카나츰의 약정율 하
지만 아마 이단계에서는 명가활 수 없기 때문에 늦어도 1998 년벌까지 캐최될 제
2회 가입국총회후에 채검토 • 개정되어 갈 것으로 예혹된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셔는 천술한 바와 잡이 구체척 절감북표와 수단에: 환해서

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방향으로서는 산생비와 오존충 파괴의

경우와 같이 공통 몹표 설정이라고 하는 의정서의 작생으로 진행될 것이나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셔 미국의 반대률 상기해 불 때 현재는 공통 북표의 책정은 실시
하지

않고 끝까지 조약의 가입국총회 논의 가운데서 대웅율 팩할 가놓성도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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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개발회의

서명국의 비춘

: 1557fl 국이 조약에 서명. 조인

: 50개국 이상의 비준서 퉁이 기탁

90얼 경과
초약의 발효

: 온실가스 배출억쩨률 휘한 정책， 대웅조치의 책정
(언식 @ 옹설가스 배출량올 1990년대 말까지 이전의
수준으로 희귀하는 것이 장기척 배출경향율
수정하는 것에 기여한다.

@ 선진국 중심의 의무로 규정， 개도국 및 구
소련과 동구권은 혜외퓨정 )
6개월 이내
제 1 회 롱보

: 각국이 수럽한 정책 • 대웅조치률 사우국에 통보
(션전국， 구소련 · 동구)

I 년 이내

페 l 회 가입국총회

: 쩡책 • 대웅조치를 발표합(션진국， 구소련 • 동구)
자금메카냐즙의 약정

1998면말 까지
쩨 2회 가입국총회

: 타당성 명가(각국의 정책， 대웅조치의 재검토〉
: 이후 매년 가입국총회 개최
: 쩨 I 회부터 4 년 이내에 자금베카니츰의 재검토와
척정한조치

개도국은 밸효후 3년이내 최초의 홍보

후발재도국운 당사국의 자유재랑으로 최초의 통보

(그림

2. 1. 0

기후변화협약의 개요 및 차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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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차후 급착스런 정책환경 변확로 우려에게 불러한

수준에셔 의정셔가 작생될 가농성올 배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다읍을 들수 있다.

‘

1

첫째， 향후 천세계척으로 에너지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가 첨차 강화될 옵
칙입율 보이고 있다.

률째，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셔 작생시 현재까지 어산화탄소의 배출올 창력

히 주장하댄 EC 및 일본의 강력한 추장으로 인해 온뀔가스 배출규쩨북
표 및 에녀지효율기준 셜청 풍 의무사항이 명시될 까능성이 있다.
햇째， 며국의 대롱명션거 결과 강력한 환경보호 청책융 표방하는 민주당의 클
렁번이 차가 대통령에 당션됨에 따라 환청청책에 있어셔의 변화가 예상
훤다.

4) 주요국의 쩡책동향

가) EC

EC는 지구온난화문제 륙히 이산화탄소 배출억혜에 판하여 얼환되게 r 선
전국의 룡일북표셜청」올 주장하고， 북표도 2000 년 이후 1990 년 수준으로 안정화
한다는 북표률 설정하고 있어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매우 척극척이라 헬 추 있

다. 측 봐학쩍 불확설썽이 있기는 하나 회북에 장기칸윷 요하는 현상의 방치는

위험하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논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어l ‘ :71 타 국
가에 대한 clem야lstration 과 국쩨수준에서의

촉매역힐율 수행하려 하파 있다. 이

률 위해 에녀지의 유효이용이 우션척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억쩨
외 에녀지 안천보장의 확보，

산업경쟁력의

강화，

가까운 환경문제의

해컬혹진

동에 도울이 된다고 생각되고 녔다.
그 대책으로서는

project ,

소위

시장경쩨률

EC 천략으로
이용한

ALTa댐. R&D계획인 !HERMIE와

그 내용으로는

에녀지/탄소세，

JOULE

에녀지절약율

그러고

위한 SAVE

대체에너지

계획인

풍의 께획이 없다. 륙히 륙정척언 에너지/

탄소셰에 관해셔는 그 목표로셔 이용자에게 경제척 • 심리책으로 강한 영향， 광
범위한 대상자. 지숙생， 시장동향， 대체에너지 개발 홉진， 세제 자체의 환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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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북척형으로의 지속적 천환 둥율 툴 수 있다. 다만 이 시장경제를 이용한 수
단은 에녀지절약으로 부혹한 부분율 보완한다는 성격아다.

또 이 에너지/탄소세(1 993 년부터 석유 I 배럴당 3 탈러률 부과하고 2000 년까지
매년 1 달러씩융 충가시켜 2000 년에 배럴당 10 달러의 에녀지/탄소세률 부과)의

륙징으로서는 연료의 한소함유량에 비례한 탄소세부분과 열량에 Hl 례한 에-녀.~l
철약세 부분과의 북합형(석유인 경우에 1 : 1)으로 어디까지나 EC천략의
(SAVE와 병행)，

인센티브형외 비교척 큰 셰옳，

세옳의 단계척 상승，

일부

세수의 각

국 일반재원으로의 편입과 소특세 감셰 둥의 방법에 의한 세수 충립성'. 에녀지
다소비산업으로의 정갑초치， 南厭에 대한 배려 풍율 툴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5월 EC위원회의 견해는 미국이나 일본 풍의 경쟁상대가 마찬가
칙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현재의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운 EC
칙역내의

남북문쩌l 와 산업의 국쳐I 경쟁력에

이 조약하에서

어떠한 대웅조치의

대한 배려에 의한 것이며 EC.로서도

책정을 설시해 갈 것인가가 큰 과쩨로 되어

있다.

나) 미국의 입장
、

미국은 지구용난화문제에 관해서는、 과학척 불확실성을 근거로 No Regret

Policy 축 온단화에 의한 악영향이 없을 경우에도 후회하지 않을뿐 아니라 산생
비 및 대기오염에도 유효한 대책부터 실시해 가려고 하는 신중한 자세를 취훼고
있다. 그리고-이산화탄소반이 아니라 기타 옹실가스와 식럽 풍도 포함한 포활척
언 접근(Comprehensive Approach)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척인 개념으로서는 시

장구초의 자윷생 중시와 정부개업의 억제， 륙 최대한 가눔한 법위에서 시장경쩨
척 인센티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륙정이다.

미국은 부시행정부하에셔 작성된- 기본

에너지정책으로서 r 국가에너지천략

(National 당lergy Strategy) J 의 실현율 우선으로 하고 었다. 포 1992년 말부터
1993년 초에 걸쳐 행동계획이 작생될 천망이다.. 국가에너지천략율 실시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2015 년부터 현재의 30" 증가한 정도로 안정화(전략을 설시하지 않
율 경우는 2030년에 80"까지 증가)， 프레온가스률 포함한 온실가스 천체는 거의
현재 수준으로 안정화가:가능하다고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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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녀지철약의 가눔생으로는 수요관리 둥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대책이 고려되
고 있다.

한소세에 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

해셔는 국가에녀자천략 외에도 거의 $2001 탄소론 정도의 탄소세가 필요하다고
추쩡되고 있어 산업에 대한 영향의 정도， 경제로의 영향， 국민생활에 미처는 영

향율 고려해 그 척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율 취하고 있다.
한연 1992 년 :n월 미국 차기 대통명으로 콜렁턴이 당선됨에 따라 상당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천망된다. 현재까지의 정보로서는 아직 차기 클링헌 행정부
의 쩡책이 어떠한 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 민주당의 당정이나 륙히 환경롱으로
알려져 있는 고어 차기 부통령의 과거 행보률 통해 정책걷깨률 가늠해 불 수 있

다. 우션 민주당운 환경보호에 있어 척극척이라는 사설과 고어 차기 부통령이
r 미국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 년 이후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표률 세워작 한

다. J 고 현 부시 정권의 지지부진한 환경장책올 비판해 왔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 얼본의 입장

일본은 에너지정책인 장기에녀지수급 전망과 지구온난화방지 행동계획

(The New'wth:21) 율 가지고 있다. 장기 에너지수급천망은 에녀지 경혜의 ，안정
생장， 에녀지 안천보창의 확보， 그리고 온난화문쩨에 대한 대웅올 묵표로 하고
았으나 최근 현실과 켜리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국책연구기관올 채연하여 저

구환경 현탑기관율 설립하거나 기존의 조직올 조정함으로써 별도로 지구환경연
구률 천답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방지 행동계획운 환경보천형 사회의 형생. 정책의 안정성장과의 양

립， 국제척 협조를 북표로 하고 2000년-이후 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향을 1990
년 수준으로 안청화한다라는 북표훌 세우고 었다.

이렇듯 션잔국률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은 수년칸에 컬찬

기후변화협

약관련 회의률 통해 착실히 준비되어 왔으며 또한 미국율 쩌l 외한 대부분의 선진

국들은 에너지사용량의 증가율이 미중에 그치고 있어 에녀지사용으로 언한 이산
화탄소의 배출량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션전국의 이산
화탄소 배출억제 혹표도 1990 년 수준으로 그러고 억제시점도 2000 년경 부터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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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3)
며。

국

EC 제국

선진국의 온실가스 안정화 및 감축약속 현황

대쌍가스

북

안청화

C02

2000 년

영

국

CO2

2005 년

톡

일

CO2

-

프랑스

CO2

표

삭

감

기준연도

대웅방안
‘’

1990 년

2005년

까감지축 2 5"

1990년
1987 년

-

2000 년발 l

인하당 2t/ 년

1990 년 5훨시부작터 C02

배출조철

C과02세배샤출스초템철을
고려위한
원자력발전율 증진

이

녀란l 렬
c

2000 년말

CO2
ι

cl
캐나다

합

C02

-

옹설제가스외
(CFC~.9.l )

2000년

까감축지 3- 5"
2005 년말

까감지축 20"

’ 89-- ’ 90 자세동
시차행세와 CO2 배출
년 명균

1990 년

E서CE표환명경( 장판회 합
)에
1990.5

1990년

원자력P발la천n을(19충진

Green Plan(1990.2)

미

국

모가든스·온설

2000년

얼

본

CO2

2000 년

1987이년하 새이로연운구충
대기청화법

수

1990 년

지구재생계획 체의

(자료) 1. 기후협약 협상대잭(안). 경제기획원 대외경계조정설， 199 1. 8

2. Proposals for International Response to Global Warming.
Atoms in Ja뼈n ， 1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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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기술자럽과 국제협력

원자력기술자럽의 의미를 단순히 원자로와 핵연료 기술개발에 국한하고 입증
된 기술만올 외국에셔 도입하여

천력옳 생산할 경우

단기척이고 경체척 측면

에서 보면 사용후핵연료의 recycling 보다는 once-thr。빼1률 택하는 것이 우위

성율 갖는 것은 분명하다.
원자력올 통한 에녀지자랍율 도모하는 것은 대외경헤 의폰도가 심한 우리나라

가 완천한 에너지의 자급자축 정책악 추전율 의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려나 자

원의 무기화에 대바하며， 타국에 의한 기술지배률 방지하고，

단기척 비상시에

충격의 완화 및 유연생올 유지합과 함께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의 필수단계률 염
두에 둔다면 핵연료추기의 천과정율 기슐척 혹변에서 자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고도 필수척인 것이 될 것이다.

션행핵연료추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율 기술자립한 상태이나 후행핵
연료주기의 경우에는 전무한 상태이다.
추기가 될 것이며.

따라서 가술자럽의 추진은 후행핵연료

이의 추진율 와한 헤반 활동은 국가척 차원에서 단계척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흡연은 불행하게도 원자력이 갖고 있는 명화척
야용과

군사척 천용의 양면생 때문에 원자력 민감기술의 경우

경쩨력올 통한

도입이 현째 불가능하게 되어 었다. 륙히 충요한 핵연료주기의 단계인 재쳐리
및 농축기술의 현황융 보면， 재처리기슐은 30여년 션에 입충원 기솔로서 경추로

핵연료에 대한 재처라는 이미 상업척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뀔정이며，

농축

의 겸우에도 10개국 이상에서 상용 내지논 연구개발에 심혈을 가울이고 있는 상

황임에도 이러한 기술률에 대한 첩근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 초창기인

1950년대 또는 1960년대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과정상 필요

했먼 핵연료주기의 모든 기숨이 연구와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며.
국쩨척 롱제도 없었먼 시기였다.

그러나 1970년 미국이 주도하여

엄격한

국제 원자력

교역에셔 핵확산을 방저하기 위해 핵공급국툴의 공통지침 채택올 북척으로 셜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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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원자력수출국 위원획는 미국.

료추기관련 핵물철.
하고 있다.

장비，

영국. 소련 풍 2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핵연

시셜 둥에 제동품목을 절정하여 원자력 수출통제률

또한 1978 년 셜립된 련먼클럽운 공식적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동

1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기술이천에 대한 안천조치와 사전동의률 요구하고 있
다. 련댄클럽이 정한 지침들운 원자력수출국위원회의 제동품목보다 더 광법취하
며 동 지침에 따르는 국가률 포함하면 1992 년 현재 2778 국에 이르고 있다.
한연

미국의 Nuclear Referral List는 핵폭발에 직첩 관련이 있는 핵물질，

장버외애도 간캡척으로 이용될 수 있는 품북율 포함하고 있으며
과

핵버확산율 이유로 통계하고 있다.

최근

국가안천보장

미국은 Nuclear Referral List률

법세계척 핵버확산체째의 일환으로 유도하기 위해 ”핵폭발 북척의 이충사용품북
에

관한 수출롱객~.회의룰 일본 및 유럽공동체 둥과 협력하여 개최하였으며，

1992년 4월에는 련먼클럽의 수출제동묵록에 야충사용품묵으로 확정 • 발표되었

다.

또한 1992 년 7월 부시대통령의 대량살상무가확산 방지대책 발표는 명화척 s

묵척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국가률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은 물
론 릅히 우리나라의 정우에는 사전동의핀의 발동와

lAEA

사찰강화 둥율 롱하여 .

원자력기술자럽 노력애 이중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의 륙쟁 기술은 정치외교척 결정에 의해 화우될 수도 있다.
자력 기출자립융 위한 사천단체호 국가안전조치체제의 보완구축，

그러나 원

원자력수출롱

쳐l 제도의 확립 및 원자력환련 법령의 개정과 보완 동 국내척 체쩨구축이나 국져l
쩍 신뢰생 체고률 위한 노력율 게울리하고 정치외교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

다면 국제척으로 톡자척

국민척

노선율 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합의률 통한 원자력의

국내척으로·

추진야 아년 만큼 많은 어려움율 겪율 것이다.

또한 기술외교률 퉁한시하고 청치외교적 측면에서반 추진하는 것은 과거 재쳐러
시셜의 도입실패얘서 겪었댄 것과 겉아 문혜가 야기되는 정우가 j 있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I뾰A률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원칙에 따라

원자력올 명화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으며. NPT 가입융 롱하여 I 뾰A의 전면안전조
치를 성설히 푼수하고 있는 둥 핵확산의 위험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올 확보할 수 없었먼 것은

기술활로의

민

방향셜정

과 국제척 신뢰생확보률 위한 얼관성있는 노력율 간과했기 때문이다.

1991 년 4훨말

한국과학기자를럽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수럽후 처음으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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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쫓많

핏뿔

2.

명화척 이용과 핵확산

가. 명화척 이용에의 헤약과 핵확산

원착혁의 명화적 이용율 제약하는 근본요인운 핵확산이며 주요 수단은 수
출통제，

안전조치 및 썽무협정 동올 률 수 있다.

런던크럽과

NPT는

핵무기의

개발. 양도. 개발지원 및 지원요청 둥율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농축， 채처리 동
의 민감기술과 관련시설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I묘A와 얀천조치협정 체결율 통해 핵물철의 계량관리.
검종， 봉인 및 캅시 동의 사찰이 수행되며
핀융

행사합으로써

통제，

민갑기술의 제3국 이천시 사천동의

핵확산율 방지하고 있다.

그러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북수부자의 침입방지와 태업 동에 의한 사고예방 풍 핵물질의 불러척 방호률 의
무화하고 있다.

야률 도표화한 것이 (그림 2.2. 1)과 (그림 2.2.2) 이며，

비확산의 기본책헤와 핵확산방지률 위한 주요수단울 나타낸 것이다.

각각 핵

이러한 얼

련의 규쩨를 롱하여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한편으로 원자력의

활동까지도 억제하는 역할도 하여
을 구실로 명화이용에

많은 개도국률은 원자력선진국틀이

명화적

핵비확산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으며 핵무기보유국과 비보유

국의 부당한 차별화률 혹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오히 려 핵무기 보유국틀의 핵
무기 수직확산과 핵군축의 부진함율 버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I뾰A헌장. NP1‘조약.

lAEA 천면안천조치，

런던크럽의

핵수출홍쩌l 치침.

한미간악 원자력쌍무협정 둥 어느 곳에도 원자력율 명화척으로만 이용한다면 이
률 규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없으며，

시하고 있읍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명

따라서 국쩨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향상되고 신뢰성율 확보한 연후에 원자력의 명화적 북척만을 위한 연구채발 및
상용화 노력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현실문제아다.

그러고 우리가 간과힐 수 없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일율 이루지 못하고 대치상황에

있는 우려의 현실은 원자력울 어떻게 효과척으로 안보와 연결하는 것이 최션의
방책인가도 중요한 것이다.

몇몇 국가들은 핵무기보유률 통한 안보의

추구해 왔음음 주지의 사설이며

정치외교척，

경쩨적 희생율 감수하연서

지로 핵무기개발율 도모하고 있읍도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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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국가의

핵비확산초약 (NPT)

국제원자력기구(I뾰 A)
。

원자력 명화이용 증진

핵공급션진국(련먼클럽)

‘----------------•

。

- 개도국 기술협력 지원
。

원자력 군사천용 방지

。

안전조쳐업무 수행

-

햄 -、i

최
핸
-

。
。

|

핵수출 제한 및 통쩨

-핵수출청책， 가이드
라인둥
핵활동쩨한 및 강시갑톱
핵비확산 페반활동의
공동보조

양국깐 원자력협력협정
,/

당

사

국

。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활동의 형화폭척 국한

。

lAEA 안천조치 수학 빛 이행

。

핵물질방호초치

o

기타 핵비확산관련 쩨반 의무사항 준수

위반시 핵공급 금지 및 국제척 제재조치 강행

원자력의 명화이용 록진， 핵무가에의 천용 억쳐l

(그럼

2.2. l)

핵비확산의 기본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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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핵개발금지

。

핵무기 개발.

。

혹은 지원요청 금지
농축. 재처리 풍 민감기술 및

。

관련시뀔 수출금지
핵시설 및 제반활동에 대한

및 수출홍쳐l
NPT 조약

쟁거위원회

양도. 재발지원.

1AEA 안천조치 수학. 핵물질
방호 풍의 의무화

련헌까이드라인

이중사 g 픔목 수출통쩨

안천조치

。

당사국과 I 뾰A 깐 얀천초치

。

협정 혜컬
핵물질. 계량판리， 홍제 및
확인겸중과 핵시셜에 대한

(Sa fe훌.lards)

봉인감시
- 핵무기전용 둥 목적와 사용
방지
- 손실핵연료의 척시탐지 회수

1AEA 안펀조치협정

핵활동쩨한
및 통쩌l

。

이천시설. 장비.

。

명화북척 활용 한정
- 핵폭발 이용금지
농축. 채처리 및 쩨3국 이천시

。

사건동의
1AEA 안전조치쩍용. 핵물질

원자력협력협청

기슐 동의

-방호;동요구

。

핵불질
방호

핵물질 및 핵시썰의 방호

- 공작원 및 불순분자의 척시
탐지 대처

。

핵물질방호협싹

(그림

2.2.2)

사내 불만자. 태업. 사고예방
1r=S「

빽버확산의 주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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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륙히 경쩨적으로 대외
의존이 심화되어 있고

외교가 중요시 되고 있올 경우에는，

대상이 되거나 국민경제릅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제척으로 지탄의

군비경쟁으로 상호멸망

의 걸율 선택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 핵확산에 대한 불질계량

핵확산방지률 북척으로 한 핵심기술의 이천에 제약율 가하는 핵션진국툴의

논리는 명화이용 목적의 원자력활풍이 군사척 천용이 가농하다는 것이다‘ 상용
시셜 위주로 원자력활동율 수행하고 있고 모든 원자력활동율 국제원자력기구 안
션조치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청우에는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자력의 빽확산운 U 235 의 고농축 또는 플루토늄융 핵무기 원료로4 천용하는
것으로 륙히 1974 년 인도의 핵필험 이후 원자력의 주요 선진국툴은 핵확산방지

률 위해 엄격한 홍째를 원자혁 깨발도상국률에 일방적으효 강요하여 왔다.

핵

확산 천용가능불질인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충 륙히 감사대상。l: 되어온ι 것윤
비교척 척은 버용으로도 핵무기쩌I초가 가능한 플루토늄야다.
기로의 천용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의 양은 25kg ,

얼반적으로

핵무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8kg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는 약 1"의 풀루토늄율 함유하고 있으며 손실랑이 없다
고 가정할 경우 동 플루토늄의 농혹도를 가진 1 론의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약 10
kg의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있다. 따라서 l ， OOOMWe 의 PWR운전시 연간 30론의 사
용후핵연료률 배출하게 되므로 재처리률 통해 연간 약 300kg 의 플루토늄율 생산
할 수 있게 된다.

Fissi Ie 풀후토늄옳 기준으로 할 경우

1, 000 째e 가압경수

로형은 약 16Bkg , 충수로인 C배뼈j는 약 300kg율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려나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원자력활동에
있는 국가에서는 핵무기로의 천용이 불가능하며.

대해

안전조치 대상으로 되어

원천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

늄운 (표 2.2.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품질이 혈화된 까닭으로 핵무기로의 전

용이 어려워 의혹율 불러얼으킬 만한 활동융 하지 않으면서 발천율 위한 활동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음 공쩡화지 봇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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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충수로 및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중 pu의 조성도

2.2. 1)

중수로 (gm/kg)

Pu 동위원소

경수로 (gm/kg)

.

Pu-239
Pu-240
Pu -241
Pu-242

2.4
1. 0
0.2
0.1

5.9
2.7
1. 3
0.5

합

계

3. 7

10.4

Fissile

합계

2.6

7.2

0.7

0.69

Fissile과

Non-

Fi ssile의 비윷

* 충수로의

연소도는 7 , 000 째D/때11 ， 경수로의 연소도는 31.000 째D/M'I‘U

다. NPT 명가회의 전망 및 대웅방안

1970년도에
조약 (NPT:

미국，

영국，

소렬을 기탁국으로 하여 발효한 핵무기 비확산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마1S )은 핵

무기비확산， 원자혁의 명화척 이용 증진 및 핵군축율 그 주요북적으로 하고 있

다.

뻐T는 그 불평동 성격 축， 핵무기보유 조약당사국과 비보유당사국의 의무

구분과

그 의무이행에 대한

판점 차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보유국수 증가 방

자에 기여함으로써 세계명화와 안천유지률 위해， 척어도 지금까지는，

효과척인

조약임에는 툴립이 없다.
명화척 이용과 군사척 목적
법

및 국가칸의 협정에

천용의 양면성율 지넌

의해

국제무역이

원자력

통제받는

분야만큼

산업분야는

국내

없으며」

NPT는 천세계의 원자력 관련 무역에 가장 기본적인 규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즙，

NPT가입 혹은 lAEA

명화척 목척을 휘한
천면안천초치

빛 I뾰A와의 천면안전조치

히 준수하고 있는

핵물철 및 기술이전의 전제조건으로서

수학이 보면화된

것이다.

협정체결 풍 핵비확산을 위한

개도국들에 대해 원자력션진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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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NPT 가입

국제척

의무를 생설

평화척 북척을 위한

원

자력· 핵심기술 :및

정보의 이천이 원활히

명묵으로 개도국들의

이루어져야 하며， 핵무기확산방지률

명화척 원자력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핀리가 참해되어

서는 안되는 것이다.

원자력 션전국과

I 뾰A로부터 시셜과 기술을

도입하여 현재 총 발천량의 약

5l>"훌륭 원자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I뾰A와

NP'I’ 가입

직후인

1975 년

10 월

천변안천조치협청올 체결하여 초약상의 의무를 생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압경수로와 중수로률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현실율 갑안하여 우라늄자
원의 효율척

이용율 록척으로 국제협력율 통한 Tandem

Fuel Cycle 관련 기술

개발에 제동이 컬리고. 실혐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재쳐리연구시설 도입이 취
소되는 것과 같이 병문화된 조약상 내용 이외에 우려가 쳐한
를 고려한 강대국의 쩡치척

다.

군사척 긴장상태

영향력이 더욱 큰 비충율 차지하는

이러한 정차외교척 장애요인율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외교척 노력으로

제거해 나가는 동시에 NPT 상의 의무를 생실히 수행하는 한편.
려률 주장 및 행사할 수 있도록

것이 현실이

하기 위하여는 각국

이에 명시된 핀

륙히 원자력

션진국틀의

핵물질과 시셜의 공급 빛 기술이천에 환한 입장을 파악하논 것이 긴요하다.
조약 당사국툴의

약의 밸효알부터

과

5년이

경과한

후에

명가하기 위하여 NPT8 조 3항 축，

조약당사국

회의가

조약천문의

”조

몹척

조약큐정이 설현되고 있음을 보충할 목적으로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해

서 페네바애서

개최된다.

로 기탁국청부에
회의률

의는

있다”에

NPT 발효후 매

9월

그 이후는 5년마다 조약당사국 과반수가 동일한 취지

체의함으로써

소집할 수

국간에

터

조약상 의무 이행올

근거하여

실시률 참토하기 위해

스위스

2,

3차

회의에

껴l 네바에서

이어

제 4 차는 1990년 8월

20 일부

개최되었다.
"1995년 이후

연계”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미국 퉁 서방국가간의 논란으로

하여 4차 명가회의에서는 최종문셔가 채택되지
가회의 및 1995년 NPT
그러나，

NPT 명가회

운용실태 명가률 위하여 초약 당사

제 4차 명가회의에서는 멕시코동 얼부 강경 버동맹 국가률의
NPT 연장-CI힘‘

동얼한 묵척의

NPT 명가회의가 개최된다.

5 년마다 조약 조항멸

개최되며， 제 I ,

14 알까지

조약의

못하였율 뿐만 아니라

언

차기 명

연장 결정회의 개최문쩨도 합의되지 못하고 혜확되었다.

명가회의 최종문서 (final document) 와 최종선언문 (final declaration)

의 채댐여부로

명가회의의 생왜률 가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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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조항멸 이행명가시

거

의 모든 사항에서

륙히， 원자력의 명화척

있었융에 비추어， 쩍어도

차기

이용과 관련하여， 합의점율 찾울 수

명가획의까지는

원자력판련 무역에 대한 지침

으로서의 현 NPT 체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NPT 쩨 10초는 조약발효 (1970 년)후 25 년이 되는 해에 NPT 연장결정 회의률 개
최한다고 규정하고 잊다.

NPT 가 핵바확산에 있어 종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NPf체쩨 유지 및 강화의 휩요생에 대해서는 모든 가입국틀간 공동인식이 형성되
어 있으프로

1995 년 이후 조약 연장기한 문제는 1995 년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

든

것으로

합의될

금지문제를 핵군축
국에

대한

천망된다.

다수의 비동맹국가툴운

설현율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깐주하고

핵무기 불사용에

NPT 연장에는

그러나

환한 국제척

NPT 제 10조상，

가입국의

6~ 정도가‘

조약가압국의

양보를 할 수

현재까지 4차에 컬천

참가하여 왔고 1995 년

참가가 사질상

차별척 성격의

연장기한 결청은 모든

의 과반수 찬성율 요하게 되어 있으며，

NPT

불가능시 되므로.

핵비보유

1995 년 이후의 NPT 연장 문제

는 상끼 2대 문제에 대해 핵보유국률이 어느 정도까지
탈려 있다고 불 수 있다.

있고

보장이 없는 한 현

반대 내지 소극척 입장암에 비추어.

전면 핵실험

있느냐에

조약 가입국

명가회의에 조약

연장결정

회의에

모돈

NPT 연장결정율 위하여는 이론

상 연장회의 참가국의 75-80" 가 기한 연장안에 환성율 하여야 한다.
머국 동 원자력

수출국툴운 원자력판련 물질

및 기술 수출시

수명국에게

NPT 가입 혹은 lAEA' 천연안전조치률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 NPT

당사국으로서

이와 갑은

발천 기술자립에 장애가

서，

논리적 천개 및

과 관련하여

조건윷

충혹시키고

확는 요인이 있다면.

있는

롱한 적극척 대웅이

우

명가회의

국익과 판련된 압장울

국이

함이 바람직하다.

외교적 경로툴 롱하여

것으로
밝히고，

예상되며，

NPT 에 보장된 권리 향유 측면에

필요하며.

NPT 연장회의의 경

작업분서 (working paper) 동으로 책출하

또한 NPT 연장획의 이전에 핵무기보유 당사

우리나라

그 기회에 우리나라

그 장애요인 제거를

핵비확산

부분율 예흡하여 객관적 사실에 기초률

둔 셜륙핵있는 자료째시툴

여 논의되도록

있음에 비추어 원자력

외교척 노력을 롱하여 극북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발생 가능성이

정

정부에

NPT 연장

원자력기술자럽에

지지요청을
장애가

위한 주장율 하는 것이 타당하며，

천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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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올

되는 사항을
이에 대한 사

국내기반 구축 빛 혜체갱비

3.

국채사회의 산뢰성율 쩨고하지 위해서는 국제정책 동향의 신숙정확한 파악과
대외교섭능력의
다.

확보.

원만한 국체판계유지 동의 외교척 노력율 결집하여야 한

또한 대통령의 원자력 명화이용에 판한 천명，

국제사회에서의

고， 국내기반 구축 및 체체의 정버룰 위한 노력은

신뢰성 쩨

상호 톱립척으로 수행되는

것보다는 묵표지향객이고 상호 유기척인 관체가 유지될 수 있도륙 결집훤 노력

야

경주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국가안천초치체쩨구축.

원자력법 및 시행령 개정.

현재

고 있는 원자력수출율 위한 통제쩨도 확립 풍 국내기반울 구촉하고，
원자력

개발초기에

야와 병행하여

통한 우리나라의

할 것이다.
상호평풍의

우리나라의 신뢰생융 계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휘

국가안전조치체제는

안전조치쩨체의

확 및 톡립성율 유지하는 것이

국가원자력개발

우리나라

얼방척으로 체결됐번 원자혁 썽무협정올 개청 빛 보완하며

국제사회에서

따라야 할 것이다.

대두되

정보천산화，

자체사찰기농 강화 동올

신뢰성율 확보하여 국내안전조치
필요하며 f

천학율 수럽하고.

원자력법 및 시행령의

이 천학에

그리고 원자력 쌍무협정의

활동의 활성
개정은 장기

척합하게 채정작업이

추진되어야

개정방향운 상호주핀 존중，

상호호혜，

국쩨협력 원칙하에 사천동의권의 완화 내지는 포활척 사천동의헤제

로 변환， 핵공급 보장，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퉁이 가능하도록 하어야 할 것이

다.
포한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책 동향의 선숙정확한 파

악과 대외교엽능력의

확보， 원만한 국쩨환계유지

풍의 외교척 노력율 결집하여

야 한다..!E한 대통령의 원자력 명화여용에 판한 천명，
생 쩨고， 국내기반구축 및 체제의 정비를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셔의

신뢰

상호 묵립척으로 수행되

는 것보다는 북표지향척이고 상호 유기척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휴 결칩환 노
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ι

‘、

•

‘

‘

가. 원자력 외교체쳐I 정럽

원져력 외교체제륭 구촉하기 위하여논 범푹가적인 차원에셔 추진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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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원자력협력과 외교정책의 유기적인 관계확럽，

산업체와 정부의 협력강화률

위해 (그림 2.2.3) 과 같이 가청 원자혁협혁 협의혜를 구성하는 것아 바람직하

며， 원자력위원회률 원자혁의 이용개발 그리고 안천에 판한 설질적인 확고 정책
결정기란으로 활생화하기 위해 상임집행기구로 초정하는 갖이 필요하다.

나. 국가안전조쳐체제 구축

국가안전조치체제는 안전조치척용을 위해 I 뾰A와 혜결한 협정의 제 7초， 제
31 초 및 32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으로 핵물철의 효옳척 환러，

사용이나 도난의 예방， 탐잭. 저지 풍을 위한 국가체제이다.

조치업무는 뻐I’.

lAEA

안철조치.

업푸수행율 하여 왔다.

불법적인

현재까져와 안천

쌍무협정 동에 있는 의무사항 중삼의 피동척

그러나 짱무협쩡에

따른 핵수출국의

I뾰A의 빈번한 사찰 동율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사천동의

요구와

동 쩨제의 신뢰생율 확보

하여 안천조치 활동의 활생화 및 톱립성율 유지할 때 국제협력 측면에서도 민갑
기술 확보률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안전조치쳐l 제률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정

된 원자력벨에 따라 국내 관련법령의 개정 및 정비，
및 확보，

안천조치 전담요원의

양성

안천조치 천탑부서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다. 원자력법 및 시행령 개정 및 보완

원자력의 빈갑기슐 확보률 위해셔는 국쩨협력율 강화하논 것이 훨수척이 ~l
만 국내의

법척 제도척

체제를 확럽하는 것이

천제초건이

된다.

우리나라의

법척 제도척 혜제률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션 국가 원자력 개발천략의
설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민감기술의

이후 이러한 국가 전략의

연구개발 및 사용후핵연료의

일판성

장기척

있는 추진율 위해

재활용이 필수척임을 원자력법에 명셔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라. 원자력 수출통쩨 쩨도 확럽

우리나라는 최근 원자력산업의 활생화로 국제원자력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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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으로의 잠재척 농력율 갖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야러한 원자력산업의

성장에 따라 원자력수출시 필요한 법령 및 큐칙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핵확산 방지률 위한 국제척 노력에 일조한다는 의미와 국가의 신뢰성 제고측면
에서도 충요한 의미률 갖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법 제 106초에 수출입 쩔차에 대해 과기쳐 및 상공부 장판과 협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만 서술됐을 뿐 세부척인 수출대상，
검토과정 및 핵확산위험 명가 동 일련의 규정률이

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간， 조건，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큐

따라서 각 부척간의 의견올 수렴하고 초정하여 법명

올 개정 및 정비하고 수출승인율 위한 절차를 큐정하여야 한다.
세계 원자력시장의 흐름울 예의 주시하여야 합은 불론，

수출통제논

대캐도국 진출율 위해

정부주도의 유연생율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 원자력협정 개정 및 보완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원자력협정의 경우 산업기반이 휘약하고 후진국
당시에 맺어진 것으로

원자력의 명화척 이용보다는 큐제 측면이 강조된 수출국

워주의 불명둥 협정률이다.
현재 우러나라의 원자력 산업기반이: 성장하였고，

원자력 선진국으로 발돋옵

하논 만큼 국가적으로 불이익율 초래하고 있는 협정의

재명가와 개정 및 보완

이 필요하다. 원자력협정의 개정 및 보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호주핀의 존
충，

상호 호혜의 원척， 상호 평동의 원칙 및 국제법 원칙과

따라 협정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쩨협력 원칙에

또한 공급보장여 명시되어야 하며.

천면안천조치를 받아 틀이고 있는 만큼 국가안전조치체제의 확럽을 천쳐1 로 한

사천동악판의 포촬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힐 것이다.

바. 종합작 유기체제와 민감기술 확보

원자혁 먼캅기슐 확보를 위한 구체척 방안은 국가안천조치헤쳐l 보완구축，
원자력업 및 시행령 재정 및 보완. 현재 대투되고 있는 원자력수출율 위한 풍쩨
쩨도 확립 동 국내기반율 구축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초기에 얼방척으로 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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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쩨협혁융 통한 먼감기슐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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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l 발

결됐먼 원자력 쌍무협정융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국제사회에

서 우리나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
에셔의 신뢰생율 쩨고시키기 위해셔는 국제청책 동향의 신숙정확한 파악과 대외
교섭놓력의 확보 및 원만한 국제관계 유지 둥의 외교적 노력율 결집하여야 한
다.

또한 (그럼 2.2.4) 에셔 보는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에 대한 최고정

책결정자의 재천명.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생 쩨고， 국내기반구축 빛 체제의 정버
률 위한 노력은 상호 톡럽척으로 수행되기보다는 록표지향척야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결집된 노력여 경주되어야 한다. 이률 취하여 관련조
직， 기술개발 빛 인력확충에 대한 의식의 천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당변하고 있
는 환경속에서 원자력 민감기술확보라는 북표률 달성하기 위해 모든 활동이 상
호 유기척인 관계률 유지하며 통일된 전체로서의 하나로 최대의 효과성이 추구
확어야 힐 것이다.

4. I뾰A률 통한 국제척 산뢰생 제고

원자력 기술자럽 및 원자력의 효과척 추전과정에서 예견되는 국쩨척 제약요인

틀에 대한

총체척 사천대비의 일환으로서 국제척 신뢰생 제고의 출발점인 lAEA

에서의 활동이 요구된다.
국제적 신뢰생 쩨고노력운

로 진출.

I뾰A에서의

발언판 확대와 I뾰A의 션진이사국으

lAEA 직원진출 확대. 상주대표부 쩔치. 사무총장 진출， 총회 개최 .풍

울 통하여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진하여야 하는 바.

이률 위해서는 I뾰A에서 실철척인 기여률

이는 곧 분담금의

확대률 의미하게

UN에의 가입 동율 통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은 국제무대에서
나.

I뾰A에서 션진국과 개도국사이의

과거에

비하여

많이 제고된 상태이

조정자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담금의 확대가 필수척이라 할 수 있다.

가.

된다.

I 뾰A의 연혁과 국체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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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UN

책 8차 총회에서

이용율 제창한 이후

벨지옵，

캐나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원자력의

1954 년 및 1955 년악

프랑스，

포루루갈，

UN총회 심의룰 거쳐，

남아공，

띠국，

명화적

1955 년 호주，

영국 동 8개국이 기구 규정

안율 기초하고 1956 년 2월 27 일부터 워싱턴에서 개최된 127ft 국(상기국가들에 소
련，체코，

인도 및 브라질 포함} 기구큐정 기초회의에서 구체척인 규정초안이 J 작

성되었다.

1956 년 10월

터 9 개월 후인

헌장이

lAEA

81 개국이 참가한 UN총회에서 승인되었다.

1957 년 7월 29 일 헌장이 발효되기 위해 필요한

이로부

회원국수인

18

개국과 기타 8개국이 비준함으로써 공식척으로 UN조직하의 자치척 정부간기구로

서 I맨A가 발록하게 되었다.
재

1958 년 68개국에 불과했댄 회원국수는

1167~ 국으로 증가하였으며.

1992 년 현

또한 1958 년 4 백만달러에 불과하먼 여l 산도 오늘

날에는 2 억탈러에 탈하고 있다.
원자력의 명화척 이용혹진을 통한 전세계의

원자력의

명화， 보건 및 번영율

증진하고

군사척 천용억제률 북쩍으로 설립휠 lAEA눈 국체연합의 다른 기구와

는 탈리 자체의 헌장과 이사확훌 갖는 자치 기구이다.
가 UN헌장에 기초하여

I뾰A는， UN의 타전문기구

경제사회이사회만율 롱하여 UN과 l 개의 제휴협정율 체결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UN총회와 안천보장이사획

및 경제사회이사획와 충북 환

계률 맺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UN의 전문기구는 아니다.

57조 1 항의 낀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계분야에
서로 정한 바에 따라 낼리

.1묘A는 UN헌장 쩨

있어 ι 그 기본적 문

국제객 책임율 지고 있는 것끼에 해당하므로 실절켜

으로는 천문 71 구라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세계정치 빛 군사분제와 힐첩한 발체가
있어 경째사회이사휘‘ 뿐만 아니라，

UN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직첩 보고를

하도롭 되어 았다는 첩에서 타천문기구와는 다륜 고유한 성격율 지니고 있다.
I뾰A는 기술원조 및 협력측면과 기타 륙별한 관계 떼분에

UN

산하기판률과 밀

접한 환체률 유지하고 있다.

UNDP 와는 기술원조 및 협력측면에서 판계하고

으며，

개최된

UNEP와는

1972 년

Environment" 이후 벌첩한

’ Stoc납101m

Conference

유대판째가 유지되고 있다.

on

the

있

Human

에EP는 또한 쳐I르노빌

사고후 I뾰A가 시작한 ’방사능 물질의 누출에 대비한 협력계획 및 이행율 위한
기구간 위원회”의 회원기구이기도 하다.

이

위원회의

회원기구는 대EP외에

때DRO， UNSC돼R. ECE와 UN 전문기 구로 FAO , ILO , WMO 빛 WHO 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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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뾰A의

국제야론물리센타는

때£seo와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모나코연구소

는 에닮co 빛 에EP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Seibersdorf 연구소는 FAO와 공동운

영하고 있다.

WMO의 따S는 핵사고시 조기홍보협약에 의거 I맨A회원국들의 용신

망 역할율 수행하고 있다. IBRD와는 공식척으로 협력협정율 체결하고 있지는 않

으나， 에너지부문의 투자문쩨률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다.
맨A/OECD와는 1960년 9월 30일 협력협정융 체결하였으며， 황범위하고 깊이 있
는 협력관계가 원자력의 많은 분야에 컬쳐 유지되고 있다. I빠A와 NEA는 양가완
샤이의 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고위급 관계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T1 atelolco조약에 의해 셜치된 OPANAL운 1972년 10훨 3알 발효된 협력협정에

근거하여 I뾰A와 관계률 맺고 있다.

Tl atelo1co 초약은

가입당사국률이 IAEA

와 척절한 안천조쳐협정율 체결하도록 큐정하고 있다.
패RATOM 과 I뾰A는 각각의 큐청과 현장에 명시된 많운 기농툴이 동일하며 풍동
의 북척율 갖고 활동하고 있는 기구률이다.

창셜회원국이며，

륙히 기술분야에서 IAEA 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때EA와는 협력협정을 쳐l 결하였으며.

능은 크게 명화이용 혹진 기능，

체연구.

EURATOM 의 가입국 모두는 I뾰A의

1975 년 9 월 26 일 발효하였다.

lAEA 의 기

연구개발 및 이용촉진율 위한 원조사업

과학기술 정보교환 혹진. 보건 안천상의

기준작생

빛 척용，

및 자

군사이용

억체 기능 및 안천조치제도의 수럽 및 운영 풍을 툴 수 있다.

나. I뾰A와 우리나라간의

협력

우리나라와 IAEA 간의 협력은 I 뾰A 가 창설되가 두해천인 1955 년 스위스 께
내바에서 개최된 제 I 차 원자력의 명화이용 국제회의에 참가시부터라고 할 수 있

는 바.

이 회의는 I뾰A의 태통율 훔진한 회의였고. 우리나라는 대표 3 명올

견하였다.

1957 년 I뾰A가 창설되자 곧 lAEA 어l 가입하여

파

1957 년 10월 계 1 차

IAEA 총회시부터 한국대표단이 파견되었다.
I뾰A에셔의 초기활동은 소련 동 일부 공산핀대표들이 우리나라의

대표권에 대

한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대비 풍 정치척 성격의 활동이 주류률 이루었다.
1974 년 북한이

I뾰A애 가압한 이후에도

남북한간의

정치척

한편

대립운 여천하여.

1980 년 쩨 24 차 총회에서 북한의 수석대표 박홍규는 기조연설을 통한여 총회의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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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판계없이 아국율 중상모략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였고，
석대표는 의사진행발언율 통하여

북한의

정치적

이에 대하여 아국 수

발언을 규탄하였으며，

북한은

아국의 반박발언에 대하여 다시 발언권울 얻으려 의장에게 긴급요청을 하였으나
묵살당하는 동의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해외연수 사업은 1956 년부터 착수되었으며.
에 의한 훈련생이 큰 비충을
보였다.

처옵애는 국바

차져하였고 점차 외국원초자금에 의폰하는 경향율

1956 년부터 1976 년까지 20 년간 우리나라가 원자력분야 해외연수를 시

킨 수는 약 450명에 이료며，

이중 I뾰A자금에 의한 연수생이 철반에 가까운 약

200 명어i 달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연수는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 접어툴면서

더욱 확대되었으며，

초기의 해외연수분야는 원자로 공학분야의 해외연수가 있

71 는 하였으나 주로 방사션

및 동위원소 이용부문이었고

원자력발전기술

.:E.는

핵연료주기관련 기술의 해외연수는 일천한 상태였다.
한편，

우리나i! t논 I뾰A 창설이후 1957 년，

1985 년. 1987 년 및 1991 년 풍

총 8번에

1965 년，

1973 년，

한국，

필리핀，

베트남.

북한，

1981 년，

컬쳐 이사국에 피션되었으며，

1979 년 제23차 총회에셔 이사국으로 한번 픽션된 바 있다.

중국.

1977 년，

국동지역에는 일본.

몽고 동 7개국이 포함되어

일본과 중국은 당연직 션진이사국으로 분류되어

북한은

있으며，

이중

있다. 우리나라는 극동지역 대

표이사국과 3채 지역아 윤번하며 이사국으효 피션되는 윤번이사국 풍올 통하여

이사국애 션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 "'.'

개도국충 원자력사업율 가장 생공척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로

명가받고 았다. 또한 국쩨기구의 활동에 우리나라의 착극적 참여률 기대하고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션진국의

때력윷 앓어가고 있으며，
면 해당국가해서는

정우 I뾰A예산동컬로 I뾰A에서 근무하는 것이

후진국씌 경우에는

관련 천문가률 I 뻐A에 따켠시키

그렇지 않아도 부축한 천문가가 더 부축하여지므로 20년 가

까이 건셜 및 운천겸험올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관심융 기울이는 것이다.
lAEA 가 우리나라에

지원한

know-how 의 이천에 관한 것이며.

운천에 관한 인력개발이

깊이

기술협력의

약 85"가

이중 안천검토，

있게 지원되었다.

인력개발

안천분석，

한편.

및

기술적

운천충 검사 빛 시

lAEA 창설 다읍해인

1958 년부터 현재까지 lAEA 션회원국중 수원액 측연에서 우리나라가 8번째어l 해

당되어 공여국이기보다는 아직 수원국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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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

의 원자력활동이 활발하다는 면율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원자력 핵심기술도

입율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공여국으로의 천환이 빠를 수록 좋
다.

다. 국제척 신뢰생 제고률 위한 I뾰A내에서의 활동

I뾰A내에셔의 정치척 균형문쩨에 대하여，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동서

대결에서 화합과 대화의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으며， 톡일 및 예벤의 통

일과 동구원의 개방화 물결에 따라

러시아， 중국은 물론 대부분의 동구핀 국가

률이 사상문제에 더 이상 큰 쩡치척 비중율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

쩨척인 기술푸대언 I뾰A에서 정치척 문제애 큰 비충율 두어서는 안휠 것이다.

이러한 이념의 장벽에서
부각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가진 나라와 못가진 나라라는 혹면이 참차

따라서 이러한 천환기률 원차력기술자립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션진이사국 잔출

lARA 이사회는 정책수립기구로서 당연직 션진이사국 13개국， 지역션출이사
국 207ij 국 빛 울번이사국 (Floating Seats) 2개국 동 총 35개국으로 구성되어 없
다.

현째 헌장 제 6조의 천면개정 및 수정작업이， 우리나라률 바롯한 극동지역국가
률의 개정안 제출없이. 완료되어 확정되면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국동지역

회원국들의 이사국 진출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척으로 쩨한받게 되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개정 및 수정안이 확정된 후에는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야 제안하는 것이 가농하게 됨에 따라 현채의 재정 및 수정작업에 척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동지역이 불리하지 않도롭 새로운 제안율 하여야 한다. 륙히 우리나

라의 입장은 원자력수출국으로의 부상，

민감기술의 확보 및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쩨에 대해 발언뀐울 강화할 필요생이 점차 빈번해철 것으로 보여 당연직이사
국으로의 진출노력이 철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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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장 개청안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책택될 경우，

이는 국제척 신

뢰성 쩨고，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의 간접척연 활용 및 일련의 원자력 기술자쉽율
효과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벌컬융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lAEA 션진이사국으로 진출하가 위해서는 lAEA 이사회에 대한 정확

한 연식과 lAEA 창셜초기부터 모든 회원국툴의 란삼대상이었던 이사회관련 조항
때 대한 수정 및 개청의 역사척 변천융 면멸히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사회 구생에 대한 나릅대로의 다각척 분석율 몽하여 션전이

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추진천학과 제안율 준비하는 체계척인 노력이 요구된
다.

한편，

쩨 34 차 총회기깐충

Hans Blix

사무총장과

쳐 장판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I뾰A션진이사국

진출과

미국대사 둥과의 면탐애서 우리나라의

Kennedy

관련하여
과학기술

션진이사국 찬출의 탕위성융 역셜하고 이률 위한 헌장개

정셔 지원율 요청하였다.

이에

Hans Blix

사무총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

장 째6죠의 재정올 위한 실무작업단에서 한국의 역할증대률 요챙하였으며， 미국
흡운 한장개정에논 반대하지만 I뾰A사무국이 기준융 설정하여 한국이 10대 원자

력션진국 서열애 틀어갈 경우 션전이사국 찬출이 가농힐 것임올 표명하였다.
따라셔 현재 진행충언 헌장 쩨6조 천면재정올 위한 실쭈학업단에서 우리의 의
견제시와

각국과의 비공식첩촉옳 용한 분위기률 유도하여 나갈 수;있어야 하

며， 궁극척으로

헌장깨정시

우리가 작성한 헌장깨정안이 최종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칙간첩척인 노력이 요구된다.

2) 직원진출 확대

우리나라의

P직급 이상 I뾰A직왼 진출현황운 안전조치부 직원 3명융 포함

하여 청규직원이 4 명이고， Cost-Free 당pert 2명으로 총 6명이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대 I뾰A 칙원수준은 현자력발천 수준에 비하여 상대척으로 낮은 편에 숙
하고

있으며，

이는 직원진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껏율 보여주고

진출직원의 확대률 위해서는

첫째로

I뾰A에서

있다.

개최되논 각종 훈련과정에 않

은 인원을 파천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부터 적극성율 보여주
는 정부의 판심과

Cost-Free

당pert 풍의 찬·출올 위한 재정지원 둥도 검토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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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확대하는 방안율 수럽하는 것이 훨요하다.

륙히

Cost-Free Expert의

파견운 I뻐A에서 척극 장려하고 있는 만픔 여건은 좋은 편이다.

따라서 중장기

척으로 고도의 천푼기술지식과 외교척 역량융 갖춘 인력양성율 위하여도 칙원
확대를 위한 제반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lAEA률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에 직원진출이 필수불가결하며， 륙히 고위직
에 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충요하다.

아칙까지 우리나라 인사로서 사푸차장

여상의 직위애 임명훤 척이 없음은 주지의 사설이며， 정책기획얼이나 사무차장

굽 고위직에

공석으로 인한 진출할 기회가 주어진다변

척극척인 교섭활동율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3) 상주대표부 셜쳐

I묘A는 그 륙성상 고도의 기술외교가 요구되며， 정치나 경제외교와는 탈리

과학기술협력에 춧점율 두고 션진국과 동둥한 입장으로 외교률 천개할 수 있는
무대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 선진국율 포함한 40여개국이 주오지리대사판

포는 영사관과 별도로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lAEA환련 업푸는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얘서 답당하고 있

으며， 철철척으로 과학기술처소속으로 파견근무롤 하고 있는 과학관 1 명이 모든
업무률 탑당하다가 1991 년 총획천 9월 이사회부터 외무부 참사판 1 명 및 1992년

9월 이사회부터 안천기술원소숙 1 명여 보완되어 있는 상횡이다.

우리나라는 점

차 lAEA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뿐만 아니라 각국과의 개별협력을 통한 국제원
자력계에 그 영향력율 중진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추후 원자력 핵삼기술

의 도입 확보에 필요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원자력 정세의 변화률 주시하

면셔

져l 약요인으로 착용하고 있는 푼쩨툴율 완화 또는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국내에 원자력 외교천탑부서의 신셀과 함쩨 대사급 대표부로서 I 뾰A상

주대표부의 설치가 요구된다.
측면융 고려하여

상주대표부는 륙성상 기술척인 측면과

외교척인

주오스트리아 대사관과 별도로 과기처 빛 외무부 직원으로 구

성하여 전문척인 외교활동율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엔나에

IAEA

상주대표부를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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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가존의 주오스트리아 대사환과 함

께 비엔나룰 국쩨과학기술협력 창구의 천잔기지로 활용활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동·셔 화해푸드률 활용하고 일반외교의 걸립둘융 과학기술외교로

극복해 나간

다는 방침 아래， 미국· 얼본· 캐나다 둥 기폰협력국， 영국· 프랑스· 서톱 둥 유

렵중심국， 러시아 • 중국 · 헝가리 동 동구핀 및 공산핀. lAEA 풍 4 대축융 활용하
여 다각적인 과학기술외교률 천개할 것율 발표하였다.
는 우리나라의

이사국 암기만료 이천인 1992 년말부터

상주대표부의

셀치시기

1993 년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척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lAEA 상주대표부 쩔치는

헌장깨정안 제훌후 환현업무룰 수행혈 탐당초칙흐로

써 우리나라가 션진이사국으로 진출훌}는대
대되며 사무총장 진출.

I뾰A총회 개최，

중심척인 역힐율 이행할 것으로 기
지역션출이사국 진출 및 사무국 고위

칙 진출 동 일련의 노력파 칙결되어 었다.

4}

사무총장 진출

사무총장윤 4 년의 암기로 이사회에서 지명되어 총회의 승인율 얼어 임명되

는 기구의 수석행정환이다.

사푸총장은

을 지는 만큼 그 괜한 또한 충요하다.

1957년부터

어서 1961 년부터 1981 년까지

기구의 활동에 대하여 책입

1957 년 기구의

장만이 그 직올 수행해 오고 있는 바，
댄 Sterling Cole이

직원임명，

창셜 이후 3명의 사무총

초대 사무총장에는

1961년까지

미국 하원의원이었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

Sigvard Ek l und가 5번 연엄한 이후 1981 년부터 현

재까져 스웨멘의 외무부장환율 역임한 없ns Blix가 사부총장으로 활동하고 있
다.

한편. 1990년 제 34차 총회시 휩리핀이

총회와제로 ”사무총장 임명에 관한 큐

청과 청책 (Rule and policy on'the appointment of the Director General)’을

상정하변서 과거 I맨A의 사푸총장이 션진국에서만 션옳되었는 바， 없ns Blix의
암기가 종료된 후 공팽한 지역객 배분원칙에 의해 개도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

사무총장 입명시 경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융 주장하였다.
필리핀이 제출한 결의안의 골자는 기구의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단지 션전 2개
국에서만 션출되었으며， 이는 헌장 헤 7초에 최대 연암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이라고 지척하였다.

따라서 기구의 사무총장은 4 년 임기로 두언까져만

51

연임할 수 있어야 하며.

할 것임윷 피력하였다.

사무총장 선출사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이 결의안은 이사회가 제 35차 정기총회사 총회에 그 이

행현황율 보고힐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 34차 총회사 77그룹회의의 지지를

얻어 총획 천쳐l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우리나라 인사의 사무총장 진출은 우리나라의 위상제고와 함께 헌장개정시 정

보파악 및 간접지원울 롱한

우리나라 헌장 개정안이 채택되어 선진이사국으로

진출힐 수 있는 중요한 역할율 담당힐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우리나라 인사의
기구 고위직 진출율 도모할 경우 직원임명권을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만큼 상당
한 영향혁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총회개최

5) IAEA

IAEA 총회개최에 관한
면.

헌장상의

완련조항은 쩌IJ5조 A 항으로서

이에 따르

”총회는 총회가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의 본부에서

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총회에서

소집된

비엔나 이외의 지역개최를 결정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과꺼 버벤나 이외의 지역에서
정기총회가 일본 동경에서.

총회가 개최된 경우는 4 번이며.

1972 년 제 16 차 정기총회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1976 년 쩌~20 차 정기총회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기총회가 인도 뉴렐리에서 개최된 바 있다.

경올림픽을 롱하여 2차대천 침략국의
임을 보여출과 함께 일본기엽의
를 통하여 원자력션전국으로의
을 위한

1965 년 제9짜

원자력연구·기술개발을

그러고 1979 년 제 23차 정

이중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64 년 동

이미지률 해소하고 명화률 사랑하는 먼혹

국제화를 가속시켰다연.

1965 년 IAEA 동겸총회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 원자력의 명화척 이용
추진할 수 있는 국내외척 신뢰성율 제고시켰다

고볼수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경우

끊임없는 도천과 시련율 묵북하고 천쟁의 폐허위에서

원자력을 본격척으로 착수한지 30 여년만에 원자력계의 최대무대 유

치를 도모하논 것으로 지난 수세기동안 인류가 추구해 온 산업사회의 성장에 따
라

생태계 균형의 따과와 지구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머지않아 한계에 직면하게

휠 상황에서 원자력을 롱한 새로운 버견의 제시와 함께 21 세기률 향한 도약의

52

계기률 마련하기 위해

IAEA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바랍직하며

성공척 개최와 1993 년 대전 세계박랍회를 통한

진하는데는 어려옵이

없울 것으로

예상되고，

잠재력율

88올림픽의

갖고 있어 개최률 추

세계 각국도 환영할 것으로 사료

된다.

IAEA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휠 경우，

이률 롱하여

개발모텔울 쩨시하고 발천의욕과 희망을 고취시키며.

개도국틀에게는

원자력

션진국틀에게는 셰계명화

를·휘한 조화의 광장올 쩨공할 수 있다. 또한 세계속의 한국의 억량율 과시하고
왼자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의 제고률 도모합과 함께

롱한 세계원자력계에서

원자력문화의

한국의 대외척 위상을 제고힐 수 있으며.

정착

동올

원자력 핵심기

술자럽울 앞당지며 과학기술의 전흉율 도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울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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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

가. 원자력정책

1991 년

2월 20 일 발표된 2010 년까지의 장거에너지정책에 의하면 석유의존

도의 억제 (2010 년 시첨에서 찍유수업의폰도률 40"-4 5"의 현수준을 유지 ),

에녀

지효율화， 규제완화에 의한 애너지시장의 활생화와 에녀지수급 양면에서의 체제
강화책과 환경푼제해결방안(원자력발전의 가속화，

펀연가스lc1 ean coal 기술의

개발동의 에녀지효옳화정책)으로서의 종합척인 에너지 기본전략율 쩌I 시한 바 있
다.
원자력분야에서는 차세대형원자로의

개발촉진(정척안정성융 높인 차세대로

2호기는 1995년까지 노형승인 예상)과 설계표춘화!원자력의

발천원가를 최대한

113까지 캅소)， 원천건설인허가제도(고준위폐기불 쳐분시셜 둥율
션정과

위샤한 입지

원전건셜에 따륜 인허가제도의 대폭척인 감소)의 근본척인 개선 퉁이

주요과제로 다루어지고있다.

나. 원자력개발과 체제

현행의 원자력개발 환리쳐1 쩨는 원자혁법. 에녀;;t1 생성립법 (1974년) 동율 근

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기초척인 연구개발과 우라늄농축 사업은 ooE.

원자력의 규제분야는 NRC 가 각각 담당하고
명화이용， 우라늄농축，

었다. ooE 의 원자력연구개발 기능은

핵무기생산 둥 랑범위하다.

주로 그 운영은 대학과 기업

에 위탁하고 있다.

1989 년 4 웰 NRC는 원자력발전소 인허가에
하는 최종큐정올 만장일치로
셀할 원자핵발천소의

승인했다.

인허가률 위하여

대하여 좀 더 간편한 절차를 적용

이 큐청에 의하면

USNRC는 앞으로 건

건설허가와 운천허가의 분리허가가 아닌

하나의 종합척인 안허가를 발행한다.

미국 에녀지생 (ooE) 의 초직도률 살펴보면 (그림 2.3.0 과 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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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차관

환

연방에녀지큐쩌l 위원회

부장관
판방장
중소영세기업활용부

청 문， 심사부

에너지

체약심의회

정보청

I

의회정부깐 I I 쩡책안천 I I 법률 I I 국쩨분제
문쩨밤당

차환보

I
I

I 감찰총판

I 환경담당 I I 고문 I I 에너지탑당

I 차관보

I I

I

I 차관보

r ---I
에녀지

.:%B 생

절약

에너지

답당

담당

차관

차관

대리

대리

원자력

탑당
차관보

(그림

화적

애녀지

국방

경쩨

총무

민간

에너지

연구국

계획

규제청

담당

방사성

차관보

폐기툴

담당

답당

차관보

차환보

2.3. 1)

미국애녀지생(DOE)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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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리국

잖력청

다. 원착핵발천

미국의 원자력발천 현황과 원자력발천 시셜율 알펴보면 원자력발전비울이

운천중인 원자력발철소률 기준으로 총 에너자 발전비율충 21.7"률 차지하며， 이
용률 또한 66.1"로 비교척 높은 변에 숙한다. 원자력발천현횡융 운천충언 원자
력발헌소 기준으로 살펴보면(표 2.3. 1)와 같다.

{표

미국의 원자력발천현황

2.3. 1)
분

구

내

용

원자력발천비율

21.7"

원자력설비용량

99.757(MWe)

원자력발전소기수

’

원자력발전용량

105.998;()OO(kW)

왼자력발천량
。l

용

112

606.391.000.000(k 맑)

윷

66.1"

라. 핵연료추기 및 방사성폐기불

우라늄은 채창，

정련 및 변환올 포함해 전량

만깐기엽이 공급하고 있으

며， 당분간은 공급상의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ooE가 국방용 재쳐리공장
않는다.

Clinch

5개소률 소유하고 있지만， 상업용공장은 존재하지

River중식로의 취소와

1982 년 방사성폐기불정책법의 시행에서

미국의 빽연료주기정책이 once-through에 의한 것임을 알수 있다.

미국의

고준위방사생폐기불 척분장

얼청은 1983년

효. 1985 년 OOE가 쩨 1 쳐분장의 3개 입지후보지를

가 뻐R시썰의 1 깨소 이상 건설융 연방의회에
장의

입지후보지률

연방의회에

핀고.

방사성폐기물정책법 발

대통령에게 핀고. 1985 년

져l 출.

1987 년

대통령이 제 1 처분

1989 년 NRC 가 쩨 I 처분장의

청， 제 2처분장은 1992 년 1 월에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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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

건설허가 결

농혹시설은

DOE에서 환장하벼 농축방법은

기체확산법오로 연간 19 ， 200론

swu률· 생산하고 있다.

2. 일본
가‘ 청치척 배청

1) 쩨 2차대전 천의 연구
세계 유얼의 현폭 피해국인

얼본에서도 2차대전 종료전에는 원자력연구가

핵분열의 군사척 이용올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1930년대때 大北帝大. 大置홈大

와 里化훌훌1f~所에 크로프트 활른 가숙가가 셜치되고 사이클로트본올 완생하였

으며 고숙충성자에 의한 우라활의 핵분얼현상에 대한 연구가 해군과 京大률 충
심으로 비공개리에 찬행되었다.

2) 미군청하의 원자력연구
천후 대얼점령군사령부(GHQ)는

1945년 9월 원폭판련 보도룰

분리 및 핵분열생물질의

대량 분려훌 위한 연구률 금지시켰으며

도 허가를 얻도륙 하고，

里빠，

股大와 京大에 었던

쩌1 한하고 RI

훤폭피해 조사

사이클로트론율

파펴하여

원착력연구는 암혹기에 률어겠으나 일부 과학자나 정치인운 명화척이용율 위한
원자력연구의

필요생을 역설하였다.

3) 마일강화조약 체결후의 웰;;c.}력연구개발 재개
이 시기에는 미소 냉천의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야 우호국이 되어 원자력

재발에 휴러한 환경이 초생되었고， 학계와 정치계의 노력으로 원자력연구 금지

의 명분화 방지에 노력하였고， 학술회의률 중심으로 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정

쩨가 오히려 학계롤 션도하여 원자혁연구개발 기반청，비에 우션척으호 노력하였

다.

여러한 가운데 미군정이 파가하였댄 사이콜로트론(里흙， 置大， 흙大 퉁) 률이
다시 건셜 운영되었고， RI 가 미국으로부터 계숙 수입되었으며 1953년에는 의료

용 Co 60이 대량으로 추입되었다.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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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미군쩡의

과학연구

꺼I 악

정책

펴l 지로

국립도서환이

PB 보고서 (publication board repor‘ t) 룰 수입 • 공

개하여 일본 과학기술자률에게 충격율 주었고 완자력연구에 대한 환심이 높아졌
다.

4) 원자력예산 책정과 형화이용 3원칙
第5題龍호 사건을 천화위북의 계기로

하여 1953년 3월 2 일 보수 3 당은 원

자력예산 2 억 5천만 앤율 통과시켰다. 개진당의

나카소네가 그 추역이었는데 학

계로서는 커다란 충격여었다. 학계에서는 처음 이 예산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
으나 후에 오히려 『원자혁 3원칙」옳 낳는 자금이 되었다.그러하여 1954 년 4월

학술회의는 원자력개발에 공개 자주 빈추의 명화척이용 3원칙율 천명하였다.

‘ 5). 원자력 3법
초당파척으로

구성된

원자력합동위원회가

〈원자력기본법> <원자력위원

회설치법> <총리부셜치법 일부 개정〉울 기초로 검토하고，
월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안윤 ·1955 년 12

이들 법애서 원자력 명화이용 3원칙이 재천명되고 원

자력위원회는 영미식의 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자문기구로 하였고， 그

결정-은l 깨

각총리대신이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 원자력 이용개발을 위한 기본혜제
를 갖추었다.

6) 자주척、빽연료주기 결정
1950-1960년대에는 동력로의 수입율 우선 추진하고 1956년 최초의 장기계

획에서 유망 원자로로 고속증식로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우라늄자원 이용률 쩨

고라는 같은 맥락에서 1962년에는 연료펀환비가?높은 신형천환로 개·념이 주몹

되었는데 그후 『동력로개발칸담회」에，논의률-집충하여 고숙중식로와: 신형천환로
병행개발 및 륙수법인율 설립하여 정 • 산 • 학 • 연의 인력과 자금율 투입하였다.
1967년 動力홉 按혔料開發專業團이 설립되었으며.

1977 년 4월 고숙증식로 실험

로 r 常陽 j 이，‘ 극 원형로인 r 폰쥬」논 1993년 임계 도탈 예정에 있으며， 또 1978년
3월 산형천환로 원형로 r 후겐」이 완성되었다. 채처리에 관하여는 1960 년에 정책

결정하여 1977 년 9월 동해채처리공장의 운건올 개시하였다.

농축사업은 1959 년

핵연료천문부휘에 농축소위.원회 7h 설치되고， 원자연료공사에서 15ι-;20 년내 놓

축 퓨산화‘랐휠율 결정하였다. 원심분리기술 개발울 시침으로 :l96q년대애 경수

58

로 노형이

년 8월

주력화됨에 따라 里빠과 鳳흙이 가스확산법 연구룰 수행하였고

원자력위원회는 動力훌

1972

훌훌檢料關훌훌훌業團율 중심으로 원심분리법에 의

한
농축율 국가척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절정하여

INFCE

인정율 거쳐 1982 년 3월

시혐공장 운천에 률어갔으며 1992 년 3월 27 얼 본격 초업에 들어가 일본의 핵연
효주기는 일단 완생되었다.

나. 사회 • 경제척 배경

에녀지자원은 부폰 절대량이

타 션진국에 비해 매우 척어 해외에 의존하

는 볼안정요인올 안고 있으며 에녀지

수급구조 역시 취약하여 청제발천과 국가

안보에 불안청요인야 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 기반면에서는 연구비 인력 륙허풍록 건수 둥에서 철대퓨모로
는 미국에 휘지고 있으나 경쩨큐모률 갑안하여 보면 연구비 투자

동에서 대둥

하다.

반도체재료，

세계에서

일본이

Bio-technology ,

우위률

렵하고

있는 분야로서

광공학 및 로붓트 분야가

초전도，

있고 노벨상 수상자률 5 명 배출하

였다.

그리고 왼자력안천생 및 경쳐l 생혹면올 살펴보면 완자력발건에 관한 안철생
실척운 션진국 중에셔도 매우 우수하며 에녀지자원이 빈약한 일본애서 원자력의
정쩨성운

우수한 운천셀척과 값싼 연료버로 인하여 타 발천원가보다.우수한 것

으로 명가되고 있으며.

이 경제생에 대하여는 반원자력계에서도 이의률 쳐l 기하

는 경우는 드물다.

다. 원자력환련 법령

원자력에 관한 기본법요로는 완자력기본법여 있으며 여기서 원자력 펑화이
용의 3원칙이 큐청되고 있다. 조직법으로 원자력위원회 빛 원자혁안천위원회설

치법，

일본원자력연구소법. 동력로 • 핵연료개발사업단법이 있다. 규제법으로는

핵원료불질. 핵연료물질 빛 원자로의 규쩨에 판한 법률과 방사생동위원소 풍에
의한 방사션장해방지법 및 방사선장해방Al 의 기술척 수준에 관한 법률이

있다

(우리나라애서는 완자력법에 이 3개 법의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원자력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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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장법으로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완한 법률이

있고

최근에는 체르노빌 사고 동의 영향으로 국경율 냄어 타국에 손해를υ 준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가 국내 국쩨적으로 관심을 률고 있다.

천원개발촉진과· 업지대책

율

위한 법률(소위 電홈3法)로는 천원개발혹진세법， 천원개발촉진대책륙별회계

법，

발천용시셜추변지역정버법야 있논데， 이에 의하여 북척세률 징수하여 륙별

회계로 유입시키고 천원개발의 원활화와 천원다양화연구 동에 루입한다.

라. 원자력행정쳐I쳐l 및 원자력기관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개발 빛 이용에

관한 정부시책 동 원자력에

환한 추요 사항에 대하여 기획 • 섬의 • 결정하며， 원자력안천위원획는 원자력의
연구채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안천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 · 섬의 •
결정한다.

과학기술청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연구개발

션 이용율 추진하고 핵연료추기시셜 동의
자원에너지청을 두어

안천규제흘 수행하며.

원자력발천계획올 수립하고

및 방사

통상산업생은

원자력발천소 건셜 운천에j

관한 안전규쩨률 행한다.
일본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연구 퉁옳 종합척 효윷척으로

수행하고 원자력개

발올 위하여 필요한 연구룰 수행하며， 그 이용혹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56 년
셜립되었다. 1991 년 현재 2천명이 냄는 직원과 1000 억엔(1 991 년 996.9 억 땐) 정
도의 예산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動力훨

校혔뼈關훌훌훌훌業團은 고속증식로 및 신형1천환로의 개발.

핵연료물질

의 생산， 재처리 및 보유 또는 핵원료물질의 탑팡 채광 션팡율 계획적이며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67 년 설립되었다.

마. 원자력발전 현황

1991 년 12월말 현재

운천중인 원자력발천소는 41 기 3323.9 만 kW이며 10기

1048.8만kW가 건설춘배충에 있으며 운천중 빛 건설(준비)충안 원자로를 노형별
로 보면 GCR( 가스냉각로) 1 기.

BWR

29 기.

PWR

23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 劃力盧

越It料觀훌훌훌業團에는 신형천환로 원형로 r 후겐 j 과 고숙증식로 원형로 r몬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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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바. 분야별 기술개발 현황

1) 현자로기술

가) 정수로기술의 재량 표준화
1975년 -1985년간에 꽤 1 착，

2차. 3차 계획율 셜시하여

기기 시스템은

물론， 노심율 포함한 풀랜트셜계 천쳐I 툴 대상으로 일본의 자력기슐에 의한 신뢰

생

가동률 입지효율의 향상.

(A-BWR)의 깨벌어 추진되고
셜치되어 기촌

종업원 피폭의 져감율

뢰하는 깨량형경수로

있다. 또 1987년 4 월 r 경수로고도화추진위원확」가

정수로의 고도화 추구와 차셰대정수로의 명가 검토， 중소형 경

수로의 초사 검토， 고연소도연료，

MOX

연료악 명가 검토 둥이 추진되고 있다.

나)고축충식로

고속증식로는 벌천에

사용원 이상의 핵연료률

로로서 우라늄자원옳 최대한 이용할

사용하는 획기척인 원자

수 있어 핵원료자원 문쩨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장혜 원자력발전의 주류가 힐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설
험로 「뺨陽」은 1977 년 최초로 입계 도탈 이후 계숙하여 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기슐데이터와 훈천경험율 순초로이 축척하고 있다.

월

원형로 [본쥬 l 는 1983 년 5

원자로껄치허가률 받아 1992 년 암계도탈. 1993년 상업가동 예정이었으나 핵

연료쩨착상의 문쩨로 인해 5개월 정도 칙연될 것이라고 PNC에서 발표하고 있다?
설중로는 현재 얼본원착력연구소와

훌b力빼 • 接혔料關훌훌훌훌團 둥에서 개별

종인 바. 90년대에 기본사양옳 결정 ·

착공하는 것으로 하여 60-80만kW의 3루프

형이 전문부회에서 승인된 상태이다.

다}신형천환로

신형현환로 (ATR) 는

일본이 사용후핵연료률 재처리하여 얻는 풀루토늄과

회수우라늄의 척극척 이용율

북표로 하여 자력개발을 추진하고

그 원형로 r후겐」 은 1979 년 3월부터 본쩍훈천을

있는 것으로

개시하여 대체로 순초롭게 운

천되고 있으며， 풀랜트시스탬， 기기 및 혼합산화물연료의 생농과 신뢰생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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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천실척의 명가를 행하고 있고. 이 성과를 반영하여 실충로를 홉훌縣 下:U:
都에

1993년 4월 착공， 1999 년 3훨 운전개시률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라)핵용합로

현재 연구충언 핵융합장치는 자장폐쇄방식과 란생폐쇄방식(레이져)이 있

고 과학기술청. 통상산업성， 문부성에서 함께

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위원회

에서 종합척 추진 및 연락조정율 꾀하고 있다.
JT-60운 1975 년 설계률 개시，

1985년 4훨 운천율 개시하여 1987 년 4훨 임계

플라죠마 조건의 북표영역에 도달하고 1991 년 7월에 충수소실험율 개시하였다.

2) 핵연료기술

핵연료관련 분야에서는 핵연료가공사업만이 산업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우
하늘쑥촉， 재처리 분야에서도 민간에 의한 사업화계획이 급숙히 진천되고 있으

며 지금까지의 연구생과률 이용하여 환민이 긴벌하게 협조하여 핵연료사업화를

생공시카기로 되어 있다.

챙삽현의 토지조생이 1988년 종료되고 일본원연산업(주)이 r 우라늄농축시설」
공사에 톨들어가 1990년 1 월에는 주요 건물의 건설이 완료되고 2 월부터 원심분리
기가 반입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2년 3월 27 일
조업개시하였다. 그려고 매년

150톤

SWU/년의

150론 SWU/년의 놓력으로

큐모를 증설하여

최종척으로

1 ， 5oo론 SWU/년의 규모로 한다는 계획으로 alj 후반의 1 ， 900톤SWU/년.의 증칠은
1995년부터 개시되눈 째 2기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圖山厭 上훌홉村에 動力빼

核1&￥}關훌훌훌業團이 건셜한 r 우라늄농축 원형

플랜트j 는 1989년 5월 제 l 기분/제2기분윷 합하여 200폰SWU/년의 농력융 가진 원

형플랜트가 천면 초업에 틀어값다. 한편 動力뼈 • 核檢fl 關훌훌훌業團은 1979 년

pilot plant 의 운천에 들어가 11 년간 농축도 3. 3% 우라늄울 51 톤 생산한 후
1990'건 3월 운전율 종료하였다.

pi lot plant

의 성과는 원심분리기의 고성능화，

플랜토 운현환러기슐의 축적 동이며. 동해우라늄재농축 실험율 '89- ’ 90 양년에

갤쳐 실시하였다.

1991 년 5월 원자력위원회는 매

5 년마다 개정하는 장기계획

예비척 검토률 행하여 원자력발천 큐모와 사용후 핵연료 재쳐리 풍 핵연료사이
쿨의

개별 프로젝트률 수정하였는데，

대량으로 소비하는 고속증식로 (FBR) 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얻은 플르토늄울
실용화 시기률 2020-2030 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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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생기는 현행 계획의 퀘도수정율 하였다. 민간 재처려공장의 건셜 착공 조업 시
기도 연기되었다.

3) 방사생폐기물 관리기술
저준위방사생폐기물로서 봉입 드럽롱율 철근콘크리트 방벽

내에 늘어놓고

간격 사이에 시벤트계 충천재를 주압하여 철근콘크리트 옆개를 씌우며 방벽 주
위에 벤트나이트 혼합토률 엎으며， 3 단계에 컬쳐 약 300 년깐 환러한다.

고준위방사생혜기물로서 유리고화체는 안천하게 져장되므로 일본에서도 유리
고화체의 강화. 봉업 안천생 확인 둥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냉각을·’휘한

저장에는 청삽현 및 북해도에 시셜건설 계획이 되어 있고 안천심사가-수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고준위방사생폐기물의 지충처분은 지금까지의 r 유효한 지충션정」 단계률 같낸

현재 動力뱉 接r&料開훌훌훌業團율 중심으로 지충처분 기술의 확럽율 북표로 한
연구개발. 지질환경 동의 타당성 초사률 실시하고 있다. 장수병핵종. 유용원소
률 분리하여

장수명핵총 !£는 비방사성 핵종으로의 변환처려. 유용원소의 유효

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고준위방사성폐기불 처분의 효율화， 유용원소의 투자

화률 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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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협關훌훌훌業團. 국립시험연구기관 둥에서 연구가 잔행되고 있다.

더우기 경수로의 공학척 안천연구에 대하여는 국제협력율 척극척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일본이 충섬이 되어 ROSA-IV 계획

동율 추진하는 한편. DEeD/Halden

계획. OECO/’fMI-2 원자로 압력용기초사계획 둥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1991 년 이후 추진하여야 할 연구과제를 정러한 새로운 원자력시설 동 안
천연구 연차계획(1991 - 1995) 이 확정되어 연구가 추진되게 되었다.

5) 방사션 이용기술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툴 트레이서로 하여 생리생태연구
시비법 농약사용법의 깨션과 농업용수의 흐륨해색에 이용되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아쿠치바르 트레이셔법에 의거. 해양 영양염류의

해양생태계

내에

셔의 분포와 이동 풍율 밝히는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방사션에 의한 품

종개량이 농업생툴차원연구소 방사션육종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공업분야에서는 방사션의 고도이용얘 관한

연구， 기농，생 고분자재료의 깨벌，

배연 • 배수처리 풍의 자원 유효이용 환경보전에 관한 방사선 이용기술의 연구개

발이 시행되고 있다.
또 방사생동위원소률 이용하여·오염물질이

1

생물에 비치는 영향의 해명 동융

추진하고 있고 의료용 방사션원으로 이용되는 카드륨 153 동의 방사성동위원소
쩨조기술， 카리효흐르늄 252률 이용한 온라인 분석 동 RI 아용기술애 관련된 연구

개발어 사행되고 있으며 충성자 라디오그라피에 의한 버파과검사기술에

관한 시

험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포지토론 cr가

설용단계에 이르고 있다. 포지트론

환자에게 루여한 단수명 RI 에서 방사선율

cr

장치는

검출하는 것으로· 인혜 내부의 단:충상

을 얻는 것이므로 뇌. 섬창 동에서 대사 및 기능의 화상진단을 자능하게 한다.
방사션치료에 대해서는 암의 유력한 치료방법으로 X션， 감a}선 빛

전자션에 의

한 치료는 이미 설용화되고 있지만 방사선에서는 치료효과의 j 한계가 았으므로

현재
대하여

생물효과가 눔운 숙중생자션，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는 약 2， 247 건에

달하고 있다.

선량집중생이 뛰어난 양자션에 의한 치료에
1989 년 12월 현재 숙충생자션에

또한 1987 년부터

의한 치료

방사션의 학종합연구소에서

중입자션 이용율 획하여 종업자션 암치료창치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64

6)

원자력 기반기술

연구로

빛

JRR-VJRR-4

r 탄헬반데그라프 J. 각종 가속기률 이용하여 노물

리. 핵불러 동 기초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기초 생물학，

과학분야의

압상의학 둥이 활발하게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링그사야콜로트론이

초충원소의 탑잭율 하고 있다. 또

연구되고 있고 里化뽕新에서는 중이옹

1986 년에는 주가속기로

세계 최고 성능의

환성되고 그후 천단 가속기로 1988 년말

AVF

형 입사기를

완성하여 핵반웅 기구 해명과 초충원소 생성 동의 연구에 이용하고 있다.

원자력용 재료기술얘 대하여는
륙성 규명，

마이크로 레벨의

의 재료화학 반웅 제어，

내방사선 재료， 방사선져감화 재료의 창조와

재료 해석 명가 시행， 원자력 북합 극한환경에서

원자력용재료 Da ta Base 구측이 기술과제로 각 연구기

란에서 수행 중애 있으며 원자력용 인공지농기술에 대하여는
둥울 지원하는 시스탬올 갖춘 플랜트를

인간의 운천 보수

중간 북표로 하고 궁극척으로

단 헤어률 시행하는 자용형 플랜트률 북표로 지농 베이스 시스템기술.

자기판
정보수

집， 처랴기술. 로보트기술， 시률레이션기술， 밴머신 인터페이스기술 둥이 기술

개발과제로 되어 있고，

원자력용 레이저기술에 대하여는 동위체 원소 동의 분

리， 례이져 계측 분석 동의 원자력용 레이처 웅용기술，

고출력， 파장가변， 고

반북 동 원자력의 웅용에 필요한 레이쩌기술， 레이저 품리， 화학이용기술 동 원

자력에의 새로운 이용가능성율 부여하는 레이져기술이 전자기술종합연구소，

화학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소.
다. 또 방사션

훌b力빼· 核혔料關훌훌훌業團 동에서 실시되고 있

리스크 명가 져감화 기술에 대하여는

동. 생체내 대사， 거동해석

이

방사성핵종의 환경중 거

기술에서 피폭선량 명가기술， 발암. 발생장해， 유

천척 리스크 동의 방사선 러스크 명가기술，

발생원인 회피제거， 생물학적 져캅

화기술에서 방사션 리스크 처감화 기술 퉁이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의학종합연구
소 둥에서 개발되고 있다.

사. 원자력정책

1) 정책목표
원자력기본법과 1987년도

원자력개벌이용 장기계획

가에너지 security 확보라는 기본목표 아래

살펴

보면 국

창조척 과학기술의 육성과 국제사

회에 대한 공헌에 종점을 두고 이률 위한 설행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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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율

목표로서 안천확보， 자주적

핵연료주기의 확칩， 신형동력로의 개발과 플루토늄 이용와 확립， 션도적 프로펙
트의

추진. 기초 및 기반기술의 확립 빛 농동척인 국체대웅올 정책몹표로 하고

있다.

2)

기술재벌천략
1950 년대 이후 소위 hitchhike

천략율 션택하여 선진국이 막대한 연구개

발바룰 루자하여 생취한 결과률 비교적 척은 예산과 인력으로써 기술율 홉수하
고자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모방과 국쩨협력율 캉화하여 왔다.
1980년대 이후에는

자주척 기술개발 쩍량울 갖추고

성공하고 APWR , ABWR 율 민간주도로 개발하였으며，

경수로 개량 표준화에

Mechatronics 기술활용에 의

한 자동화률 도모하고 농축 재척리 실용화기술융 개발하여 미래동력로 개발 건
셜. JT-60 , 핵융합실험로， JOVO. MONJU , 고숙충식로 설중로와 신형전환로 원형
로

ruGEN.

설충로 뼈A의 개발 건설에 박차률 가하고 있다.

3) 원자력개발이용 장기계획
일본의 원자력정책 집행은 국내외척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 5년마

다 수청 • 보완되는 원자력개발이용 장기계획에 설절척으로 기초하고 있다.
원자력위원회(후에 설치된

원자력안천위원회와 함깨)가 중섬이 되어 장기계

획올 결정하고 있는데. 1956년 원자력기본법

성럽 후 마련한 제 1 차

장기계획

율 시작으로 1992년에는 혜 8차 장기계획이 작생된다. 제 8차 장기계획에서는

i)

일본외 국제사회내 위치률 고려하고 ii) 고숙종식로의 설용화 문쳐11 iii) 플루토
늄 이용시대률 위한 청책구축에 추안율 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장기계획의 륙징으로는 제 1 차 계획율 근간으로 점차 세분화 • 구처l 화되
었다는 점， 원자로형 선청에서는 고숙충식로가 자국의 사정에 가장 척합한 것요
로 판단하여 그 개발에 정책북표률 일관되게 맞추고 있다는 점，

장기계획 개

정시 시대상황 빛 주변 여건에 따라 농동척으로 유연하께 대처하고 있다는 참을
지척할 수 있다.

4) 원자력쩡책 결정의 륙성
일본의 원자력정책 결정에 었어서 그 륙성율 살펴보면 다읍과 같다.

첫째. 원자력 집행이

원자력개발이용 장기계획을 중심으로 얼관성 있게 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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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계획에서는

원자력의 비견율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

둘째， 원자력이용채발과 환련한

정책개발은 원자력위원회률 중심으로 일원화

되어 있고 원자력위원회는 정부와 톡립적 관계에 있다.

세째， 정부가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율 폰충하도록 법척으로 명문화하고 있으

며 정치판은 원자력정책에 대한 의견에

관하여 원자력위원회 결정을 폰증하여

통얼된 북소리로 지원하고 있다.
넷째， 원자력정책율 국가 에녀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다섯째. 원자력을 둘러싼 챙책환경에

대웅하는 데에는 정부와 만간이 얼치

단결하여 노력하고 았다.
여섯째， 원자핵채발 천략은

국쩨협력 추진， 기술도입，

행정체제 구축， 기술조사단 파견(정부， 산업계} ,

연구개발과

국산화 및 기술자립 추진(기반기술 확

보}， 톡자척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의 추진이라는 수순으로 국제정세에 효과척으

로 대웅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교 있다.

3. 프랑스

가. 원자력현황

프랑스는 운천중인

발천소외 용량변에서 세계 2위의

을 국가척 차원에서 척극척으로 추진하고 있다.

력발천소는 56기로 용량은
한 프랑스는

고유의

N4

Series 의

Series 는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프랑스의

수 있는혜 최초의

N4 271 가

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차대대원자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핵연료

이

추진에

원전개발

1990 년말 현재 가동충인 원자

5 ， 578 만kW ， 건설중인 것은

PWR 인

국가이며.

6기로 830만 kW 이다. 또

박차률

가하고

있으며.

N4

know-how 가 총 집결된 결정체라고 할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후숙기에 대한 부지정바 작

rpWR 2000

프로젝트」의

연구업무를 수행

주기기술의 확립을 위해 1976 년 원자력청 생산국

톡럽하여 핵연료공사 (COG해A) 를

설립하여 핵연료주기산엽의 중삼역할을 담

당하게 하였다.

R&D 현횡율 보면 원자력프로그랩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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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개발부문은

Framatome ,

Edf , 않A 풍

3개 기 관이 맡고 있으며 • 연구개 발비는 CEA , EdF , Framatome율 모

두 합해서 l 년에 15 억프랑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는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설계
및 건셀에 판련되는 안전문제는 거의 해결된 갯으로 칸주하여 주로 가동안천성，

사고결과 완화， 그러고 원천유지 안철 중 륙히 원천 수명연장 연구에 중점울 투
고있다.

프항스의 주된 연구내용은， 이상 혈수력 연구， 노심부상 관련연구. 격납용기
안천생 연구，

방사농누출 명가연구，

증기발생기 살협， 고숙중식로 안전생연구

둥이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고숙충식로 개발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서 휴일하게

상업규모의 고축중식로률 건껄 •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천량이 크게
중가하는 추세률 보이고 있다.

1991 년도 프랑스의 원자력발천량은 3130 억 k께1으

로 총전력생산량충 원자력발천항의 비율은 7~로써 매우 높은 수준이며， 완전의
명균가풍율은 72'J'로서

국내수요가 7.~ 증가하였고 천력수출운 534 억 kWh로써

17" 충가하여 세계 최대의 전력수출국 지위률 계숙 견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핵연료회사 Cogema 와 톡일의 우라늄회사인 Urangeselschaft mbH가

제휴하게 되었으며， Urangeselschaft는 호주， 아프리카， 북미 둥의 !여러 팡산에
참여합으로써 세계 우라늄업계에서 충요한 역할율 하고 있다.
r

프랑스의 국영잔력회사인 EdF에 따르면 치난해 EdF의 해와천력

120억프랑에 이르러

힐， 스위스，

13. 1"의

수출증가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며.

이탈리아에 대한 전력수출이

현져히 증가하였고，

수출실척이

륙히，

영국， 쭉

프랑스에서논 원

천의 발펀단가가 가장 져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원자력 정책

프랑스의 원자력기술 수준은 셰계최고의 수준에
1

있으며 천력생산， 핵혈이

용연구. 방사생동위원소의 이용 동 원자력 명화척이용과
통한 국방력 충가에서도 원자력이 중요한

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싹 70"에

더불어 핵무기제조를

역할율 하고 있다. 총발천량증 원자

달하며 1960년 핵폭발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l 강

력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원자력정책이 성공한 여건중 하나

가 국민의 원자력 지지로 언한 끊임없는 일관된 원자력정책의 결과이다.
주로 원자력 정책은 정부주도의 개발헤쩨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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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럽，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율 중

심으로 원자력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원자력청. 원자로 제조는
FramatolJle사.

발천소 훈천은

EdF',

핵연료주기는 원자력청과 핵연료공사가 담당

함으로써 국립연구기판과 국영기업율
며，

중심으로 한 깨발체제를 확립하고

핵연료 주기의 단계척인 기술확보률 위해 원자력발현의

인 차원에서 해팡.

우라늄농축，

있으

계획수랍에 국가적

핵연료의 성형가공 및 재치러동 핵연료 주기 및 관련활동과

플루토늄 이용을 위한

고숙충식로 개발울 궁극척으로 추진하고 있

다.

대롱명

해외원자력정책관련협의회 (CSPNE)

수상뉴~산업. 우전관광성

회

원

성

회

위

원

간

설

기

샌캡

안
공

각 시
정 본 사

챔챔핸

썩택

쳐。

원

챔

써

국

차.

뿔

지
너
에

뉘

y 가스천기석탄국

]공업총국

원자력시설안천부

(그림

2.3.2)

프랑스의 원자력 행정조직

프랑스의 개발정책의 륙징은 자본과 기술을 분리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율 다른 유럽국가에셔 조탈함으로써 자금조달과 기술개발의 양면에서 위힘을 분
산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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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원자력개발혜제의 륙정율 살펴보면，

EDF -CEA-COG 따뻐의 강력한 지도체채

확립，<2> 정부주도의 원자력개발계획，@ 원자로 농축 및 재처리.

트훼어 둥의 ;수출산업화.(4) 원자로，

엔지니어링，

핵연료， 소프

핵연료 서어바스 둥의 자본과

기술의 국산화，@ 톡자척인 연구개발 체제 정럽과 척극척인 루자，@ 원자로에
서 가압경수로，

고숙로，

핵연료주기.

폐기불 사업분야의

분리 ，(J) 사업분야별

산업체혜의 집중화 및 체열화 추진으로 현문업체 칩충 육생동율 룰 수 있다.
핵연료 추기천략은 자체기술개발 및 해외수출로서

송까지 COG뻐A가 담당하며，

우라늄탐사에서

핵물질 수

방사생혜기물은 때DRA 가 담당하고 있다.

원A} 력 R&D 현황율 살펴보면，

청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척극척인 투

자와 CEA 주도의 관련업체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문연구기관율 설립하고 연구

개발율 지원하고 있다.
한편，

COG패A( 프랑스 핵연료공사)는

우라늄 탄팡에서

수송 서어버스까지

세계 휴일의 핵연료주기

1979 년 CEA의 생산국이

핵연료관련

천문회사(국내공급

톡립된 것으로

쩨반사업울 탐당하고

및 해외수출)이다.

았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탐사 • 정련， 변환 • 농축， 핵연료가공. 핵연료 셜계 • 판매， 재처리. 혜기물처리
이다.

4. 톡 얼
가. 원자력 정책 및 조직

1990 년 12월에
보수충도연합정판은

판에 의해

있었먼 통일북일의

최초 총선거에서

1991 년발 처읍으로 에너지정책올

압숭한 콜

발표하였다.

수상의

톱일 경제장

발표된 본 정책에서는 안천성여 경제성을 우선한다고 밝히고 안전하

고 대량공급이

가능한 경제적인 에너지원을 획특할 수 없는 한， 원자력은 계숙

발천원으로

설철적인 기여률 할 필요가 있고，

경제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끝까지 가동되어야‘하며.

자연보호와 동유렵의 효율척인

운천중인

원자력발천소는 수명기간

노후 원자력발천소가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에

결정이 1990 년 충반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쳐분율 위한 심지충 처분장은

열을 ，방출하지않는

대한

방사생폐기물의

2010 년까지 ， Gorleben 에 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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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자력발천에 대한 국빈의 합의도출과 정치척인

생활개선율 위해 이률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1992년에 Mo lle빼m경제장환에 의해 록립척인 위원회가 설
립되었으며， 사용후핵연료와 혜기물관리에 대해서도
급으로 작업반율

연방정부와 주청부의 차관

구성해 겹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에녀지 정책중

륙히 구동묵의 이산화탄소 배출문제에 대해서

2005 년까지

40"률 감소서킬 수 있다는 견해률 피력하는 한연， 구서톡지역에서 현재 운전충

인 원자력발전소가 수명올 다할 때까지

운전율 계숙한다 해도 12" 정도 밖에

감소시훨 수 없을 것이라고 천망하였다.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

3o"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안이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는데， 이

배출량의 2~

감소안에는 에

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연구자금을 마련하기 외한 에녀 A) 가격인상이 강력히 추

장되고 있어 원자력없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불가농한 것이라는 것을
답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천에 힘입어 1991 년에는 1 억 4.700만톤의 C02 배출

율 줄일 수 있었다.

여 배출량은 톡일 국내에셔 작년에 배출펀 천채 COz 배출량

의 15"에 해당한다.

톡일 원자력산엽회의에

력발천소가 송천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의하면 1961 년에 톡일 최초의

원자

16 억폰에 상당하는 C02 배출율 방지한

엠이라고 한다.

반면. 최근에 톡일의 2개 산업단혜 사무총장률은

현폰하는 발전소를 대혜할

새로운 원천의 건셜율 요구하는 계획에 합의했는데，

이 계획은 사회민주당 안에

서

에녀지에 관한 논의률 유벌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으나.

은 원자력 혜지의 당론윷 계숙해서 고수하려고 하며，

률 더 선호하고 있다. 더구나 걸프만
에너지개발의

계기가 된 바，

사회민주당 의원풀

환경보천과 ’ soft' 에너지

천쟁으로 야기된 환경오염이 톡일에서 신

원자력발전의

채발에

루자하는 비용율 상회하는

푸혀 3 억 5천만마르크률 1991 년에 루자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폭일은 제 3차 에너지
원자력발컨으로 천환하였으며

수정계획으로 발전설비를 석유， 가스화력에서

발전셜비의 용량도 1995 년까지

3천8 백60 만kW-3 펀

9 백 50만kW로 추전하고 있다. 또한 convoy 계획의 척용으로 광범위한

설계표준화，

건설기간의 단축.

원자력발전

건설비악 절감 동의 이점이 따르고 있으며，

컴

퓨터의 이용충대로 인력을 3o" 감소했고， 인허가수숙을 13‘ 15회에서 4 회 단촉했
다. 북일의 원자력 행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은 연방연구기술성(BMFT)이 소관하
고 있고， 원자로의 안천규제와 방사선 방호 빛 주정부에 위탁되어 있는 원자력
시설， 인허가업무의 갑륙임무는 연방내무성(BMI)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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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큐제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분배하고. 이에 따라 유기척인 행정울 수

행하고 있다.

관방장

-

연방연구기술성

.:il~

연방연구기술장관
‘

비서판

-

사무차완

비서관

행무차관

제1국

쩌~2국

판려연구

기초연구

에녀지

정보생산기술

항공우주 -

기술정책

연구조정

안천연구

생활노동조건

원재료

기본품쩨

국쩨협력

제 3국

쩌114국

전문정보

쩨l부

제 2부

핵에너지

비핵에너지

연구계획

혜 5국

지학， 교통

생물학
생태학

쩨1 과

쩨 2과

제 3과

져~4과

제 5과

제 6과

’‘.

제 7과

총활계획 신형로기술 원자력안전 핵연료주기 핵연료주기 비핵에너지 연구기관

연구기술

(1)

(2)

연구가술 관

경수로기술

r

(그럼 2.3.3) 톡일연방연구기술성(BMFT)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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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연방내무성
(뻐I}

원자력안천위원회

원자로안전연구소

(IRS)

(RSK)

방사선방호위원회

기술검사협회연합회
(VdπN)

(SSK)

원자로안천
원자력시셜안천

방사션방호

L
원자로시셜

I
I

안천부 I

I
I

방사션
방호부

(그립

2.3.4)

연방내푸성(BMI) 조직도

나. 여론조사
‘

、

톡일 원차력산업회의 (DATF) 가 1991 년 9웰 11 얼

통둑 이후 쳐음으로 실시

된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r롱일독일에서의 원자력에녀지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

하면 용답자의 54"가 원자력의 계속 사용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낮다. 반대한 웅
답자는 34"로서 1988년 2월 여론조사에 나타난 43"에 비하면 많이
얼 국민사이에서 원자력에 대한 언식이

감소되어 톡

바뀌고 있읍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

에 따르면， 묵얼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는 안될 발천원이며
이 계숙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환경애 대해서는
해가 적은 에너지원이라고 웅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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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

운천

이상이 원자력아 환경공

다. 연구개발 동향

1) 경수로핵연료의 고도확

가)고연소화

톡얼은 전력수요가 동철기에 눔고 하철기에 낮은 실정이고 원자로의 정
기검사률 매년 3 - 9 개월 주기로 실시해야 하므로 1278 월

운천야 표준으로 되

어 있다. 그러므로 1578 훨 또는 1878 월이라는 장주기운전이 불필요하므로 고연

소도화를 찍하고， 연료단가의 절감율 북표로 하고 있다.
BWR은 현재의 연소도 3만 - 3만5 ， OOOMWd/t율 3만8 ， OOOMWd/t - 4 만MWd/t 으로

증가시카고. 앞으로 4 만 - 4 만5 ， OOOMWd/t으로 상업화할 예정이다. 그러고 PWR은
현재 명균연소도 3만8 ， 000에서 5만MWd/t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개량형 핵연료셜계에서 BWR율 9 x 9, PWR은 18 x 18으로 하고，

포한 K때j사는

연료봉 직경을

줄여 단위길이당 혈부하를 낮춤으로써 연료 거동상의 제약을 출이고 있다.

나) 혼합산화물 (MOX) 연료 경수로

1963 년 최초의 PWR용 MOX연료가 벨기에의 BR3 경수로에 장천되었으며. 톡
얼은

38 ， 000개

이상의

까lennal

원자로용

MaX 연료봉을

쩌l 조하여

최고

46， OOOMWd/t의 연소도률 탈생하였다. 현재 MOX연료의 제조. 사용은 확립된 기술
로서 MaX 연료의 상엽적 야용은 프랑스에서 설현되고 있다.
향후 MaX 연료의 이용기술은 안천생 향상， 고연소화. 장수명화의 방향으로， 제

초기술은 안전생 향상， 양산성 향상， 청제성 향상에 중점율 두고 개발될 것요로

천방된다.

2} 중소형로의 개발
최근 세계의 원자력계에서는 져경제성장으로 전력수요의 신장률쩌하에 따
른 원자로 발주의 감소와 장기간에 걸친 대형벌천소

건설의 자금부담 1둥으혹

수동안천시스템과 고유안천성울 가진 중소형 원자로 개발애 대하여 .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셰에 따라. 톡일에서는 개발도상국올 대상으로 한 수출
용.

300 ’

중소형 고온가스로의 개말이
m‘R-500과

I NfERATOM사의

진행되고 있는데
HTR모률 (200M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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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뼈B/때B
2~4) 이

GI띤-100’
유력하다.

까nπr재‘
'R
톱일의

INT돼ATOM과

KFA

설협정율 맺었다.

및

중국

현재，

베이정대학의

I 맨r는

1988 년

Hamn-Uentrop 에 있는 ηITR-300

12월

23 일

따R

건

고온가스냉각로 (HTR)

의 해체작업 및 철거률 위한 l 단계 작업은 1992 년에 끝나게 되며 Juelich 에 있
는 KfR은 현재 해혜를 휘한 인허가률 기다리고는 중이다.

{표

톡얼의 중소형로 개발이용 현황

2.3.2)
LWR

HWR

fITGR

INTERATOM 사

·때U사

. KWU사

SBWR-200

lITR모률

PHWR - 300

(BWR)

발전·공업용

수출용

NHP(BWR)

열공급

열공급전용로

FBR
INT탠ATOM사

SNR - 300

(이미 실적 있음}

BBe/ 때B샤

HTR
- 100, 300, 500
발전·공업용
열꽁급주로
수출용

가) 중소형 경수로의 개발

때U사의

NHP- 200MWt (얼공급로)，

하면 다읍과 같다.

30"

석탄화력과의

SBWR-20 만kW( 발전로)를

대상으로 정리

경쟁율 묵적으로 kWe 당 건설비용은 대행로의

충가 범위 이내로 한다. 대형로의 스케일다운 뿐만 아니라 의도척으로 소형

화하기 위해 부품과 계기류의 과잉부분을 삭제한다(예률 들변

운 기술이 구기술화될 때， 측 다시 새기술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로써 저감시킨다.

SBWR-200).

새로

도입될 때 중소형로의 자본비는

그것올 회북시킬 톱척으로 플랜트 사이즈률 크게 함으

경제생면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률화하는 것은 생각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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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소형 모률형 고온가스로의 개발

:j

13MWe 의 혜블베드형 노심인 AVR로률 1967 년에 완공한 실적에 근거하여
HTR노션율 척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HTR - 100은 공업플랜토용으로는 271 률

조합하여 혈병합발천 동의 용도에 대웅할 수 있다. 또한 1986년 9월에 100" 출
력에

도달한 ππR-300(1987년

가동중지됨)악 경험에

의해

HTR-500(천기출력

550MWe)율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 HTR 노선으로 10 만kW에서 120 만kW(60 만kW
®2 기)까지의

수요에

대웅하는

HTR노션을

고려하고

있다.

발전용

설혐로인

AVR (l뻐We/46MWt) 은 1967 년에 완공되어 순조롭게 운천된 후 1988 년에 운전 종료
되었다.

다) 중소형 중수로의 개발
뼈u-p매R300은 때U의 P때R과 경수로인 PWR 의 기슐실척율 기반으로 성립

되며， 이 기술율 더욱 개선하여 개발도상국용 발전설비로 개발했다.
헨티나에서

순조롭게

운전 (1974 년

이래

누척가동훌

82.1") 되고

륙히，

아르

있는 Arucha

-1( 36반kit 충수로)에서 충분히 실종된 충수로의 기술율 사용했다.

3)

고숙충식로의 개발

각국이 개발충에 있는 FBR설계의 추진방향율 살펴보면.

기본척인 주요션택

사양파 연구개발과 첩근방법이 매우 유사하며 륙히 상용규모의 원자로인 경우에
는 더욱 그렇다는 것융 알 수 있다. 톡얼은 1956 년부터

고숙충식로 기술의 상

업척 이용에 관심윷 기울여 왔으나 t 30 년이라는 세월과 72 억달러률 투자한
늘날 고속증식로는 더욱 심한 논쟁꺼리로 남아 있기만 하다.

오

섬지어는 원형 고

숙증식로인 Kalkar 의 300MW SNR‘ 300 의 경우 가동준비까지 같난 상태이나 정치적

인 반대로 안하여 인허가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톡얼운 Na 냉각 혈중성자로 KNK-l 을 개조한 20MWe 의 고속시험로 때K-II 를 보
유하고 있다.

그 다읍 단계인 SNR-300 은 1972 년부터 15 년간 42 억달러률 루입하

여 완공되어 운전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운전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아다.

지금도 SNR-300 이 위치하고 있는 North

Rh ine Westphalia주의 접판당인 사회민

주당(SPD)은 운철불허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서톡내의 RWE률 제외한

몇몇 천력회사에서 SNR-300이 운천허가룰 받을 때까지의 대기분담금의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새로운 재정난애 봉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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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상으로는 SNR-300에 판한 논쟁이 안천성과 관련되고 있는 것처럼 보얀다.
첨점 더 반핵으로 기울고 있는 사회민주당이 실핀율 쥐고
척으로 원자력울 지지하고 있는
부 사이에서

기톡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있는 NRW정부와 전통
Bonn의 연방중앙정

쳐1로노벌사고 이후 SNR-300은 정치척 대결의 춧점여 되고 있다.

현재 SNR-300에 대한 비용은 셜계，

건설비용으로 들어가 42 억달러외에 인허가

지연에 따른 추가유지비 및 분할 상환금이 때년 6천만달러썩 더 들어가고 있으
며， 서톡 연방정부， 3캐 천력회사， Simens/KWU가 공동지원하였으나， 1991 년부터
SNR-300에 대한 지원율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MFT는 SNR-300(20년천 설

계)에 대한 개발노력이 현재 셜계중인 개선된 유럽고숙로(EFR) 쭉으로 옮겨지는
것야라고 SNR-300의 충단이유를 셜명힐

는 이미 단R셜계용역율

것으로 보인다. 지난 l 훨 Inter‘atom사

4 ， 500만마르크 (3 ， 100 만달러)에 수주했다. 이

계약에는

붕괴얼제거를 포함한 타R의 안천설비l 에 관한 설계가 포함될 것으로 보언다. 이
셜계용역은 EFR개발에 척극척인 톡일 3개사 (Preussenelektra， RWE , Baernwerk)

에

의해 발주되었다. 톡일은 고숙중식로의 개발을 위해 프랑스 및 유럽 여러나

라

미국， 일본 풍과 밀접한 협력관계률 유지하고 있으며， HTR의 개발율 위해

중국과

4)

컨설협정을 맺는 둥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온가스로의

개발

드라곤계획의 유력한 가맹국인

톡일은 일찍이 톡자척으로 구형연료를사용

한

Pebble bed형 고온가스로개발율 Julich 연구소(KFA)와 뻐B사， SiemensllA사

훌

충심으로

추진해

왔다.

최초의

Pebble

bed형

원자로는

발천용실험로

AVR(l 5MWe)로서 1967년에 임계에 도달하여 1974년에 정격운전을 시작하였으며
1988년에 운천이 종료되었다. AVR의 우수한 운전실적에 따라 발천용 원자로로서

건셜환 것이 까πR이다. πITR운 전기출력 30반kW로 1971 년에 착공되었지만 인허
가시 추가 안천요구와 기준강화 둥으로 완성이

지연되어 1983년 9 월에 입계에

들어갔다. 그 후 1985년 9훨애 출력상승시험， 1987년 6훨에 상업운천에 툴어갔
으나. 1989년 운전 신뢰성 및 가동률율 여유로 톡일정부는 전력회사의

정부예

산 증액요청융 거부하는 대신 폐쇄계획율 승인하였다까πR의

후숙기로서

ABB/때B사의

HTR-500과

SimensllA모률형

설계얀

HTR-뻐S(modular reator system)이 추진되고 있다. IITR-500은 까πR에셔 확립된

기술율 기초로 신뢰성. 안천성율 확보하는 기술율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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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획생. 안전성울 확

보하는 동시에 경쩨생율 개션한 것이다. 한연， 핵연료이용으로 채료， 부품개발，
프로세스실중

동의

관련

Rhein-Westfalen 주 정제.

집대생한 표준철계인

연구개발이

충기업，

연방연구기술성 (BMIT) 과

운수성}의

었다.

이률

Simens!IA 사.

ABB! 뻐B사가 째안하고

있는 HfR-뻐S 및 열이용계 프로세스의 선정올 포함하여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PNP-500 의 건설운

자금원초로 추진되고

MWMV(Nord

1987 년 5월에 HTR- 뻐S에 대해 Niedersanchen 충어l 안천심사를

위한 건설허가신청서가 쩨출되어 Federal Minist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파 ACRS에셔 개념셜계에 대한 안천심사가 실시충에 있다. 최근 톡얼운 HTR에
대한 대외창구를 일원화하여 ABB!때B사와 Simens lI A 사가 공동으로 따R GmbH률
셜립하였고. 충국， 소련과 m‘R건쩔협정을 체결하여 충국의 WTR시험로 및 소련의
대규모 시험시셜언 GVf의 건셜에

참여할 예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률 발판

으로 동유럽 여러나라가 지역난방 겸용의 lITR의 수주획륙율 위해 국쩨회의 동을
개최하는 둥 척극척인 활동을 펴고 있다.

라. 핵연료주기

천연우라늄 공급변에서 톡일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첫째로， 정치척

및

지역척으로 우라늄 공급완융 다양화하고 툴째로， 우라늄울 장기척으로 안정생있

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와 확보률 위해 60" 정도는 장기공급계약의 체결율 도

포하고 있으며 세째로， 이외의 나머지 부록분은 우라늄시장에서 구매하논
율 갖고 있다. 현재 수입선은
미국 둥여다. 앞으로는

3o"

체수압의

캐나다，

전략

남아프리카， 나쩨르， 나미비아 그리고

호주가 주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990년까지 천

정도률 추진할 것으로 천망된다.

변환의 정우 현재 톡얼내에는 변환공장이 없논데， 이는 세계의 공급능력이 충
분하고 가격도 비교척 져렴하며，
때문이다.

개발을

농촉에 대해

서작하였으며.

기술척으로도 짧은 기간내에

톡일운 1950 년대

건설될 수 있기

중반에 원심분리법에

1970 년에논 영국.

의한 농촉기술

예펄란드와 함께 3개국의 연섬분려

놓축기술의 상용화률 위해 Almelof 초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Urenc。사는 서톡내의

원자력발천소

1985 년부터 5년간에 걸쳐 장기공급계약하기로
이 ~로 충가될 것요로 천망된다.

한핀，

농축소요량의

40"(1 ， 300몬 SWU) 률

하였으며.

1995 년에는 공급용량

1989 년 6월 톡일은

HTR기술을 공여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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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랫가로 소련으로부터 우라늄농축 서비스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핵연료

가공은 1960년대 충반부터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

톡일은 핵연료」가공시설운 성숙되어 있으며 4 개회사가 탑당하고
력은 3천5백만kW급 원자력발천에 공급할 수
확장이 가능하다.

사에

있는데. 가공능

있으며， 수요가 중가하면 2배까지

한편， 톡일의 Nord Rhein-Westfalen-주정부는 1991 년 때ANIT

대해 ”그로나우”의 원심분리 놓축공장의 충설분에 대한 조업을 허가하여

이 공장의 농축농력은 연간 530 만폰 swu가 되었다.

마.

방사성혜기물

톡일의 방사성혜기물환러，

중간저장 및 처분계획은 매우

상세하게 수립되

어 있으며. 그 법쩍근거는 1959 년의 원자력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방물리학

• 기술연구소 (PTM) 악 방사성폐기물 쳐분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임무는 1989 년
11 월 1 일부터 새로 셜랍된 연방방사션방호국 (Bfs) 으로 이관되었다. 이려한 임무
외에 Bfs는 방사선 방호업무， 환경방사션 측정업무 그러고 완자력안천성 활동울

수행함으로써

연방환경 · 착연보호 • 원자로안전생 (BMU) 울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수송과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인허가 업무도수행하고 있고 연방

정부는 방사생혜기물의 장기척장 및 처분이라는 임무룰 수행하기 워하여 1979 년
에

Peine지역에 톡일 혜기불쳐분장 건셜

및 운영회사 (DBE) 를 설럽하였다.-. 이

화사는 Bfs를 대신하여 쳐분장율 건설하고 운영하는 일에 참여하께 될 것이다.‘

연방연구기술생 (BMFf)은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Bfs가
수행하고 있논 Asse 암엽광은 B빠T를

대신하여 뻐nich에 있는 방사션환겸연구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그 이외의 방샤성폐기물 관리활동{사용후핵연료 처장，
재처리， 혜기물쳐리， 수송， 중칸져장)은 발생자의 책임이다.
최근의 Wackersdorf 재처리 시설의 취소와 함께

톡힐은 재처리에 대한 대안

으로 LWR사용후핵연료의 직캡폐기처분에 더욱 중첩울 두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5 억마르크 연구 프로젝트가 이잔 뼈SE 암염광이었댄 곳에서 검사

빛 포장개발 둥 혜기불처분떼 환련된 연구룰 시험척으로 수행하고 었다. 톡일
원자력법큐에 큐정된
리

방법이며.

바에 따르면 재처리는 LWR 사용후핵연료의 주된 폐기물판

이틀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폐기처분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하고 있다. 톡일 전력회사들이 1989 년 충반에 국내 재처리 시설건설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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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톡옐운 최소한 중단기척으로 프랑스나 영국과의 재척리계약에 의촌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생기는 혜기물은 다시 톡일로 운반되어 암염 톰 (OOME) 속의
져장소안에서 처분될 것이다.

바. 국쩨협력

1990년대에 둘어 셰쩨는 원자력의 명화척 이용확대와
위한 공동협력의 시대로 캡어듭고 있다. 1979 년 미국의

군사척 사용 축소률
원전사고와 1986 년

TMI

소련의 αlenobyl 원천사고로 크께 위축되었먼 원자력의 발전분야 이용은 지구환
경 오염방지률

위한 현 지구척인 공감대의 확대분휘기와 더불어 1990 년대초 걸

프철쟁애서 경험한 바와

칼이 에녀 .-.:1 공급의 불안천한 얀식이 확산되는 동 차

츰 중대되는 추세이다.
범셰체척인 환경보호 용직입율 보면.

1988 년 캐나다 토론토

2005 년까지 이산화탄소 (C02) 발생연료의
혁의 확대이용융 권고하였고.

화의에셔는

사용율 철감하고 대체에너지로서

1989 년 제네바에서

CO2 문제해결율 위한 공동노력이 결의되었다. 1990 년 영국 련먼 G7
1991 년 5월

드 헬싱키에서는 환경과 천력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율 인식하면서 원자력의

서는 원자력발천의
탈려

역할이 강조되었다.

강력히

제기되어

개발 필요생

1991 년 9훨 오스토리아 비엔나에

미래천략에 대한 국제회의가
있음이

핀란

환경오염율 최소

한편， 산업발천과 북지충진울 도모하기 위한 대체에너지의

천성향상에

원자

열린 기후변동에 환한 정부간

정상회담햄서도 원자력이용 증진이 합의사항으로 채택되었다.

확하논

정상회답에서

G7

열렸는데 원자력의 미래는 안

앞으로 국제 원자력안천체쩌 l 셜럽에

대한 검토률 진행키로 하였다.
우리나라와는 1985 년부터 경수로핵연료국산화에

따른 차판을

바롯해 1991 년

3월 톡얼 연구기술부 장관이 방한하는 풍 자체 핵심기술 자럽에 대한 상호협력
이 활발히 추진중애 있으며，

의

합작회사인

PI ezen

톡일의 Simens 사와 체코의 Sk(녕a사가 발전기기분야

Sk여a Energy 사의 때U사업부와 Skoda 사의

핵심기업인

Skoda .

Skoda· Praha간에 11 월 25일 채코악 Plezen에서 서명하였다. 합작회사

의 주요사업은 원자력. 재래식 화력， 수력발전소의 기기 외에 발천소용 환경오
염기기， 폐기물처분시쩔 둥으로 출자비율은 댐U사업부가

Sk여a • Praha가 공동으로 33"로.

67"..

신설회사는 1 억 7천마르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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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여a • Plezen과

자본금으로 출범

한다.

또한 톡일의 우라늄회사인

Urangeselschaft mbH가 프랑스의 핵연료회사

Cogema와 껴I 휴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분야의 국제협협의 전형율 보였으며， 영국

의 CEGB(지금은
등 (RWE.

Nuclear Electric으로 바핍 )가 프랑스외 EdF. 북일의 전력그룹

Preussen Elektra and

Bayernwerk)

그러고 이탈리아 댐EL에 합류하여

유럽고숙증식로 발천소 운영자 (EFRUG) 률 수립하였다.

이러한 유렵고속로 채발율 위한
하는 동시에
것으로서.

국제협력의 북표는 수동안천시스탬율 추구

기존의 고속증식로보다 경쩨성이 향상된 고속증식로률 개발하는

1983 년 3월에 진행되었고 l 단계 설계인 개념셜계는 1990 년 3월에 완

료되었다. 설계 및 건설회사들은

Al 금

EFR Associates 의 이름하에 협력하고 있

으며. 2단계인 개념확인은 리용에 있는 충앙프로젝트 관려팀 (PNT) 하에 활동하고
있다. 설계회사로는 프랑스의

폭일의

Novatome.

lnteratom

며 주요 계롱셜계는 NNe가 노섬을. Novatom이 l 차

그러고 영국의 NNe이

계롱울 그러고 Interatome이

중간혈수송계롱을 당당하고 있다. 추가로 벨기에의 Belgonucleai‘re와 이탈리아
의 Ansaldo가 협력업체로서 설계에 참여하고있다.

사. 현 At력 발천소 현황

1991 년말 현재 가동중인

쩌l

원자력발컨소는 21 기로 용량은 22 ， 390MWe로

발전량중 27.~률 차지하고 있다.

위한 경제생 및 신뢰성 고초률

전

묵일의 원자력시스탬응 가져부하발천올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초의 상업용 발전계획

율 결성한 ;(1 22 년여 경과하였지만 톡일의 원자력개발계획은 성공하에 추천되고
있다고 힐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원자력의 이용은 에너치 공급융-개션

시켜 왔으므로 원자력의 도엽은 전에너지시스템을 다양화시켰고 둘째， 얼부칙역
에서는 원자력발천 비율이 5o"를 념어 2/3을 점유하고 있으며，

아틀의 지역에

셔 에녀지 가격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혈을 하였고 셰째， 환경을 재션한다는 변
에서 탁월한 능력올 발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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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가. 원자력정책

l유럽공동체중에서

적유. 석탄 둥외 에너지차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장기;

애너지수급의 기본방침은 북해석유와 천연가스자원의 민간기술과 자금력올 도입
한 경제척 개발이용.

석탄산업의

합리화，

원자력발전의

확대，

에너지철약추진，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 퉁이 추종율 이루고있다.

1980 년대에 틀어 정제불항으로
보이고 있으며，
는 추세이다.

인하여 에너지수요의 증가는 저하되는 경향율

북해석유의 감산도 불가피한 상횡으로 원자력의 비충이 옳아지

륙히，

청부는 석한화력발전소를 새로 증설하지

않율 예정이고’，

원자력의 점유율올 놓이는 정책율 수립하고 있다.
영국원자력공사 (UKAEA) 와

Rolls

Royce사. 미국의 CE사와

Stone

& Webster사는

30만kW급 APWR의 공동개발에 합의하여 향후 5년간에 걸쳐 설계검증융 실시할 계
획이다.

나. 원자력개발과 체쩨

영국의 원자력산업은 기본책으로 천기사업으로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천력청 (CEGB) 과 납스코틀랜드전력청 (SSEB) ，

는

NNC ,

핵연료주기사업천반을

수행하는

BNFL.

원천셜계 • 건설율 수행하

연구개발기관인

(UK뾰A )， 그리고 원자핵활련 제작업체률로 구생되어있다.

관들의 정부측 행정기환운 에너자생이다.
할 때

·원자력공사

이러한 원자력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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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 원자력공사는 현재 사업을 추진

뾰A Technology 라는 상용이릎을 사용했는데 이률 1989 년 5웰부로 톡칩시

켰다.

2차
였으나.

세계대전의 종식후

정부주도로서 군사북척으로

1955 년;부터는 원자력의

명화척이용의

계획하여 2백만kW용량의 원전건설율 추진했다.
형 가스냉각로 (AGR) 를 개발했고，

하였다. 또한 UKAEA는
냈다.

Steam

1974 년에 정부는

원자력을 연구개발하

일환으로 만간원자력

프로그랩홉

이로 언하여 ·원자력공사는 캐량

1960 년대에 총 6 백만kW의 AGR 발전사업율

Generating Heavy

Water

4 백만kW의 원전프로그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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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SGHWR) 도

시작

개발해

대한 원자로형으로 SGHWR 을

채택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다. 영국정부는
가능성을

한

경제성문제 및 석유파동으로 1978 년에 이를 취소했

원자로형에만

의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PWR 건설

제기하여. Sizewell 에 첫 PWR 발전소를 주문 · 건셜하였다.

다. 원자력발전

영국의 원자력발천 현황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 비율이 운전중인 원자력발

전소률 기준으로 총 에너지 발전비율충 20.6%를 차지하며， 이용률 또한 51.6%이
다. 원자력발전 현황율 운천중인 원자력발천소률 기준으로 살며보면 (표 2.3.3)
과 갈다.

(표

영국의 원자력발전현횡

2.3.3)

내

구

용

원자력발천비율

20.6%

원자력셜비용량

11 , 7l 0(MWe)

원자력발천소기수

37

원자력발전용량

15 , 274.000(kW)

원자력발천량
이

라.

용

핵연료주기

68 , 754 , OOO.OOO(kWh)

올

5 1. 6%

및 방사성폐기불

영국의 우라늄변환，

농축，성헝가공，

재처리동의

핵연료 전반에 걸친 업무

는 BNFL 에서 담당한다.

우라늄 정련/변환시설로는

U02 + U 시설

Springfield 에 YC/UF6 시설 (9.000 톤-U!년)과 YCI

(2 ， 200론‘UI 년)이

운전중아며，

핵연료성헝가공시설로는 Spring-

field어11 GCR용 0 ， 800론-U!년)이 운전중이고， 농축시설로는 Capenhurst에 원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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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농축공장 (6000kSWU/ 년)이 운전중이다.

영국에는 국내 우라늄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BNFL ， CEGB.SSEB에 의해 설접된
영국우라늄초달협력국 (BCUPO) 에서 해외수입 업무룰 담당하고 있다.

NIREX와 방

사성혜기물발생자.‘ 큐제기관， 자문기관간의 i상호판계는 (그립 2.3.5) 와 같다.
.

• I; ...

UK NIREX
치이사장

~

자문기관

;:0&.

T
T
BNFL
CEGB
SSEB'
UK AEA

NRPB
-------->IUK NIREXLTDI<
COMPANY
(업자위탁)

고 객
MO미국방성)
산업계，
병원동

(그럼

6.

2.3.5)

(국립방사성
방호위)

」
규제기관
DOE( 환경성)

--

처분실샤

UfP( 운수성)
MAFF( 산업 , 수산.

식량성)

영국의 방사성펴l 기물 처분 관련 기관

스훼멘

가. 원자력정책

스웨멘은 세계에서 에너지수요가 많은 국가중의 하나이다. 축. 국민 1 인당
전력수요가 세계에서 4 번째로 높은데，

이는 스웨렌이 .A1 리적으로 추운 지방에

위치하고. 고도로 발탈된 산업과 전력수요에 따른 것이다. 사실， 스웨덴보다 1

인당 전력소비가 많은 노르웨이， 카나다， 아이술랜드 둥도 북위도 지방에 위치

하고 있는데，

일반척으로 대략 국민총생산 (GNP) 의 30%가 난방관련 비용으로 사

용된다고 한다.

스웨벤의 전력생산은 대부분 수력과 원자력발천에 의폰하고 있으며. 둘다 천
체 에너지생산의 약 45%률 담당하고 있다. 수력발천이 연칸 기후조건에 따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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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에 원차력벌천은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하추종운전율 하고 있
으며，

대부분이 난방수요인 가정용 에너지수요가 산엽용보다 크다.

하지만，

스

웨헨의 모든 국민복지가 이 나라 산업에 달려있고 이러한 산업은 에너지정책의

영향을 받고있거 때문에 스웨탠국민들은 원자력선택을 주척하지 않을 것이다.

(표

스워l 렌 원자력발전의 역사

2.3.4)
-:1
「

구

1960년대 초

내

요

용

반원국자회력위운원동의 프천돼개우 {노밸물리학상에수서상자 압르벤박사와 중앙

당

한

스 동)로 언론

낼러 획급

1975'년

핵문계에 대한 논쟁 가열， 청부의 13 기 원전 건설계획’찬성

1976 년

-

원자언력발전이패큰a 정치객 이슈가 되어 1932년 이 추께래진연
집정권립책당내τ이각)

a (주요원인은

었차사걷띤당

- 반원
수럽

력 세력인 중앙당이 보수

동
당당의 ”원자
과력함, 자유당

흉회에서의
환
싸셔
환기혜묻취의기급물x과l얘충최쳐
관종분한저논의 사회문채화 됩 kl강장·랩에버
기물기처」장및에대한전뺑냉그저

1977 년

기존

술인기폐

을 연구 하

위해

KBS Project 수

사
행용후핵

의

새로로럽
럽ι
여。L E2 鐵중뼈킬싸싸원원퇴까자~…”임끓샘탬때대한여」럽여당챈의챔
뼈앞되」후샘지이된사미

1978년 10훨

과
어l

까지 인정하는 에너

정책안 국회

1979년 12월

- 총선거 결과 1 개의 의석차이로자사유민3당당다시 돼
합배정 (TMI 사
립고로
핵논쟁의 채개). 중앙， 보수，
의 연
원 수

1980 년 3월

국민투표 결과 2010년까지 운전중인 원자로 12 기 모두 혜기
결정

1988년 6훨

-

1986화년.행l탄9셰동9소르계
5년노획
동과벨’의어사
ll‘고를 계기로 국회의} 떼폐지·에지률률너지결결시정의스댐 수정융
위한
9양따
9출
6 라년에에원C전의큐
l 채기기씩깅캉화
우
여선산
H
각한각 조

-수력중셜금지
1990 년 9 훨

- 사민탕 대회에서 1988 년 조기폐지결의의 취하를 결정

1991 년 1 월

여취야하에3당합인의 사만， 중앙. 자유당간에 "88 년 조기폐지 결의

1991 년 9 월

총선중거심 결과， 사민당우의 패연배합로。， 의
정석판을 눌
장린 용건당(보수당)
율

으로한종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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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율악

나. 여론 동향

스웨덴 국민의 약 8 힐은 정부가 원자력의 폐지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2010
년 이후에도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지지하고 있읍이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해 확

인되었다. 스웨댄은 1980년 당시 운전중이먼 원천 6 기， 시운천중이던 4 기 그러
고 건설중이먼 2기 모두 12 기를 2010년까지 회l 지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근
년에 틀어 원전 혜지후의 대체에너지 대책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전펴l 지

로 천기요금이 오르면 스웨벤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와 대량설업 동율 우려하
는 묵소리가 집판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공업연맹 둥에서 계숙 제기
됨에 따라 스웨멘은 1991 년 6훨 12 일 여 · 야 합의에 의해 1995 년부터 계획되어
있던 원천의 조기혜지계획을 철회하기로 국회에서 결의하였다.
스워I 벤의 여론조사 천문기관인 SIFO 가 1989 년 11 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악하
면

r 스워l 땐의

원자력발천소는 2010 년 이후도 이용될

것으로 생각합니짜?J 라는

질문에 대해 웅답자의 53%가 원자력을 2010 년 이후에 펴l 쇄하거나 폐쇄반대의 의
견이 60%에 이르러 완전지지 경향이 증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1989 년 11 월에 실
시한 여론조사의 53%률 크게 옷도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자력 지지가 급중한 요인으로는 동년 8월 이래의 공개토론율 통

해 여당언 사회민주당이 원자력의 폐지는 고용과 환경에 마이너스 영향율 준다
는 이며지를 국민에게 심어준 것을 툴 수 있다.

그러고 산업계도 원자력발천의

폐지에 의해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국체 경쟁력의 상설율 우려하여

펴l 지반대의

입장올 표명하고 있는 점과 스웨덴의 핵연료 • 혜기물관리회사 (SKB) 가 척극적인
원자력 홍보활동을 전개한 점도 간과혈 수 없겠다.
륙히，

SKB외 활동은 대중의

방사성폐기물처분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를 주게

되었다. 작년 5월부터 11 월 사이에 고준위폐기물의 최종처분장융 자기가 거주하

는 자치제에 설치하는 것율 수용하려는 비율은 39%에서 53%로 증가했고 한핀，
반대하는 비율은 53'6에서 3~로 감소되었다.
1986 년 이래 일련의 SIFO에 의한 여론조사를 통해 웅답자의 65%는 스웨헨은

자국내의 원자력발천소률 안전하페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천에 실시된 조사에서와 같이 이번의 여론조사에서도 사회에 대한 9 가지 위
험부탑에 대한 설푼이 있었다. 이러한 위험부탑에는 산업계의 환경오염. 차량폐
기 가스오염 동도 포함되었다.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이 가장 공해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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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에 원자력발천은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워하여 부하추종운전을 하고 있

으며，

대부분이 난방수요인 가정용 에너지수요가 산업용보다 크다.

하지만，

스

훼댄의 모든 국빈북지가 이 나라 산업에 달려있고 이러한 산업은 에너지청책의
영향을 받고있거 때문에 스웨댄국민률은 원자력선택율 주처하지 않을 것이다.

(표

스워I 텐 원자력발전의 역셔

2.3.4)
구

주

용

내

요

1960년대 초

반원국자회력위운원동의 전개우〈노벨물리학
언상론 수
” 서상자 암르벤박사와 중앙

1975 년

핵문제에 대한 논쟁 7t 열， 정부의 13기 원전 건젤계획‘찬성

1976 년

-

당

한프레

스 풍)로

에

낼러 취급

.

원자력발전이 큰 정치척 이인슈은가 되
g 당어의 1932년 이래진집연정핀링잭내당’이각)
었원먼자사력민당 력패인배 (주요원

- 반
수럽

세

중앙당이 보수

통
당

”원자
과력함-추꺼l

, 자유당

-

쐐爛서의안바。‘사전성한므돋
w취魔냉완셔쳐해분한논빛장。-〉싸뽑밴쐐랜빨땐화염.μ
그‘됩”
U
당새
써생

1977년

기존연기구술인 기폐 휘기

을

하

해

사

수행

KBS Project

새。로로렌쩨타완내
R출협U
애챔얘빽”μn원샤원π되자견“”인꿇뺑탬때대한램여샘의견
뱀
내각으로 된 후， 야지당이 된 사국민회

1978년 10훨

- 연

과
어I

까지 인정하는 에너

정책안

1979 년 12월

- 총선거의결과
재 l 개의 의
앙석차이로 사민3당당다시연돼배
정 (TMI 사고로
핵논쟁
개)， 중 , 보수， 자유
의
립 원 수립

1980 년 3 월

국결띤정루표 결과 2010 년까지 운전중연 원자로 12 기 모두 폐기

1988년 6월

- 1986년 체르노빌사고률 계기전로 국회
기의 ·에너지
결컬갱시의스랩 수쟁을

우위이한션뺑제따년라원의조

ψ
화폐섞지~←를
E

- -¥-{1. 1995 년과 1996 에 각각 l 채기씩장
산화탄소 웅의 방출에 대한 큐

- 수력 증설 금지
1990 년 9 월

- 사민당 대회에서 1988 년 조기떼지결의의 취하를 결정

1991 년 1 월

여취야하에3당합언의 사민， 중앙， 자유당간에

1991 년 9 월

총선중거심 결과， 사민당의
우 꽤배로， 의
정석권을 늘
장런 온건당(보수당)
율

으로 한 중도

파연합이

85

90

88년 조기혜지 결의

울

악

SECURE-P (PIUS) 의 륙징은 종래 PCRV(Prestressed Concrete Reactor Vessel)
내에 노심과 함께 수용하고 있먼 중기발생기를 용기 밖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
쩔계에 의하면 PWR에서 설척이 있는 중기발생기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능력을 경감할 수 있어서 PIUS로 천쳐l 의 개발이 -빨라까l 는 것을 기대힐 수 있다.
1985년에 11 월 미국 국내시장을 겨냥하기 위해 WH사와 합작회사률설립하였다.

라. 원자력발천 및 관리체제

스웨댄에서는 ASEA-ATOM과 정부가 절반씩 출자하여 설립한 원자로 제작기
관인 ASEA-AT애사가 톡자척으로 BWR을 개발하여 국내에 9 기를 건설하고. 핀란드

에 271 룰 수출하였다. 스웨벤의 원자력개발과 환리체제는 (그립 2.3.G}과 갈다.

마. 핵연료주기

핵연료주기에 대해서는 스웨렌 국가천력청과 만간전력회사 2개사와의 공동
출자에 따라 1972년 스웨덴 핵연료폐기물 관리회사(SKB) 가 설립되어 우라늄수입

· 관리 · 처분업무률 독점척으로 맡고 있다. 농축은 19G8 년 원자력의 군사척이용
율 포기한 후 미국. 프랑스.
는

소련 풍에 의존하고 있다. 성헝가공은 연구용으로

1950- 1960년대에 시험시설을 확보했고， 발천용으로는 1975 년부터 연 400론

규모의 시설율 가동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프랑스에 위탁하고 있다.
스웨벤의

핵연료공급회사(SKB) 는 1980년에 3.000폰 큐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집중 저장시설 (CLAB) 의 건설을 추진하여 198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CLAB논 원
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최종처분율 위해 수송할 때까지 잠정척

으로 저장하는 시설로서 Oskarshamn 원자력발천소 근처에 위치해 있다.

최근에

SKB의 사용후핵연료 심충처분장(설중용)의 건설계획의 발표에 따르면 이 처분장
은 1990 년대 중에 사용후핵연료(재처리되지 않은)처분장의 설계 · 건설에 착수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중용 시설은 스웨댄 천채 사용후핵연료의 일부만율 저장
하게되며 나머지는 CLAB 중간저장소에 저창될 것이다.
지하에 약 8 ， 000 론의 사용후핵연료(鋼용기로
추게 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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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설이 완성되면 500m

포장)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갖

바.

방사성폐기물

스웨벤의 방사성혜기물기술은 몇가지 분야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최첨단여

방사성폐기물의 90%는 원전에서 발생하며 1 0%가 연구소. 대학 동에서 발생

다.

한다.

천쳐l 혜기물예상발생량은 2010 년까지 사용후핵연료 7천8 백톤이고. 중저준

와폐기물의 경우 원천 해체률 포함. 23 만m 3 로 추정된다. 스워1 댄 핵연료 및 혜기
불란리회사 (SKB) 가 모든 폐기물의 척분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SKB는 사용후핵
연료률 섬지충 처분하기 위한 실중시설 건설 프로젝트 발표에 따르면 사용후핵
연료논 재처리률 하지 않고 그 자체를 지하 약 500m 암반충에 2020 년부터

처분할 예정어라고 밝히고，
할 계획이다.
처분하게 핀다.

앞으로 10 년 이내에 실증시설의

설계 · 견설에 착수

중져준위폐기물은 Forsmark 원천 주위어l 건설할 SFR 쳐분시설에
설증시설의

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여론조사에서

덴 국민틀은 호의척인 반웅을 보이고 있어 SKB 사는 부지선정에
한편，

웅답자의 86% 가 스워l 댄에서

야 한다는 의 견을 나타냈고，

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모르겠다고 웅답했다.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또한 스웨덴의

또한 이번의

여론조사에서는

해양오염，

더 안전관리

안전한 처분방

의견을 나타냈으며，

23% 는

가장 심각한 환

스웨멘에서

경문제를 유밸시키는 2 가지 요인이 무엇인지률 질문했는데，

살립벌목，

스웨덴에 저장되어

암반 동굴 처분방식이

41%는 부정척인

스웨

낙관하고 있다.

53% 가 다른 나라에서보다 스웨덴에서

식으로 인정한 사랍은 37% 인 반면，

는 오존충파괴，

영구

방사성폐기불 문제

산성바 다음으로 환경에 미치는 것으로 나

타놔다.

수도인 스룩훌름에서
처분장이

나타난다.

북쪽으로 160km 룰 올라가변

유일한 해져동물

1983 년부터 불착율 시착하여 1988 년에 완공펀 이 동굴은 수

심이 5m 되는 바다밑 60m 의
위，

세계에서

암반숙에 만들어져

olrl

/“-,

동굴내부는 중준위， 저준

원천해체샤 폐기물처분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져준위쳐분장의 경우 동굴길

이가 4km 정도이며 중준위처분장의

경우 커다란 원통형

콘크리트 사일로 (silo)

사일로 외부는· 모두 점토를 채워 외부로

형태로 만들어 내부에 폐기물을 낳고.
부터의 지하수 유입율 차단시키고 있다.

SFR 쳐분시설이 완전히 폐기울로 채워지

면 두 개의 입구를 모두 콘크리트로 폐쇄하게 된다.

저장용량은 6 만m 3 로，

년부터 조엽을 깨시 지금까지 7 천 m 3 의 혜기물을 저장하고 있다.
펀충처분방식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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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이 동굴쳐분은

처분완료후 더 이상의 감사가 필요없고

대국민 원자력 이해증진에 도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놓립성

공업성

SSI

NAK

SKI

·자금관리

기준설정

방사눔팔리

안천관리

SA
:

‘

lSI/PSI
압력용기검사
큐혜 및 관리감톡
j

원전설계

핵연료 성형가공

STPB
FKA
SVAB
OKG
S/F

ASEA-ATOM
원전설계

400 명:본사

3000 명:현장

기자채공급

’

;

._-_._._-_._..-

방사성혜기물

국내업체

2 ， 000 명

관리

‘-‘‘

국외업채
SKB동

60 명

STUnsVIK

핵연료주기

연구재뱉

사업완리

2 ， 500 명

노심관리
R&D 상용화

원전 및 핵연

(그립

2.3.6)

"r 7 1 사업

스웨덴의 원자력개발 및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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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00 명

않B사는 모든 원자력시셜을 일반인에게 공개， 조금의 의혹도 없게한다는 것을
최대의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게 공개하고 。l 에

SKB

폐기불수송용 선박율 2개월간 일반 국민에

엔자니어률이

갈이

참여하여

의문접올 해결해 주며.

지역올 순회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톱도록 해주고 있다.

각

이 경로률 통해

매년 10 만명이 원자력과 접하게 된다.

사. 원자력 발천
1991 년말 운전중인 원전은 127], 용량 9 ， 817MWe이다. 스웨덴의 원자력발천

은 거의 모든 변에서 성공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기술척 · 산업적인 흡연에서，

ABB

Atom 사에 의해 현재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되었고

ABB

Atom 사는 고유안천로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혹변에서 원자력발천소로부터의
사션량에

운전중인 BWR 를 개발할 수 있게

지나지

않는다.

둘째，

방사선 방출량은 매우 적어 그것은 직업상의

스웨덴에서는

대기의

아황산가스

방출량이

초부터 현저히 줄어툴었는데 그 주펀 원언중의 하나가 원자력발천이다.
멘의 방사성폐기물완러

째，

환경척인

시스템도 세계에서

경제척인 측면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최고의 시스템으로 알려져

1970 년대

또 스웨
있다.

이익이 되고 있다.

년대의 TMI 사고 이후 계속적인

세

건설과 운전을 일찍 시작했다는 것과 훌

륭한 관리가 발전원가의 저하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도 낮아졌다.

은 산업과 일반 수용가틀의

방

네째.

여론척인 측면에서논.

이것

80

반대로 2010 년까지 단계척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혜쇄하기로 하다가 첨차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1988 년에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같은 수춘이더나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척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척인

계속척인 운전율

측면에서는 실패를 보았다.

매우 안정된 정치풍토를 갖고 있는 스웨벤은 원자력문제로 1970 년대 중반에 변
화를 알으켰다.

정처인들은

여론의

항망을 쫓지못해

2 개의

정부가 원자력발천

때문에 물러나야만 했다.

스웨텐 에너지청에 의하면

SEK/ 년이라고 한다.

원자력발전소 2 기의 단계척 폐쇄비용은 25 억 -50 억

따라서 40 년이란 발전소수명율 감안할 때 2010 년까지 모든

원자혁발천소를 단계적오로 폐쇄할 경우 약 2.000 억 S타〈의 국가겸쩨의 손실을 가
져온다.

아주 풍요로운 사회라면 이렇게 힐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의 스웨덴은 그렇지도 못하다.
절반을 원자혁에 의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인구 1 인당 전력소비량과 그

국민 l 인당 원자력의존도 또한 세계 l 위를 차지하고 있

91

는 나라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사회라면 원자력발천초 12 기중

의 2기를 희생시킬 수 있울지 몰라도 오늘의 스웨덴은 그렇지가 못하다. 푹

예

륙할 수 있는 장래의 스웨벤은 자처l 산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산업은 원자력발전

율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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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l 력 기술~}럽의 의의

가. 원자력의 역힐

1) 에너지원 다변화와 안정척 공급

70년대의 두차례에 걸친 국제원유파동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기본방

향이 탈석유， 에너지원 다변화로 바핍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한 천원개발계획
에 일대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륙히， 세계 석유매장량의 66%와 세계 석유생

산량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충동지역에서 1990년 말발한 걸프전쟁의 에와
같이 요즙의 국제정써는 사상과 이업을 초월하여 경제이익을·최우선으로 하며

에녀지수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총소비에너지의 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가 에너지안보 (energy security) 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의

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 소버에너지의

안정적인 r공급확

공급구조와 수입원율 다원화해야 한다.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62 -’ 66) 을 추진충이던 1965 년 우리나라 총에너지
소비량은 현재의 약 12% 인 12.012 천TOE( 석유환산론)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

수력.

이중 대부분언 87. 2%률

신탄(장작 동 탤감) 둥으로 공급할 수 있었으

나 지속적으로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척으로 수행됩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78 년의 경우 총소비에너지의

부분이

석유로서

정세가

불안한

69. 3%를 수입에너지에 의존하였는데 이들중 대

중동지역에서

2.4.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 년대 두차례에
에 의존하는 에너지
폭둥으로 무역수지

들여오고

있었다.

걸친 석유파동시

공급구조를 갖고 있던 우리나라는 갑작스런
악화，

결국

(표

과도하거I 석유
수입원유가격

소비자물가 상승(’ 75 년 25. 3%.’ 80 년 28.7%) , 천기요금

인상(’ 75 년 60. 79(,. ’ 80 년 58.7%) 퉁이 초래됨에 따라 국내경제에 막대한 타격율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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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따동 천후 원유가격 변통추 61

(표 2.4. 1)

’

".

(단위 : $1 배럴)

년도

’ 71

'73

’ 75

가격

1. 73

2.54

10.54

’ 77

'79

, 81

’ 83

'87

’ 85

12.23 17.00 34.12 28.77 26.67

’ 89

16.93 15.81

(주) 1. FOB 기춘
’ 73 년 1 차 석유파동.

2.

’ 79 년 2차 석유파동

이에 따랴 에너지공급구조 다원화 및 탈석유 천원정책의

소 건설울 지속척으로 추진한 결과，
너지의

1 0%이상율 담당하게

1987 년의

되었다.

경우 섹유의폰도가

가하였으며

1980 년대 후반부터 원자력이 국내 총소비에
총소비에너지의

14. 5%를 차지한

1970 년대 이후 최소인 43.7% 까지

감소할 수 있었

다. 그러나 그후 에녀지소비증가율이
증가한 결과.

일환요로 원자력발천

원자력이

경제성장율을 앞서면서 연명균 10% 이:상씩

1991 년 총소비에너지중 석유가 차지하는 바중이 57.5%로 다시.증

원유수입

지역멸 의존도는 정세가 불안한 중동지역에

73. 7~나 치우

치게 되었다.

(표

경제성장율과 에너지소비증가율 비교

2.4.2)

‘

'80 - '84

’ 85 - ’ 89

경제성장률 (u)

6.1

10.4

6.8

총에너지소비증가율(~)，

4.3

8.9

8.4

0.75

0.86

년

-도

에너지 IGNP 탄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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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89

1.24

‘

’ 91

...

9.0

8.6

14.1

10.9

!

"

L57

1.27

‘

따라서 총소비에너지에서 석유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 변화에 따
른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에녀지안보척 차

원에서 우리나라는 탈석유 전원개발과 함께 에너지원의 다원화률 기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천 사업율 지속작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연， 원자력발전은 기술집약형의 준 국산에너지로서 (표 2.4.3) 과 같이 에너
지밀도가 놓아 소량의

연료로 장기간 전력생산이

가능하고 에너지

비축효과가

크기 때문에 오랜 기간 외국의 의존없이 에녀지률 안정척으로 공급힐 수 있논
우수한 에너지공급 방삭이다.

(표

100만KW급 ‘발천소 1 년 소요연료량 비교

2.4.3)

소요량

구

원자력발전연료

T。r

중

연

탄

유

*

τ

-A「-

비

--‘J..

톤

10론급 트럭 3대

에너지 비축효과가 큼

만폰

10 만론급 선박 22 척

대용량의 수송 · 항반 설비

940 만배럴

10 만폰급 선박 15척

및 저장시설 필요

26

220

(1 50만폰)

석탄이나 석유벨천의 경우 수개월분의 연료저장을 위해서 넓은 처장시설과 수

송 • 항만설비가 필요하지만 원자력발전은 경수로의 경우 원자력발전연료를 한번
장천하면 1 년 내지 l 년반 동안 연료 교체없이 전력생산이 가능하므로 그만큼의

에너지비축효과가 있다. 또한. 각 발천소 원자력연료 건물에 신연료 I 년분을 보
관할 수 있고， 한국핵연료 주식회사에 국내소요량의 6개월분(농축우라늄)융， 해

외에 6개월분(우랴늄 정광)율 확보하고 있어 만약의 사태로 우라늄의 공급이 중
단되더라도 장기간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우라늄자원은 세계 천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세계 에너지정세에 영
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원료전량을 수입에 의폰하는 우리나라는 다른 어I 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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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우라늄의 채고분 및 동서간의

냉전분위기 완화에 따른 핵푸기 해체 동에서 유입되는 물량 풍을 고려할 때 앞

으로 상당기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천망된다.
륙허，

원자력발전은 기술집약척 에너지로서 원자력발전연료 연소도 향상 풍

기술개발확 사용후연료를 재활용하는 고속증식로가 상용화되면 현재의 매장량만
으로도 수천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2)

경제 • 산업발전에 기여

1978 년 4 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 I 호기가 상업운전
율 시작한 이래 운천기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만 14 년 동안 원자력발천소가 우

리나라의‘ 경제 ·‘산업발천에 미친 영향 중 가장 두드러전 것은 국내 전력생산량
의 철반가량율 탑당하여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전
력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전체어1 걸쳐 석유의존도률 낮추어 수입석유량울 감
소시킴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하였고， 륙히 (표 2.4.4) 와 갈이 전려부문

에서는 1977 년 사상최고인 89%률 상휘하먼 석유의존도를 1987 년의 경우 원자력
발천 비율이 53.1%률 차지하면서 국내 발천사상 최저인 6.9%까지 낮추어 명실공
히 석유대체에너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표

국내천력의 석유 · 원자혁 의존도 변화추이

2.4.4)

(단위

년

도

'75

’

77

’

79

, 81

’ 83

’ 85

’ 87

: %)

’ 89

’

91

‘r

’

석

*

원자력

86.3

89.3

8 1. 1

79.8

67.3

34.4

6.9

15.5

. ‘ -‘
22.9

0

0.3

8.9

7.2

18.3

28.9

53.1

50.1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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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년도에 국내에서 가동충인 9 기의 원천의 발천량은 총 563 억 1 ， 100 만kWh로
서 전체 발천량의
약 8 ， 300 만배렬로셔

47.5%를 차지하였으며. 이 전력량을 석유발천으로 환산하면
1991 년도 우리나라 총원유수입량인 3 억 9 ， 950만배렬의 -약

1/5에 해당한다.

1978 년 고리원자력 1 호기 가동 이래 1991 년말까지

국내 원천에서 생산된 천

력량은 총 3 ， 175 억 kWh에 달하며. 이 천력량을 모두 석유발천으로 환산하면 1990
년도에 우리나라가 원유룰 수입하는데 지출한 78 억 4 ， 300만힐러보다 많은 약 100

억달러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원자력발천소의 발천연료룰 수입하는
데 지출한 금액은 15 억 6천만달러에 불과했다.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어 본격척으로 가통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부

터 각종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1982 년 이후 1990 년까지
9회에 걸쳐 무려 28.696나 인하하였으며，

그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고

려하면 전기요금 언하효과는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6 년 이후 5 년 동
안 집중적으로 25. 7%나 인하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소비자물가는 30.2%나 상승
한바 있다.

원자력발천은 건설비가 다소 비싸지만 일단 가동이 시작되면 연료비용 둥 운
영비용이 다론 발천원에 비해 월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그동안의 불가상
승에호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하를 가능케 하여 푹가 경제발천 및 국민생활향상

에 기여하였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한편，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방식과는 달러 전력생산에 우선하여 방사션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첨단기술을 총동원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자력산업은 태동기부터
고도의 기술집약척 성격율 갖게 되었으며 20여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천기， 기

계， 토목. 화학， 금속 둥 각종 분야의 관련산엽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국내 원자력산업 초기에는 국내기술의 열세로 인하여 외국 주기기 공급자의

책임하에 건설토록 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고러원자력 3 ， 4호기부터는 한전이 사
업을 관리하고 국내업체가 부분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채

건설중인 영광원자력 3 ， ·4 호기부터는 국배엽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여 처l 계척인
기술축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온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우러나라는 차세대원자로 개발올 1992 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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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하여 2001 년까지 설계를 완료한다는 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하여 21 서l 기 선도

기술개발사설 (.G7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천중에 었다. 이와 같은 국산화 및 연
구개발 추진과정에서 원자력발천사업은 불‘폰 관련 산업 · 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의 기술인력 확보 및 양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륙히，

1972 년도 고리원자력 l 호기 건설착수시 본격척인 품질보증제도를 도입

하고 1984 년 원자력 품질보충큐정을 채정하는 풍 체계적인 품질보증제도률 확립
하여

원천

건설율 롱한 관련업체들의

품질관리농력

향상 및-국체신뢰도- 획묵

(pre-qualification) 으로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3) 지구환경보전

최근 염화불화탄소에 의한 오존총의 파괴， 대기중 이산화탄소농도 증가로

언해 발생되는 온실효과와 기상이변 그러고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풍’의‘ 배출에
의한 산성버 퉁이 국제문제로 뭉장.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법세계적으로 환

경보호률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캉조되고 있다.

륙히 구소련의 붕과와 동구판

정세변화 둥으로 동셔냉전체제가 완화됩에 따라 천세계척으로 시장경제체제의

비충이 더욱 커지면서 국제경채 측면에서도 지구환경문제는 그 중:효성 01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탈황.

탈질설비 및 배출기준의 강화로 해

결해 가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화석연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 (C02 )에 의한 지구온실효과이다.

대가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 280pPJD에서 현재는 화석연료 연소 동으로 350ppm 수춘이 되었으
며， 2030 년경에는 산업혁명 이전의 2 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와 같운 에너지

소비현상이

계숙띈다변 21 세기 중엽까지는 온실효과의

현채

증대로

대기온도가 L 5 - 4.-5°C , 해수변은 20-140cm 정도 상승하여 기상변화는 물론，

많은 인구밀집 저지대가 첩수되는 풍 지구천체에 극심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
고 천문가률은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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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료원별 이산화탄소 발생량 비교

2.4.5)

분

구

석

탄

석

천연가스

*

원자력

발생량 (m 3 )

0.18

0.153

0.015

0.0

비

100

85

58

0.0

용

(%)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9년 유럽주요국이 노르웨이 스룩훌

름에 모여 횡산화물， 질소산화물 동 국제적으로 이동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 배
출기준을 강화하는 조약율 혜결하였다. 1988년 카나다 토론토 정상회담 및 학술

회의에서는 2005년까지 선진국이 중심야 되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20%를 감축
하기로 하고 이률 위해 에너지소비의 감축， 아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의 향상. 신재생에녀지 기술개발. 원자력의 확대이용 등율 권

고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화석연료 사용에 비례하는 조림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
다.

1989년 3훨 네렬란드 헤이그 환경정상회의에서는 유럽，

아프리카，

남미동

세계 24 개국의 지도자들이 지구환경의 피해가 날로 섬착해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한 환경감시기구를 UN에 신설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전세계 53개국의 석학 100여명으로 구성된 로마클럽은 1991 년도 발행된
II 최초의 지구대변혁(The First Global Ev이 ution)"이라는 보고서에서 화석연료

가 갖는 환경공해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종래의 유보척인 입장

에서 벗어나 경제적， 환경적 혹면에서 원자력울 지지하논 입장율 표명하였다.
1992년에는 6훨 l 일부터 6월 12 일까지 브랴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
발회의 (UNCED :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 velopment)7t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도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천을 위한 국제적 의지를 표명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r 리우선언』고} 이를 윗받침하는 구체척인 실천계획 r 의제

l J 을 채택하였다.

2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중 온난화가스 농도률 더 이상 증가시

키지 않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r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우리나라

를 포함한 154 개국이 서명하였는데， 이 협약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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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00 년까지 1990 년도 수준으로 안정화시킨다는’ 폭표를
모든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며，

석탄 · 석유동 화석연료 의존도

가 8()%률 냄논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총천력생산량의 17~를 답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천은 세계 총소비에녀지의

약 6%률 공급하고 있으며， 이 전력량은 석유발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0 억배
럴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중동지역 석유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세

계의 원자력밸전을 모두 석탄화력발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8 억톤의 이산화탄

소 방출량에 해당하며 그만큼 지구온실효과 감소어l 기여하고 있다.

천세계에서

원자력발천 비충이 가장 눔운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의 증가 (7~) 로 화력발잔량어
획끼척으로 감소되어 천력생산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1980년부터 1987 년
까지 80%나 감소될 수 있었다.

물론 에너지 공급구조의 다원화를 위해서 원자력발전소만을 건설힐 수는 없겠
지만 앞으로도 예상되는 석유파동에 의한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고，

온난효과와

산성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천하거 위해서는 다양한 목척으로 값지게 쓸 수 있

는 석유연료의 사용을 척극 억제하고 비화석에너지인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지리쩍.

지형척

륙생이 이용에 척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비해 이용가능한 에너지밀도
가 척으며 현재로서는 단위용량이 척고 경제성에 있어서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향후 수십년 내에 대큐모 에너지 공급원으로의 사용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자력이 현재로서는 에너지위기를 묵북하고 지구환경
보전율 7t능케 하는 최선의 대체에너지원이라고 힐 수 있다.

나. 원자력사업과 기술자집

원자력발천은 1960 년대 초반에 상용화된 이후 과학기술의 발천과 저렴한

발천원가에 힘입어 션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천하여 왔다.

륙히

'70 년대의

석유파동 영향으로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는 원자력 개발반이 애녀지 해
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범국가척인 사엽으로 추진
하게 됨으로써

원자력사업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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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석유따동으로 ’ 80 년대의 세계경제가 고성장시대로부터
져성장시대로 천환되어 전력수요의 증가가 둔화되었으며，

잇탈은

TMl ,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많은 원전 건설계획을 보류 또는 취소시키게 되어 원자력산업계가
침체가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의 원자력산업계는 획기척

인 기술개션울 롱하여 확고한 안전성과 월둥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로
형 개발에 많온 노력율 경주하게 되었다‘
국내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수굽에 중요

한 역혈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상업운전충인 원자력발전 시설용량은 총 971

에 761 만6 천kW 로서 국내 전채 발전설비의 36.6%률 첨유하고 있고，
력발전량의

점유옳은 총발전량의

기술칩약형외
효과，

절반인 49.1% 로서 56 ， 600GWh 이다.

준국산에너지로서

천기요굽의

안정화.

1991 년 원자

원자력은 에너지원의

관련산업

및 기술인력

안정척 공급，

석유대체

쭉성 동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한 공은 전술한 바와 같다.
우리나라는 고리 l 호기 착공 이후 약 20여년의 원자력벌천소 건설운영 경험을

축척하여 왔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원자력발전 기술자럽은 비교적 촬북힐 만한

발전과정율 거쳐 왔다. 그동안의 원자력 개발과정을 개괄해 보면 지금까지 우라
나라의 원자력 개발과정울 대략 4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l 단계는 준비단계로서 원자혁에 대한 기초연구와 요원양성 그러고 상업용 원
자로도입을

위한 준비작업

충섬으로 원자혁분야의

둥이

학계.

이루어졌고.

이

기간충에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연구계에 많은 거술촉척이 되었다.

처112단계인 원천도입 단계에는 원자력에 대한 인력양성과 기술척 특성의 이해에
주력하였으며.

고리

1 ， 2호기와

월성

l 호기를

외국업체에

일촬발주방식，

축

Turn-key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제 3단계는 성장기로서
리 3.4 호기.
성능까지

일활발주에 의한 원전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한 고

영광 1， 2호기 둥을 한전아 종합사업관리를 주도하고，

책임지는 분힐발주방식，

천체 풍정과

즉 Non-turnkey 방식으로 사업율 추진함으로

써 한전의 사업관려기술은 풀론. 국내산업계의 참여폭과 국산화도 확대하게 되
었다. 그러나 국내 원자력사업의 기술축척은 종합적인 기술정책 아래에서 일관
성있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전원개발계획을 충족하기 위한 원천 건설의 추진과
정에서 부분척으로 이루어격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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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져114단계인 기술자럽단계에서는 첫 시도가 영광 3， 4 호기 건설 및 기술

자립 쩨획이며， 이률 탈성하기 위한 산 · 학 • 연의 연계와 국가정책에의 반영 노
력이 계숙되고 있다. 또한 영광 3 ， 4 호기는 기술자립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나

타내는 국내업체주도형.
고.

외국업체 하도급 -개념의

계약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

핵심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별도의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종합적인

핵심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의 기술훈련 개념에서 탈피하여 사업수

행에 공동참여하거나 공동설계 방식을 체택함으로써 핵심기술 습륙율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의 기술자럽은 우러나라에 본격척으로 원천기술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영
광 3 ， 4 호기 사엽과 야률 참조하여 건설되는 올진 3 ， 4 호기 사업경험율 바탕으로

점차적인 개량，

개션을 통한 한국형 표준원전의 확보로써 탈성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자럽울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수칩， 제도개션，

또한

그러고 유관

기관깐의 역힐정립이 합리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1 년말 현재의 기술자립도를 보면. 종합설계분야 기술자럽활 f 담당한 한국전
력기술(주)는

주기기제작분야의

87%,

한국중공업(주)는 원자력계롱기기째작과

터빈발전기설계제작이 각각 80"-'. 94%이고，

구소는

81% ,

핵연료처l 작분야의

원자로계롱 설계분야의 한국원자력연

한국핵연료(주)는 83%를 달성하여

종합척으로

88%의 기술자럽을 달성하였으며， 1995 년에는 영광 3 ， 4 호기 건설흘 롱하여 95%의
기술자럽 북표를 탈성할 계획이다.
다만 원자로 냉각수펌프동 일부 기기제작기술과 특허둥에 관련된 전문분야 설
계기술은 기술자럽에 소요되는 투자 및 인력과 。l 의 활용을 고려할 때‘ 해외기술
에 의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기술자럽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며，

따라

서 95% 기술자핍 북표논 살질척으로 동얼기종 발전소 건설능력의 10()%자립 목표
라고도 할수 있다.
국가에너지

정책차원에서

립만이 원자력에너지

우리나라의

원자력이용은 불가피한 것이며，

。l 용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국제척 통향을 고려할 때.

원자력산업의

륙히 지구환경

지술자

보펀 둥

재활성화는 필연척이다.' 또한 원자력

사업운 국민적 합의률 요하는 사업이므로 지숙척인 안천성 제고와 대국민 홍보
툴 롱하여

국만의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지 기반율

확보하여야만

하며，

미래지향죄인

이제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기술자럽단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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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이

국가의 강

력한 정책의지에 의하여 윗받칩되어야 하며.

기술자립을 위한 산 · 학 · 연의 긴

벌한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다. 원자력 기술수출국 진입

정부가 1991 년 11 월에 확정한 r 창기전력수급 계획」에는 2006 년까지

현재

건설 또는 계획중인 7기률 포함하여 총 18기의 원자력발전소률 건설함으로써.
추가되는 딸전셜버외 36%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국가정책 북표룰 수럽하였
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자력발전기술의 자립도는 1986 년에 60% 수준에서 1991 년에

88%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원자로설계 동 핵심기술은 해외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요구되는

방대한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업율 우리의 독자척인 기술로 추진합은 물론，

눈 원자력발천소 수출시장에

건설 및

전세계척으로 확대되고 있

참여하는 계기릅 마련하기 위하여 원자력기술개발

체제의 재점검과 새로운 연구개발 천략의 수렵이 요청된다.

이에 따른 구체척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분회의에서는
천문가툴의

의견율 종합척으로 수렴한 결과.

각계

향후 10 년간은 원자혁기술자럽율

위한 철호의 기회로 판단되며 기술자럽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약 2조원으
로 추정되므로.

한 산업체의

정부재정에 의한 연구개발투자룰 강화하는 한편，

충당금으로

있도록 채도화하며，

원자력산업계

매출액의

기술개발율 위

3% 이상을 예산에 계상할 수

이와 함께 산업체가 주도척으로 운용기술개발융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척인 개발천략올 수랍케 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률 위해 청부논 1991 년 11 훨부터 1 년 8개월 동안 각계 천분가률의
의켠율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률

거쳐

r 원자력연구개발

팡범한

중 · 장기계획

(1 992-2001) J 율 마련하고. 1991 년 6훨 26얼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
였다.

정부는 이 계획의 기본북표룸 우리나라가 2000년초까지 원자력기술 선진국 수
준에 진입하는 동시에， 원자력발천기술의 자핍과 고도화를 롱하여 국가에너지의

자립기반올 구축한다는데 두었다. 그리고 그 목표의 탈성에 직결되는 34개 핵심

기술개발과제률 선장하였으며， 이중 207H 과제는 정부주도로 .14 개 과제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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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주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은 한정된 재원율 효율칙으로

배분 · 활용하고 연구채발의 효율성을 처l 고하려는 취지에서 야루어졌다.

향후 10

년동안 소요될 연구개발비 l 초 9 ， 855 억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4 ， 500 억
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2 ， 355 억원.

한국전력공사에서

1 조 3 ， 000 억원씩

각각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의 수립은 산업계 · 학계 · 연구계가 함께 참여하여 실철척으로 추진 가
능한 중 · 장기 연구개발과제률 도출하고 구체척인 추진전략율 설정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작업이라고 명가될 수 있다. 륙히 지난 1960 년대 이래 추진되어
온 원자력의 명화척 이용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해 주었다.
r 원자력연구개발 중 · 창기계획 J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 원자로기술」분야에서는 기존의 경수로를 개량하여 2006 년 이전에 준공되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동사에 중수로도 지속적으로 개량한다.

차세대

경수로는 2001 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2007 년부터 건설되는 원자력발천

소어l 활용하며 액처l 급속원자로는 2011 년까지 실증로률 건설하고 2025 년 이
후에 실용화한다.

ν

。 r 핵연료주기기술」은 원자로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로용 고연소도 개량형 핵연료의 개발을 완료한다.

1995 년까지 경수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

료를 중수로에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의 추진은 1993 년까지 그 세부작.인 방안
을 확정한다.

。 r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은 1995 년까지 영구쳐분서셜의 설계 및 운용거술올，
1997 년까지 충간저장 및 수송기술을， 2010 년까지 초고압 압축공정기술과 영
구처분기술을 각각 개발한다.
o r 원자력밸전소 건설기술」도 영광 3 ， 4 호기와 부숙거의 건설율 롱하여 푸준히

고도화한다;

。 r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은 과거 3 년 동안 명균이용율이 80%로서 세계 명균
6&6에 비해 현저히 높아 션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그라나 여기에 머물지 않

고 운전기술과 보수기술을 지속척으로 개선하여 경제성을 한충 더 향상시키
고，

안전판리기술의 고도화률 롱하여 안천성과 신뢰성울 제고한다.

。 r 원자력 안전기술 j 에서는 1996 년까지 안천성 명가기술을 확접하고， 2001 년까

지 사고관리 기술을 :확보한다. 그후 2025 년까지는 액체금속원자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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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성 명가기술을 확보한다.

。 r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술」에서는 2001 년까지 -고준위방사성 동위
원소선원의 개발 및 이용기술을 개발한다. 2006 년까지는 유용한 방사성동위
원소의 회수 빛 이용기술을 확립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신뢰와 협조하애 r 원자력 연구개발 중 • 장기 계획」을 추잔

해 나간다면. 2000 년대에는 값짜고 안전한 새로운 원자로룰 우러 손으로 개발하
여 국가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략적 핵심기술울 보유한 원자력

기술수출국의 대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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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분야별 기술개발 현황

원자로기술

1) 개 요

국내 원자로기술 분야의 연구활동은 1962년 3월 TRIGA Mark- 표가 가동되면

서 원자로률 이해하고 여론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정적 · 동적 륙성의 살혐척 연
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원자로 특성실험은 운천원의 얀천운전과 이용자의 설

험계획 및 결과해석에 필요한 기본척 자료로 이용되었다.
1968 년에는 TRIGA Ma rk- 표의 혈출력을 100kW 에서 250kW 로 증강시키는 얼을 추

진하여 출혁중강 전후악 여러가지 노륙성
애 완공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따라미터 측정과 설계를 거쳐

방사성동위원소의

1969 년

수요증가와 기초 및 웅용연구

에서 고충성자숙의 요구가 증가되면서 MW급의 제 2 연구로의 펼요성이 대두펀 바，

Gulf General Atomic사의 TRIGA Mark- m(2MWt)를 턴키계약이 아냐고 국내기술이
척극격으로 참여하여 건조하였다.

1970년대에 툴어와서 원전사업율 한천이 주관한다는 청부의 시책이 확정되었
고， 고리 l 호기가 1969년 일괄도입 계약으로 도입되어 국내기술의 참여가 불확

실하게 됨에 따라 원자로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점진척인 기술축척을 시도하여
국내 원전사업애 기여하고자 하는 원래의 시도를 포기하고 1968년 원자력기술확

립율 위해 수립한 국가 장기목표률 수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리 I 호기의 건설공사가 본격화되고， 후숙기로서 월성 1 호기와 고러

2호기의 도입이 추진되면서 원천이 국내밸천원으로서 충요한 역할율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한천과 안전성울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
술처를 지원하까 위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기술적인 선도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축척과 능력배양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주요과제로서 경수로 기술개발， 중수로 기술개

발， 원천안천성 분석 빛 건설을 위한 기술지원 연구 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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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향에 따른 원자로 기술개발에 맞추어 다행히도 과기연 (KI Sf)에
전산기가 1969 년에 셜치되고. 1970 년 정부종합청사에
원자로 설계코드，

노심관리해석，

구의 방향도 실험척

CDC 3300

UNIVAC 1106 이 셜치되어

안전해석코드 풍의 개발이 활성화되었으며，

연구보다 소프트웨어

연

개발 중심의 연구개발로 크게 전환하

게 되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민영화를 계기로 추진된 주요사업은 프랑스 차관사

업에 의한 핵연료주기시험시설의

도입이었다.

이 사업은 핵연료주기

위한 기본시험시설로 이와 병행하여 캐나다로부터

기술개발율

NRX 형 연구로(열출력

40MW) 도

입율 추진하였으나 1976 년 계약 교섭단계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1976 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계 4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 977-1981 )의 연구개발
방향율 설정하기 위한 “원자력 기술개발 5개년계획 (KAER]-76)" 율 수립하여 과기

처에 제출하였으며

과기처는 이를 수정하여 1978 년에 확정한 바 있다.

“KAERI-76" 의 5개년 계획에 따라 1977 년부터는 비교척 목표지향적인

이 수행되었다.

및 중수로의
필요한

륙히 원자로기술분야에서는

핵설계，

혈수력

해석코드와

안천성

연구개발

여러 과제의 수행을 롱하여

설계.

구조설계，

명가에

필요한

방사선차펴 l 설계.

경수로

노심판랴

동에

비상노심냉각계통 (ECCS: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명가. 격납용기 명가코드 도입. 개량 혹은 자체개발 둥으

로 발천로계롱셜계체제률 갖추기 위한 기본농력율 축척하였다.
장기 동력로 개발사업에는 고숙로 기술개발과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시 미

국 대통령인 카터의 핵비확산정책에 의하여 세계척으로 고속로 개발계획이 불확
실하게 됨에 따라 본격척인 과혜수행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 동력로 개

발사업으로 고속로 동 신형로에 대한 선진 기술정보 수집과 추척연구로 축소 ·
조정되었다.
기기장치개발사엽 (Thermal Flux Test Facility: TFTF)은 재료사험로의 국산화
사업으로서

1977 년부터

열출력

40MW급의

추진되었으나.

재료시험로를 자력으로 설겨;1 • 건셜힐

이 TFTF 개발사업도 l 단계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국제적인 사정 때문에 중단되었다.
추는데 기여하였으며 t

계획으로

그러나 기술축척과 원자로설계해석체제를 갖

1985 년부터 추진된 다목적연구로(열출력

30MW) 의 국산화

사업에 큰 도용이 되었다.

1978 년부터

1980 년까지는 TFTF 연구로 개발과 원천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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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에

역점을

둔

시기였다.

원전

기자재

설계 • 제작기술

개발에는

캐나다원자력공사

(AECL: Atomic Energy of Canadii Ii mi ted) 와 공동연구 협약을:맺고 월성원자로
제작능력 배양에 힘썼다. 아를 위하여 -국내 산엽계의 참여를 유도하여 월성원자
로에

사용되는 핵연료장천관.

안전봉구동장치，

노심계측기，

핵연료따손검출기

둥 4종의 시제품율 설계 • 제착했으며， 이 기자재 국산화 기술사업으로 원자력기
기의 설계 · 제작과 관련한 품질보증 기술을 축척하였다.

원자로기술불야에서 1980 년대에 있었먼 룩기힐 만한 중요사항은，
첸터의 설립과 다묵척연구로의 설계.

원자력안천

건조 및 발전로계롱의 설계사업 참여이다.

원자력안전성 연구는 우리나라의 본격척인 발전로 도입과 관련하여 원자로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무춘히 수행되었으며，
전심사를 지원하는 데도 기여해‘ 왔다.

과기처의
특히

발전로 인허가와 관련되는 안

1979 년의 TMI-2사고률 계기로 안전

성 확보가 큰 사회척 과제로 제기되고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
기되어， 1982 년애 원자력안전센터가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에 셜립되었으며， ‘원
자로 기술개발에 종사하였먼 핵심연구원률이 참여하게 되었다.

1985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이용개발 종합대책 설정연구에서 원전기술
자랍율 위한 기본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관련기관과의 협력쳐1 제률-구축하
고 기관별 역할율 분담하여 원전기술 자컵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그 대용i운 fUr

옵과 갈다.
첫째. 개발복표로 경 · 중수로 핵심기술 개발에 중첩을 두었는떼， 여가에는 원‘
자로 설계기술， 발전로계통기술. AlE설계기술. 기자재 · 부품설계기술 둥이 포함
되어 있다. 또한 원전 주요기자재 국산화 및 시험명가기술 확립과 다폭적연구로

의 자력셜계 · 건설，

고숙중삭로 기술능력

축척을 위하여 고숙임계장치·의 노심

륙생연구 빛 소디움기술 개밥율 추진한다.

둘째， 추진전략으로 경 • 중수로 핵심기술의 조기확럽율 위하여 연구기관，산
업체 및 학계가 역힐율 분답하여 추진하는데，

연구기관에서는’ 원자로 설계 및

기자채 시험펑가기술을 추진하고 산업계에서는 AlE설계기술.
재제작기술. 운천 · 보수기술 확립을 추진하며 J
기초연구분야의

기기 · 부품의 기자

학껴l 에서는 소재개발 풍 원자력

연구개발로서 다몹척연구로의 자력설계 · 견조를 롱하여:벌천로

에 대환 핵심기술; 활용 및 경험축척과 후속기 도입시 핵심기술 이천 둥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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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시혐로급의 대형 연구로인 다목적연구로 기술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합에 따라 기존 TRIGA 원자로는 1990 년대에 폐쇄될 계획으

로 있어 1983 년에 그의 타당성 조사룰 수행하였으며，
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다북척연구로(열출력

1985 년부터 사업이 시작되

30MW) 를 국내 기술주도로 설계

· 건설하고 국내 기술이 미비한 분야에 대하여 외국의 기술자문율 받아 추진한
다는 전략을 세워 국내 최초로 국산연구로를 개발하게 되었다. 현재 그동안 꾸

준히 개발해 온 기술자료를 명가하고 설계해석코드의 체계화와 이률 계숙 발전
시키고 있으며.

노형의 명가. 개념설계，

기본셜계，

안천성분석보고서를 완성하

고 초반까지 상세설계를 마쳐 1994 년말까지 완공율 목표로 추진 중이다.
원철기술충 륙히 발전로기술은 선진개발국에서도 막대한 개발벼와 인력율 투
입해서 개발한 기술이고， 많은 경험자료가 내포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려

나라에서 자협으로 기술자립을 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기술개발의 경
험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원자로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능력이 축적펀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면 원전기술 자럽목표률 단시칸내에 탈성
할 수 있다는 연구소의 주장율 정부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원전사

업의 역혈분탑에서 연구소는 발천로계통 (NSSS) 설계와 핵연료 설계업무를 탑당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원자로기술 연구에 참여하였던 핵심 연구원이 영광 3, 4
호기의 발천로계통 공동설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숙증식로 기술개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 년대부터 1971 년까지 고숙
임계로설계를 몹표로 수행하였으나. 그후에는 국내외의 여건변화로 본격척인 추
진이 유보된 상태에 있었다.

1980 년대에 들어와서 외국에서의 고숙증식로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의 계숙적인 추진올 롱하여 핵설계， 열수력설계， 안
전성분석을 위한 해석체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나트륨 냉각재 환련기술 개발

율 위해서 Na-Loop의 설계률 완료하고 이의 설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한
편， 1983 년도 한 · 불원자력협력공동조사위원회의 합와에 따라 1986 년까지 3 년에
걸쳐 공동연구가 수행되어 고숙증식로 도입에 대비한 장기척인 기술능력 확보방
안이 수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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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연구
v

TRIGA

Mark- 표 건섬 • 운역 0962.

3)

·원자로룩성 실험연구

· 열출력증강 100kW• 250kW

·V
탠파A 뻗마二JlL갚쓸二 죠옆u원L요j

· 원자로륙성 설험연구
· 원자로해석 연구

V
‘

공솔와켄록으R발.l1 971

-

197깐

I . 설계연구

v . 빼륙성

연구

멜전로기슬뺀-여‘구편
」
겪수로 · 노섬 71 숭개밤(멸깅.~햇힌

40뺀연구로 도임추친(1 973

I (사업중단)

· 썰계해석코드 개발
· 분석해석코드 개발

V
πTF 연구로 개발 Lt9Z7

·노심관리연구

• 기술추적(1 981 -

)

발천로계통 설계사업

다목적 연구로 국산화사업

· 영팡 3 ， 4 호기

· 다목척연구로 설계건설

. Na-Loop 설험시설개발

NSSS 공동설계

· 설 계 data base
· 핵 빛 열설계연구

(1987-1996)
· 기술자립 북표 :95%
· 원천표준화 개발

(i985'~
~

.

1994)

설계코드 개발

• 기본 .j및 상세 설계

· 장치개발
·열유동설험

(그림

- 1980)

· 설계코드 캐옐
.. 가본 및 상세
· 장치개발(사영

·계혹제어연구

고속증식로 기술개발

- 1976)

2.4. 1)

원자로기술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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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SSS

계통설계 기술개발 및 연구

우리나라는 1969 년 1 월에 미국의 해스팅하우스사로부터
수로형 (PWR) 원자로륨 도입하여 고러원자력멸천소

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기，

효시이다.

60 만kW 급의 가합경

1 호기률 1978 년에 가동한 것

그후 고라 2호기，

훨성 2호기，

고리 3 ， 4호

영광 1. 2호기. 울진 1 ， 2호기로 9 기의 원자로가 도입 · 설치되었으나. 공급자

에 따라 다양한 원자로형의 발천소(고러 1. 2 호기- 2 Loop , 고리 3 ， 4 호기，

영광

1 ， 2호기- 웨스팅하우스의 3 Loop. 훨성 2호기- AECL의 가압중수로. 울진 1. 2호
기- 프랑스 프라마톰사)가 도입되었가 때문에 원자로계룡(N잃S) 설계분야률 기

술자립하거나 표준화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외국에반 의존해 왔던 원자
력발천소 핵심기술인 원자로계통설계률

완전히 기술자립하여 후속기로부터 국

산화하겠다는 의지로 영광 3 ， 4호기 건셜을 착수하게 되었다.

영광 3.4호기 계약에서 주기기(원자로 계롱) 제작 · 설치는 말할 나위도 없이
주기기 설계까지 국내 관련기관을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용역율 맡도록 하였다. 륙히，

외국업체는 그의 하청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로계통설계 기술도입계약

으로 설계인력의 자질율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전수 훈현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셜계에 필요한 모든 천산코드 및 기술자료를 확보하였고 ABB-CE와 공동설계계약
으로 국내설계요원이 모든 설계분야에서 ABB-CE 직원과 대둥하게 원자로계통설계

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계경험올 쌓고 있다.
국내에서 원자로계통설계지원팀을 구성하여

ABB-C£와 공동으로 수행한 셜계

문서를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에 설치한 전산코드 및 거술자료률 이용하여

모의 및 반북설계를 수행하여 셜계의 원리와 기술율 재확인하였으며， 개선이 요
구되는 분야는 국내외 기관과 연구개발과제룰 수행하여 1995 년도까지 95%의 기
술자럽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기술자럽 의지의 결과로 1991 년 7월 20 일에 계약환 울진 3 ， 4호기는 원자

로계통설계업무률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하에 단톡으로 수행하고 외국전문기관
(ABB-CE) 의 검토 지원을 받도록 계약이 체결되었다.
원천

기술자럽계획

수립부터

현재애

2.4.6) 과 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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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추진된

주요내용은

(표

(표

원천 기술자럽계획 추진내용

2.4.6)

추

년도
’ 84.

7.

。

진

내

용

원전 기술자럽 계획 수립

(동자부/원자력발천 경제성 제고 방안)

- 발전소 건설계약시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하고 기술전수
위주의 계약으로 추진

- 세부시행계획은 관련엽처I 에서 수립 추진

'84.10.
’ 85. 6.

。

환련사멸 기술자립

세부실천계획 수럽보고

。

원천 기술자럽 계획 확정(동자부)

- 거술자럽북표 및 담당업체 지정

'86. 3.
’ 86. 7.

。

원자력발천 기술자립 실천계획 수립(개정판)

。

원전 기술자럽 계획 보완

- 기술자립목표 상향 조정
· 핵중기공급계롱 (NSSS) 설계 : 95%
· 기자재 져l 착 : 95%
· 설계엔지니어링 : 95%
· 핵연료성형가공 : 10()%
’ 87. 4.

。

기술도입계약 쳐I 결 (KRI-87-T 1112)

'88. 2.
, 88. 4.

。

NSSS 계통설계 기술자립 추진계획 (Rev.6) 보완 제출(한천)

。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자럽 실천계획(재개정판) 발행(한전)

’ 88.

。

영팡 3 ， 4호기 혜 l 차 변경계약 따라 기술도입계약을 계통셜계

5.

계약에 포합

’

89. 4.

。

기술자럽계획 수립 및 제출(’ 88 말 실척 기준)

- 연도별 기술자럽 계획
- ’ 89 년 월별 기술자립 계획
- '90-'95 년도 분기별 기술자칩 계획
’ 89.H.

。

ASME N 언증서 취특

’ 90.. 4.

。

N.SSS 계통설계 기술자럽 세부실천계획셔 (Rev.!) 제출

’ 90. 9.

。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자립 1 차 명가 수행 및
명 가보고서 제출(KAERI)

’ 90.12.

。

원자로겨i 통설계 기술자립 2차 명가수행(ABB-eE)

'91. 1

。

연구소내 자체 연구개발 6과져l 실시

'9 1. 6.
’ 9 1. 7.
’ 91. 8.

。

원자로계통설계 3차 명가 수행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울진 3 ， 4 호기 공급계약 채결

。

ASME

N 인증서

갱신착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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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기술도입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육상발전소의 상용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원차로체롱 (NSSS) 설계，

핵연료 및 노섬설계와 사업관리에 관련

된 모든 기술율 최단시간에 완천한 기술자립을 성취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기술
율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 (ABB-CE) 로 부터 도입하기로 1987 연 4월에 계약

올 체결하여 1991 년 현채 거술자효와 천산코드 도입을 완료하였고，

기술전수훈

련도 1991 년팔에 완료하여 1992년도부터 륙수분야에 대한 추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엽한 기술율 기초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해외훈련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자체천파 교육으로 기반율 넓히고 ABB-CE와 공동으로 수행한 영광 3 ， 4호

가 셜계결과불과 참고기술자료에 대한 기술검토와 모의 및 반북설계률 국내에서
설사하여 전수기술율 재확인하며 깊이룹 더해자고 있으며， 또한 해외에서 수행
되는 신형원자로연구사업 참여 빛 자체연구과제 수행으로 도입한 기술을 개션해
가고있다.
기술도입，

영광 3 ， 4호기 설계 참여 빛 표준화사업 동 기술자럽의 궁극적 북표

는 후속호기 표준원천 (KSN- 1)율 국내 주도로 설계하는데 있으며. 기술자럽 추진
절차는 (그립 2.4.2) 와 같다.

3) 영광 3.4호기 설계 참여

원자로계통셜계 기술자립율 위해서는 국내 기울진이 직첩 셜계에 참여하여

설계 기술 및 절차률 습륙할 뿐만 아니라 관련조직{기기쩨착자， 건축설계자 및
보조기기 풍급자 동)과의 연관문제점(Interface 사항) 해결에 직첩 참여함으호
써 원자로 계통설계가 발전소 건설에 아떻게 기여하는지 。 1 해힐 수 있도록 하였
다.

그 뿐만 아니라 ABB-CE 주도하에 미국에서 수행해 오던 공동설계 업무률 1989
년 1 월부터는 국내(대찍)로 옮겨 일부 분야에반

ABB-CE 의 설계요원이

대부분의 원자로계통설계를 국내 기술진이 수행하게 되었다.

참여하고

국내에서 수행되는

공동 설계는 대턱에 설치된 천산코드와 설계자동화시스템 동율 이용하고 설계에
필요한 자료도 대획에서 확보 · 관리하고 있는 설계자료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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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팡

-

3, 4

’

J

'".
l

)I

。

계롱공동설계 수행

뉴-)

호기

사업
참여

V

원

-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 반북 및 모의설계

F

표준

원전

>

(KSN-l)

- 설계절차서 개발
기

A
술

~
。

자

기술
~)

계

。

기술자료 도입

。

전산표드 도입

설계
주도

II

o ABB-CE
System 80+

/
획

후숙기

- CRT: 1, 412 Hrs
- OJT : 2, 364 M.W

립
도입

훈련

전수

개발 참여 (R&D)

v
。 표준원천설계요건

표준

(K-SRED)

화

---

작성

。 표준원전 안전영

사업
참여-

분석보고서

(k-SSAR)

(그림

2.4.2)

작성

기술자립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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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술과 설계사업관리눔력을 동시에 자랩하게 되었다.
한편，

큐제겨련의 영팡 3 ， 4 호가 예비안천성분석보고서 검토시 관련기관은 모

두 하나의 건설허가지원전탑반율 구성하여 규제기관의 질의사항 및 추가~.료 요
청사 신속히 자료를 져I 공해 왔다. 그 결과 1989 년 12 월 21 일 영광 3 ， 4 호기 원자
로 건설허가는 10 개의 보완사항율 필히 이행하도록 조건과 함께 발부되었다. 이

툴 보완샤항충 원자로계통설계와 관련펀 7 개 항목에 대해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추가시협 및 분석 등으로 해결하고 있어 인허가 기술자럽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눔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고 또한 많은 기구로 구성된
시스탬이므로 참여하고 있는 각사 천원이 하나의 통일된 품질관리 방법에 따라

업무률 수행하여 그 활동율 효과척으로 집결샤격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원자력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전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예비안전생분석보고

서에 포함시커 원자로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숭인받고 있다.

큐제기관으로부터 승인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각사에서는 품질보증절치룰
수립하여 한국천력공사 또는 주계약자의 승인율 받아 시행하고 있다.

원자로계

통셜계률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눈 미국기계학회가 ASME Code 에 따라 품질
보중계획.

조직 및 수행된 업무로 명가하여

우수한 원자력압력기기

설계 및 제

작업체에 수여하는 N 인중서를 취특하였으며， 품질보증 관련자를 머국 ABB-CE에
파견하여

영팡 3 ， 4 호기 원자로계통 공동설계 품질보증에 3 년간 직첩

참여하였

다. 공동설계센터가 국내(대덕)로 이천됨에 따라 대덕에서 설계품질보증 업무룰

수행하고 있고. 감사자 교육 및 품질보증 관리자 교육을 추가 이수하여 설계 기
술자칩과 보초를 같이 하여 품질보증관리 기술자럽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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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기술

1) 변환 빛 재변환 국산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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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변환은 가압중수로형 (CANDU) 원전의 핵연료재료인
율 제조하는 공정이며，
다.

재변환은 가압경수로형

소결성 U02 분말

핵연료재료률 제조하는 공정이

발천소용 핵연료를 쩨조하는 변환 및 재변환중에서 변환공정은 크게 나눠

우라늄 정팡인 옐로우케이크 (U3 0 8) 의 용해로부터 출발하는 용해 · 여과공정，
쩨공정，

침전공정.

정

배소환원 및 안정화공정과 화l 액처리공정 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륙히，

침천과정은 정제된 우라늄 용액을 결정화시키는 방법에 따라 다시 ADU

(Ammonium Di-Uranate) 와 AUC(Ammonium Uranyl Carbonate) 공정으로 나뉘며， 이
애 따라 소결성 U02 분말 제조공정은 달라진다.
알려져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도

침천율 만든 다음.

회전가열로에서

ADU 공정은

공정기솔이

널려

많이 이용되는 공법으로 연숙반웅기에서

ADU

소결성 U02 분말울 제조하는 반면. AUe 공정

은 정제된 우라늄 용액을 증발 · 농축시킨 후 회분식 반웅기에서

들고， 유동충 반웅기를 통해

소결성 U02 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이다.

한연 재변환공정은 이산화우라늄을

불화시켜

육불화우라늄 (UF6 )율 제조한 다

음 농축한 후 다사 소결성 U02 분말로 재변환시키는 공정이다.
발서키는 중발공정에서

Aue 침천율 만

따라서 UF6 룰 증

출발하여 AUC 첩천율 만든 다읍 여과를 거쳐 유동충 반

웅기에서 U02 로 전환시켜 경수로형핵연료인

U02 분말을 제조한다.

변환공정과 환련한 변환시셜충 용해 · 여과， 정제공정 및 ADU 공정으로 이어지
는 U02 분말 빛 UF4 분발 제조시설은 1970 년 중반 핵연료재처 라 사업계획의
에 따라 프랑스 U-PUK 사로부터

까지

가기장치의 설치，

도입 · 설치된 장치들로서 1978 년부터 1982 년 4 월

시운전

및 성능보장 조업을 완료하였다.

U02 분멸의 큐격은 계약서상의 기준치는 물론 GE.

에도 척합하였다.

변경

아때 생산된

ASTM. AECL 동의 국제적 큐격

륙히 이때 함께 생산된 금속우라늄 제조용 UF4 분말도 모든 큐

격에 적합한 결과를 나타냈다.
1979 년부터 핵연료률 국산화하려논 노력이 시작되면서부터
연료를 자체 개발에 의해 공급키로 결정하였으며.
국산화사업의

이로 인해 Aue 공정이 핵연료

륙정연구과제로 선정되기에 야르렀다.

그당시 핵연료 국산화사업

의 북표를 보면 1988 년부터 소요될 중수로용 핵연료의
두고 있으며，

1982 년에는 국산핵

전량 공급을 그 목표로

이률 위한 추진방법으로 국내 기술에 의한 자력개발 및 프랑스로

부터 도입된 변환시설율 증 · 개축함으로써 기반시설을 최대로 활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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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계적

목표를 보면 1981-1982 년까지는 모방 및 시제품 제작단계로 주로

자체연구률 통한 기술개발단계야며. 1983 년부터 1986 년까지는 실용화를 위한 개
량 및 개선으로 운영을 통한 살중 및 양산율 위한 자효축척과 경험단계이고，
1987 년부터는 상용화 건셜 및 양산단계로서 단계별 목표가 셜정되었다.
이러한 북표 아래 1982 년에는 실험실 규모보다 큰 연 l 론의 UOz 생산농력율 갖
훈 장치률 설계 • 셜치하여 이

장치로부터 핵연료로서

척합한 AUC분말 쳐l 조 및

조업조건을 얻었으며. 아울러 국내 최초로 U02 분말을 생산하는데 생공하였다.
1983년에는 연 10론 규모의 U02 분밀 제조시설인 파일롯 플랜트률 건설하기 시

작하여 4 개월 만에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그해 10월에 시운전을 수행하였다，

이

때 생산된 소결성 U02 분말은 월성효형 핵연료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완벽한 것
이었으며， 아올러 초업조건의 개선과 더불어 각 공정장치툴이 보다 효율척인 방
향으로 개선되었다. 여기서 생산휠 VOz 분말 1;200Kg으로 24 개 다발의 국산 핵연

료 1 호가 쩨조되었으며. 1984 년 9 월 8 일 월생 원천에 장천 · 연소후 1985 년 11 월
15 일 생공척으로 인출되었다.

안출된 사용후핵연료를 검사한 결과 전혀

결함이

없는 완벽한 제품으로 입중되었다. 또한·시운천에서 생산된 UOz 분말율 묶얼 KWU
에 보내 핵연료로서의

품질시험을 수행한 결과， 중수로형 및 경수로형 분말로서

그 품질의 우수성울 확인받았다.

1985 년에는 상용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차효 및 -시설의 자동화를 위해 10톤 규

모에서 획륙한 조업자료 및 공정개선자료를

산 파일롯 플랜트률 건설하였다.
연속조업에

성공하여

상엽화의

토대로 연 25론 큐모의 UOz 분발 생

25톤 큐모·의

파일롯 플랜트는 90 얼간 무사고

기툴을 마련하였고，

여기서 생산된 5폰의 UOz 분

멜로 50 개의 핵연료 다발율 제조하여

월성 원천에 장천 · 연소시켰다. 이렇듯 10

톤 빛 25톤 큐모 따얼롯 플랜토에서

핵연료로 척합한 UOz 분발 제조에 성공함으

로써 AUC 공정에 의한 연 200 폰 규모의 UOz 분발 제조시설을 건설하끼에

01 르렀

다.

연 200 론 큐모의 UOz 분말 해조사셜인 상용공장은 1985 년에 월성로형

핵연료

양산계획에 따라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그해 설계률 착수하고 . .1 986 년 8월에 착공

하여 1987년 12월에 건설율 완료하였다.

이애 루자된 총건설비는 11 억원이고，

국산화율은 8596이다. 그러고 1987 년 1 월에 월성 원천용 중수로↑핵연료 분말의 천
량 공급계약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천칸에 1 차 계약분으로

UOz 230론이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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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후 l 년간의 시운천을 거쳐 파일롯 플랜트 규모에서 경험하지 못한 공

정상의 문제점으로 U02 분말을 제조하는 유동충 반응기의 구조개선 및 Aue 여과

장치와의

연동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셜계치의

10~ 가통 효과률 거두었으며，

현

재 월성 원전에 천량 공급하기 위해 가동중이다.

한편， 재변환공정기술 개발은 1984 년 7월 핵연료 국산화사엽계획
한 정부의 최종방침이 확정된 이래 수정계획이

발표되면서

변경안에 대

1990 년 I 월부터 천량

국산공급율 목표로 연 200론 규모의 져농축 U02 분말의 생산공장율 건설하기

위

해 기본 및 세부계획을 착수하였다.
1986 년 9 월 국내 벤지니어렁회사와

세부설계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1987 년 3월 기본계획에 따른 핵임계 분석을 위해 벨기에 Belgatom 과 재변환시설

에 대한 핵임계 분석율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그해 4 훨 채변환시설의

안전성 검

토률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안전센터와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과
학기술처

주재로

안천심의회의룰

거쳐

1988 년 4훨 재변환사업 허가를 얻었으며.
에 5개의 단위공정

재변환공장이

원자력시설로서의

승인받아

공장 착공 I 년 6개월만인 1989 년 11 월

및 8개의 부대단위공정둥

완성되어

안천성율

총 13개의 껴l 초공정으로 이루어진

성공척으로 시운전을 마치고 1990 년 3월부터 국내 경수

로발천소에 필요한 U02 분말 천량 공급율 위한 상업생산이

시작되었다.

1991 년 6

월말 기준으로 변환은 200톤， 재변환은 162폰을 생산함으로써 현채 순조롭게 가
동중에 있다.

변환 · 채변환기술은 순수 국내기술로써 한국원자력연구소 재연환공정연구실이
기초연구부터 자쳐l 기술개발한 것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

우이며，

이로써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핵연료분말을 천량 공급하게 되

었다.

재변환공장 건셜에 소요된 비용은 외국 기술도입의 경우 3QO 억원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나 약 100 억원으로 건설율 완료하였으며， 외국에는 핵임계계산
용역 (7 천만원，

총건설비의 0.7%) 반율 의뢰하였다.

국내에서 재연환윷‘ 수행함으

로써 UF6 운송 및 장기 인출로 인한 금융비용 동 연간 85 억달러(연 200톤 생산기
준)의 순수 외화철감과 연간 38 억원이 원가절감 효과 및 900 만 탈러의 수입대체
효과률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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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로핵연료 국산화사업

원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의 장기적인 안정공급을 위하여‘ 핵연료제조
기술의 국산화가 필연적인 과제로서 특히 중수로핵연료의 성형가공기술 국산화

사업은 국내의 원자력기술자랍과 관련하여 핵연료주기기술중에서

가장 먼저 국

산화를 위한 연구개발효 시도되었다.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핵연료주기사업의

전담기구로 1976 년에 셜립됩으로써

핵연료 가공기술 개발사업율 본격척으로 추진하였다」

이즈음 핵연료제조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 기술요원의 양성율 목적으로 내자 8 억 3천만원과 프랑스 정부로
부터 차관도입된 외자 355 만불 (US$) 아 푸입되어.

연산 10톤 큐모의 핵연료가공

사험사셜이 1978 년 10월에 완공되었다.

1979 년 5월에 핵연료 국산화사업 세부계획안이
산화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졌다.

성 l 호기 핵연료를 천량 국산 공급하며.

작성되었고 9월에는 핵연료 국

축. CANDU 핵연료를 국산화하면 월

PWR 기술전수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의 껴l 기률 자연스럽게 마련할 수 있으며.

PWR 핵연료 생산

큐모률 연산 200 폰으로 건셜 · 운영할 경우에 , 경제적 환점보다는 션진기술악 도

입 • 소화라는 기슐적 훔연에서 핵연료 국산화사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혀졌다.
1980년 7월 CANDU-PHWR 핵연료 국산화계획안이

1985 년까지 5 년 동안 800 만불{당시

49 억)의

기술개발에 의한 국산화-시제품을 완성하고.

확정되었다.

축.

1981 년부터

기술개발비를 투입하여

1983 년까지

1985 년까지 실용화 시험완료 및 양

산 상용화 기술확보률 목표로 하였으며. 800 만볼의 기술개발비 루자로 CANDU 핵
연료률 국산화함으로써

캐나다원자력공사 (AECL) 의 톡점기술에 의하여 당시 AECL

이 요구한 2.200 만불 (C$) 상당의 기술 도입료를 213 정도로 철감할 수 있으며，

간접적인 효과로서는 션행 핵연료주기기술의

확럽 빛 MO x 연료가공기술의

져력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이즈옵 정부는 원자력기술 자럽을 위한 정잭의 일환으로써

의 타당성율 검토하기 시작하여.
료 국산화사업의

제 26차 경제장관협력회(I 979.

주쳐l 릅 한국핵연료깨발공단으로

을 국가사업으로 조숙히

핵연료 국산화사업

추잔하며，

지정하고，

9.24) 에서 핵연

핵연료 국산화사업

핵연료 국산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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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경제기획원. 과기처.

동자부 동악 관계 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핵

연료 국산화사업 기본 구상안을 확정하였다.

마침내 1980 년 12월에 정부의 기본방침이 확정되었는떼， 그 내용은 첫째， 중
수로용 핵연료는 자채 기술개발에 의하여 국산화하며 둘째，
외국과의 합작루자로 국산화를 추진하다는 것이었다.

경수로용 핵연료는

1980 년 12 웰 과기처

장관

의 륙별지시에 의하여 중수로핵연료 국산화사엽율 구체척으로 추진하기 시착하
여，

1981 년 12훨에는.정부 륙쩡연구개발과제로 채택되었으며，

1983년부터 가동

되는 월성 원천에 국산 핵연료 사제품 24 개를 장전한다는 것율 북표로 본격척으
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83 년에 캐나다의 시험로에 장천 ·

시험한 후 1984 년에 월성 원전에 장전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중수로핵연료 국산화사엽은 3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는데，

져III 단계(1 981-1983)

는 AECL악 핵연료설계를 기준으로 제작한 핵연료 시제품의 노내외 실증실험을
통한 핵연료 제조기술의 확립이고. 제 2단겨I ( 1984-1986) 는 시제품 핵연료의 노내

외 실증실험 및 펑가룰 거쳐 입종된 핵연료 제조기술의 실용화 및 개량단계로서
월영 원천에 핵연료 시제품을 장천하고，

동사에 생산시설의 개량 및 자동화로

생산공정 및 시설율 양산체제로 확장하며， 제 3단계 (1987 년 이후)는 한전과의 핵

연료 공급계약에 의한 양산단계로서，

월성 원천에 소요되는 연 100폰의 핵연료

천량율 공급하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충수로핵연료 국산화사업을 성공척으로 추잔하기 위해서

task force team율 핵연료체조， QA/QC , 연료봉설계， 노심관 cl， . 안정성 명가， 노
외실중시험 분야의 6개 분야로 구성하였다‘

1981 년 12월에 본 사업은 ....핵연료

안정성”이라는 륙정연구과제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기술 개발에는 국내 기술상의
단용첩기술.

많은 문제점이

1981 년도 당시 핵연료 제조

있었는데.

예를 툴변 핵연료봉 봉

제품의 신뢰성 보장문제 동을 해결하는 데 어려옵이

년 1 월부터는 AUC-UOz 국산분말채조팀이

있었다.

‘

1982

합류되어 본 사업팀은 국산 UOz 분말을

사용한 핵연료 제조 및 국산 핵연료 시제품의

월성 원전 장전계획을 추가하였

다.

1982 년 4 훨 핵연료가공기술개발분과에서는

핵연효 제조기술의 ‘확립을 위하여

월생형 핵연료 모형집합체를 제조하던 중 한전측으로부터
핵연료 공급을 요청받아，

훨성 원천 장전시험용

핵연료 dummy bundle(UOz 소결체가 natural UOz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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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농촉도가 낮은 De pleted U02 이지만 핵연료의 외부 모형은 실져}와 통일함) 24

개 다발을 한전에 공급하였다.

1982 년 7월 한전에 공급된 최초의 국산 핵연료집

합쳐11 24 다벨의 품질검사가 웰성 원전 현장에서 당시 캐나다에서
술자들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을 받았다.

파견된 AECL 기

검사결과 국산핵연료 dummy bundle 은 합격판정

탕초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시제품올 월성 원천에 창천하여 성

능율 시험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시험로의 설증시험에서

지

않고셔는 시쩨품을

월성

원자로애

장천힐 수 없다는 한천의

AECL 이 운영하고 있는 NRU 채료시험로에서의

노내실증시험

원하에 추진됩으로써 중수로핵연료 국산화사업의
이러한 계획에 따라 노l.8 시험후의
료 기술개발에
다.

필요한 상호협력

1982 년 10훨

용역비 40만불 (C$) ，

조사핵연료에

간의 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되어，

의켠에

따라

최대난제률 해결하게 되었다.
대한 시험 빛 월성로형 핵연

연구소 검증용역사업의

용역기간 l 년으로 하여.

입중되 i

계획이 과기척약 ~l

체제룰 갖추는 등 본 사업의

AECL 과 협상중이번

영농어

범위는 확대되었
핵연료시험계약은

캐나다악 오타와에서

양혹 대표자

1982 년말 정부와 승인으로 계약이 발효되었다.

이와 갈은 계획에 따라 핵연료가공기술개발분과에서는

1983 년 l 월 천연이산화

우라늄으로 구생된 핵연료 2다발 (AGN 및 AGP 로 명명)과 1.58% 농축이산화우라늄
으로 만든 핵연료 l 다발 (AGM 으로 명명)율 제작하였다.

결론척으로 AGM과 AGP 는 연소도 목표치인 120 & 60MWh/kg-U율 초과하였고， 조

사된 핵연료 다발의 건전성 및 봉단의 용접부위와 핵연료 다발의 용접부위는 양
호하다는 판정이 나왔으며， 이후 캐나다측의 협조률 얻어 1983년 11 월부터 1984
년 l 월 17 얼까지 계숙하여 초사되었으며，

2 배에 가까운 200.2 빼h/k용-u.

AGM 및 AGP 의 연소도는 목표치의 커의

124 MWh/kg-U 에 이룰 때까지 아푸 결함이 없읍이

확인되었다.

노내외실종시험과

병행하여 노외설증시험분과에서는

1982 년 12월 ‘ 2 년여에 걸

쳐 자체척으로 설계 · 제작한 hot test loop의 준공과 함께 핵연료가공기숲i깨발
분과에서 페작한 노외실중시험용 핵연료 시제품 24 개률 훨성로형 핵연료관에 초

기 장천시쳤으며， 1983년 7월까지 시험명가한 결과 훨성원전과의 양립성율 반축
하는 것으로 판정되 었다，

한펀. 노내설중시험 및 노외시험이 성공척으로 끝날 즈음 월성로형 핵연료시져l
품 24개를 1984년에 월성 원전에 장천하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1984년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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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전과 연구소간에 정식으로 월성 핵연료 시제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983 년 9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제조된 핵연료집합쳐11 24 개에 대한 한천 품질관리

팀의 검사에 의하여 월성 원천에 장천될 최초의 국산핵연료가 합격 판정을 받게
되었고，

1984 년 8월에는 국산 시제품 장전에 따른 안천심사보고서가 원자력안전

젠터에서 발간되었다.

검토 결과， 국산 시쳐l 핵연료봉 및 핵연료집합쳐l 의 설계

는 AECL의 설계기준울 만축하여 국산 시제품 핵연료의 안전룩성은 기존 핵연료

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천핵연료의

연소보고서가

또한 1985 년 11 월에 1984 년도 월성 원전

발간되었으며.

24 개의

핵연료집합체는

명균

164빼h/kg-U으로 발전소 설계치보다 높은 연소도에서 전혀 결함없이 언출되었읍
이 확인되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순수한 국산핵연료논 1985 년 10월 한전에 의한 출하검사를
마치고.

동년 11 월에 훨성로에 F-6 , 0-8 , K-16의 채널에 각각 8개씩 장전되었

고.' 1987 년 2월까지， ·3차에. 걸쳐 인출되었으며. 최대연소도는 222MWh /kg-U , 명균
연소도는 184 ， 8MWh /kg-U이였다. 이와 같은 명균연소도는 설계치인 156MWh /kg-U과
l 차 공급된

KAERI

핵연료집합혜

명균 방출연소도 163.9MW/kg-U 보다 각각 18.5%,

12.~률 초과하는 높은 값을 기록한 것으로 국산 핵연료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
하였다.

노내외실증설험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국산핵연료의 상용발천소내 연소성능

이 입증되어 중수로핵연료의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이 성공함으로써 한국원자력연
구소는 한전과 월성 원전에 소요되는 핵연료 천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1986 년 8
월에 체결하였다.

즉.

1981 년 7월부터 2 년 6개월 동안 246론 -U을 공급하고 매

분기마다 24-25론의 핵연료를 월성 원천에 언도하기로 계약하였다.
중수로핵연료 국산화사엽은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어 1981 년 하반기부

터는 월성 원전에서 소요되는 핵연료 전량을 공급한다는 당초의 북표률 차질없

이 달성하였다. 이 사업운 연구개발에 의해 확립된 기술이 자체척으로 실용화환

대표적인 사혜포 국내 원자력기술 자럽에 대한 자산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
다. 또한 이 사업은 원자력기술 자럽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충수
로핵연료 사업율 추진하면서 얻은 산 경험과 기술이 경수로핵연료t 제조기술의

국산화에도 직접척으로 기여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을 계기로
업，

발천로계통사업

동 원자력

핵심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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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핵연료r셜계사

자립을 본격척으로 추진하는 원동력

이 되었다.

경제척인 변을 고려하면. 캐나다에서 요구받은 2 ， 200 만불 상당액의 상용 핵연

료 제조기술도입료가 절약되었다. 월성 원천에서 연간 소요되는 핵연료바는 외
국에서

전량울 수입할 경우 약 1.100만불이며.

이중 핵연료 쩨초가공비는 약

450만불이다. 또환 수입에 따료는 수송료， 기타 부대비까지를 고려할 때 핵연료
쩌l 초양산시셜의 국내 셜계. 제작으로 약 600 만탈러의 외화가 절약되는 둥 국가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핵연료의 국산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 핵연
료 제조기술 개발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설비와 시설툴올 자체개발 및 국내
중소기업 둥율 이용하여 제착 · 설치함으로써 소요예산이 30 억원 정도 철감되었
다.
현채 월성 원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전량국산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1991

년말까지 5 년간 총 I 만 8 펀다발(약 4 개 노십분)의 국산원자력발천연료가 한푹전
력공사에 공급되었고 약 1 만 3 천다발이

발천소 연소후 방출되었고，

연소결과도

반혹한 껏으로 나타나 있다.

3) 경수로핵연료 국산화사업

1981 년 7월 30일 제 31 차 경패장관협의회에서 국내 원천의 주종율 이루는
가압경수로핵연료의 국산화률 원자력 션진국과 합작으로 추진하가로 결정하였는

데， 이 사업의 수행율 위해 한국핵연료(주)률 설렵하여 연산 200론 큐모의 핵연
료생산공장율 건설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82 년 10월 과학기술처에서 사업허
가 내락율 받고 발기인 총회률 거쳐 1982년 11 웰 11 일 한국핵연료(주)가 셜립되

었다. 셜립풍기를 마치면서 외국과 합작으로 가압경수로핵연료 국산화사업율 추
진하기 시작하여 필요한 자금， 인원， 기간율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자곰이
소요되어 당초 외국과의 합작율 지양하고 국내 추도하의 핵연료 설계기술 자립

을 위하여 핵심설계기술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원차력연구소가 핵연료의 설
계를 천답하고， 한국핵연료(주)는 핵연료 제조를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계획 변경안은 1983년 12훨 제 205차 원자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84
년 7월 부총리의 재가룹 획특함으로써 합작생산에서 기술도입에 의한 생산방식
올 취하게 되었다.

공동설계의 가장 큰 어접은 자금의 철약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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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에 의

한 생산보다 공동설계에 의한 생산야 선진기술에 직접 참여힐 수 있는 가회가
많기 때문에 원자력 선진기술 습둑의 효과가 크다는 데 있다.
공동설계에 의한 생산융 위해 부총리의 재가률 얻어 사업계획 변경율 확정한
한국핵연료(주)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84 년 8월
발급하였는데.

1984 년 12월 정수된 웅찰국가는 3개국 5개 회사로，

팅하우스사. CE사，

다.

기술도입계약 입찰안내서를

EXXON사，

며국의 훼스

프랑스의 Fragema사 및 둑일의 KWU사가 웅잘하였

이 웅찰서를 명가한 결과，

독일의 KWU사가 가슐도입선으로 선쩡되었으며，

1985년 8월 교쳐l 노심 핵연료기술도입 계약율 한국과 톡일 양국 정부가 서명하여
1986년 1 월 10일에 발효되었다.

한판.

교체노심핵연료 국산화의 성공척인 잔행과 합께 국산화 실현 가능성이

엿보이자，

영광 3.4 호기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초기노심 핵연료 국산화 계획율

수럽하여 미국의 CE사와 1987 년 4 월 9 일자로 초기노심 및 핵연료 공동설계 계약
율 체결하였다.
핵연료설계기술. 개발사업의 최종북표인 가압경수로핵연료 및 노심의 톡자설계

애 의한 국내소요 핵연료의 전량 국산화 공급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은 기술도입
천에 상당수준의 기술농력 배양과 실증된 최신의 상용설계 및 해석기술의

일괄

도엽과 설계경험 축적. 기술도입션과의 공동설계 및 공동설계 이후의 톡;;i.t셜계，
그려고 기술도입선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개량핵연료 개발 동으로 요
약될 수 있다.

교채노심 핵연료 설계겨술에 대한 국산화사업은 1984 년말부터 과기처 륙정연
구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척으로 추진되어 1987 년부터는 실수요자인 한전의

적인 참여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척극

기술도입선인 톡얼 SI 돼ENS

와 1986 년 충반부터 공동설계를 시착하였으며. 톡일 현지에 사무소률 개설하고
연구소 기술진어 톡일 기술진과 공동으로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시 수행된 핵연료 및 노섬설계는 ’ 89.

공동설계

’ 90 년도 가공분 예비설계와 ’ 89 년도 가공

분 최종셜계로서 총 8개 호기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당초 공동셜계는 ’ 90 년도 가공분 최종설계까지 공동으로 수행힐 예정이었으나
국내셜쩨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국내에서 톡자로 설계하기로 방침을 변경하
여 추진하였다. 교체노심 핵연료의 국내 소요분에 대한 잔량 국산화 추진방향은
@기술도입전에 상당 수준의 기술능력 배양， φ설중원 최신의 설계， 해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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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괄도입과 셜계경험 축적，@기술도입선과의 공동셜계，@공동셜계 이’후악
톡자설체， @R&D 공동연구 동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 도입전 능력율 배양하는 것은 공동설계에 착수하기 이천에 환련된 핵연료

설계기술율 습묵하여 도입되는 기술에 대해 미버점 및 문채점율 파악할 수 있는
능력율 키워주며，

또한 실제도입 기술율 분석 · 소화할 수 있는 기간율 단축하여

조기에 기술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점아 있다. 따라서. 국내에 SIEMENS 철분
가 18 명을 초청해서 사천에 핵연료 셜계기술 및 안전성 분석분야의 훈련율 실시
하였으며，

또한 기술도입

계약율 통한 본격척인

설계수행에

연구버률 1984 년부터 루입하여 각 분야별 천산코드의 개발，

앞서

과기처 륙정

셜계절차서의

작성

및 교체노심 핵연료의 모의설계 등을 수행하였다.
교체노심 핵연료 공동설계의

분석，
석，

핵연료설계방법론

설계품질보증，

및 부품북록 작성，
작성 동이다.

검증，

내용은 원자로 내의 기폰 장천핵연료와의

교체노심

핵연료 설계 해석，

천산코드 및 핵연료설계지침서

핵연료설계보고서

작성.

작성.

노외시험. ’안천해

제작관련

재장전 천이노심

병립성

도면，

사양

안천성분석보고서

공동설계를 위해 서톡 SIEMENS 사에 설치된 현지 사무소는 국내 초

직과 동일한 조직율 두어 유기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1 년 2월 공동설계가 완료펀 후에도 계숙 현지사무소를 설치하여 계숙해셔

’

R&D

업무률 수행할 예정이다.
한펀.

초기노심

핵연료 공동설계는 ’ 87 년 12 월부터 총 18 명을 파견하여

2월까지 예비설계률 완료하였고，

중이다.

’ 89 년

최종설계는 ’ 90 년 7월부터 국내에서 계숙 수행

초기노심 핵연료 공동설계를 위해 미국 CE사에 설치하였던 현지 사무소

는 예비설계 종료 이후 철수하였다.

교체노섬에

대한 공동설계가 거의 종료됨에 따라 엄격한 형가를 거쳐 자력에

의해 고리 2호기 쩌118주기률 시작으로 독자설계룰 수행하였다.

호기，

그후 고리 1, 3, 4,

울진 1 ， 2호기에 대한 톡자설계도 수행하여 현재 알부 호기는 완성하였고

알부 호기는 수행중에 있다. 국내 원전 소요 핵연료에 대한 독자설계는 우리 기

술진에 의해 처읍으로 설계되기 때분에 무엇보다도 원천의 안천성과 경제성에
중첨율 두고 품질보증에 최션을 다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교체노심 핵
연료와 초기노심 핵연료 사업율 추진한 결과，

1989 년 7훨 최초의 국산 원자력발

천연료 공급분인 고리 2호기용 62개 집합체가 발전소 현장에 공급되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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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년말까지 824 다발이 공급되었다.

1990 년 2월 고라 2호기에 최초로 국산 원

자력발천연료가 장천되었으며 1991 년말까지 623다발의 국산원자력발천연료가 장
전되었다.

국제공동연구는 원천 션진국의 선진기술 동향율 파악하고 추적함으로써 보다
안천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룰 수행

함으로써 공동설계를 통해 천수되지 못하는 기술율 전수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
다.

현재 독일의 Sl 다tENS 및 미국의 CEo Westinghouse 와 기술도입계약에

의거하

여 공동연구률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독자설계시보다 안천한 핵연료를 공급하는
데 많은 도움율 줄 것여다.

10 개 과제가 진행중이며.

최근 원자력 선진국의

’ 90 년 말 현재 SIEMENS 와는 23 개 과제룰 완료하였고

CE사와는 5개 과제를 완료하였다.

경우 핵연료의

경제성

및 안천성

주기로 새로운 핵연료률 개발하여

활용하고

노심내의

38.00OMWD/ MrU에서

연소도를

50.000MWD/MTU로 높이기

현채의

위해 개량형

핵연료 (Post-KAFA) 개발율 톡일의

있다.

따라서

향상율 위해 약 5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45.000MWD/ MrU

가압경수로 핵연료 (KAFA)

’또는

빛 초고연소도

SIEMENS사와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다.‘ 앞으

로 핵연료 연구률 계숙 수행하고 륙히， 국제공동연구률 활성화함으로써 핵연료

의 안전성 그러고 더 나아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이바지하고 국민률에게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률 더욱 높아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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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l) 사업추진배경‘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련된 연구개발은 70년대까지는 이에 관한 기초연구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관련 고준위펴l 씩관리애 관하여 부분칙으로 수행되었고.
1980년대 전반기에는 연구과제를 대형화한 륙정과제 및 국내 방사성폐기툴 관리

를 위한 정책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방사성퍼l 기물관리사업

을 전답하게 된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 본격척으로 연구개발올 수행하게 되었

다. 륙히 1988년 12월에 개최된 제 221 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혜기불관리사
업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여기에는 2000년까져의 연구개발계획이 구체척으로 명

시되어 있어 방사성헤기물관리기술윷 개발하거 휘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1970년대의 연구내용은 주로 방사성액체폐기물‘처리

에 중점율 두었으며. 대상 혜가물은 사용후핵연료 채처리시 발생되는 중 ; 쳐준
위 i 및 고준위펴l 액이었다. 1970 년대 중반에 수행되었먼 고준위펴l 액처리연구;는 당

시 불란서차판사업으로 추진했댄 사용후핵연료 재처려사업과 관련하여 2부홀척으
로 수행되었으나.

1970 년대

말에 재처리사업과 함께

이

연구도 중단되었다.

1970년대 후반기에는 방사성폐액의 아스팔트고화연구가 약 ‘5 년깐 수행、되었‘는데‘，

완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농축폐액와 감용처리를 위한 기술개발로서 71 초현구에
서부터 설증시험까지 수행되었다.

1980년대에 률어서서 정부의 륙정연구개발사업 추진과 더불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환한 연구개발도 륙정분야는 기초연구단계률 벗어나 중첩척으로 연구률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륙정연구로 수행된 주요파제로는 원격페염기술 개발.

방사성폐기물쳐러처분기슐 개발， 사용후핵연료수송용기 및 장비 개발， 탄댐핵연

료주기기술 개발，

방사선차펴l 재료 개발，

핵연료물절생산기술 개발，

원자로제엽

해채기술 개발 둥이며. 이률 연구는 종료 또는 중단된 것도 있지만 일부는 방사
성혜기불관리기금사엽으로 이어격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방사성혜기물관랴대책 연구눈 고러 원전 1 호기가 가동된 1978 년 이후부터 국

내 원천에서

발생되는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불과 사용후핵연료의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여 1979 년부터 착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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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책에

주요 내용으로

는 방사성혜기물 처리 · 쳐분대책，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불완리대책，

방사성동위원소 혜기

방사성펴l 기불관리 종합대책 둥이 수행되었으며，

방사성혜기물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둘 연구결과는

방사성혜기물관

리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국내 방사성폐기불의 종합관리률 위한

연구개발 계획이 체계화되었고， 재원도 방사생폐기물 관리기금율 사용힐 수 있
는 법책초치의 마련으로 이와 환련된 연구개발도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 툴게 되
었다.

방사성폐기물 관려률 위한 연구개발 계획은 국가종합관러시설의 건설 및 운영
율 위한 척용연구와 방사성혜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연구로 대멸된다.

척용연

구에는 중 · 저준위폐기불 영구처분 관련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충칸져장 관련

기술 개발， 방사성폐기물 수송관련 기술개발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연구에는 방
사생혜기물 처리기술 재발， 제염북구기술 개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쳐분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각 분야별 연구개발계획에는 2000 년까지 수행할 세부계

획아 단계척으로 수립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방사성펴l 기물 장기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86 년
부터 방사성폐기물 환리기급에 의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추진 경우1

가) 기본원칙 확정 빛 사업의 착수

1978년 고리 원천 1 호기의 상업운천 이래. 원천 빛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관의 증가로 원천내 처장능력의 한계시점이 엄박해지고 방사성동위원소 폐기
물의 발생량아 증대되므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판리가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기 시착하였으며， 국가차원의 방사성혜가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은 시급한 문
제가 되었다.

1983년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의 수립율 위하여 과학기술처 주판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여

대책위원회는 과학기술처，

한국원자력(연)， 한천，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동력자원(연) 둥 판련기관의 천
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 종합대책의 상세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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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업반은 각 기판의 고유 전문성에 따라 수행엽무를 분담하였는더I.

처는 법령 및 기술기준. 한전은 처분부지 선정 및 관리체제，
은 처리기술 명가 및 처분장 설계，

과학기술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동력차원(연)은 부지션정을 담당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대책수립 업무률 총괄하게 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연구결과와 각
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울 참고하여

1984 년 원자력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관리대책(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안건의

이

대책안야

검토률 위하여 원자력위원회는

“방사성혜기물대책 륙별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토의률 기초로
하여

제 211 차 원자력와원회에서

‘·방사성혜기물 환리대책.’을 의결하게

되었다.

이것은 방사성폐기불 관리의 기본원칙에 불과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읍으로 국
내 밤사성혜기물 관리에 대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한 것으로서 매우 의마있는 이
정표라고 할 수 있다.

제 211 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된 “방사성폐기물 환리대잭”은 충 • 저준위 방
사성펴l 기물운 육지처분(추후 해양쳐분도 고려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 영구처분장율 원전부지 외부에 집중적으로 건설할 것과 관리에 소요되는 경

비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하고. 종합관리를 위한
의 비영라기관으로 설치하며.

관리기기률 국가주도

또한 이러한 기구설립 준비률 위하여 설립추진혐

의회를 구생 • 운영하고 별도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율 수립한다는 것 둥이다.

1984 년 10월에 개최펀 제 211 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휴성될 커구
셜럽추진협의회에서는 기구설치 방안을 위하여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고 검

토결과률 쩨시하였다. 혹. 기구의 셜럽시기에 환해서는 1990년부터 방사생펴l 기
물의 상용.처분율 목표로 1985 년말까지는 기술설랍 빛 사엽추진이 개시되어야 하
나，

기구설럽시 특별법 제정.

시셜 빛 인력확보，

소요재원 확보 둥에

2

-3 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그 대안으로서 국가주도의 버영러기구설립방안은 계솜
검토하되，

관리대책의 시급성에 비추어 우션 한국핵연료(주)가 답당 · 추진하도

록 합의하였다. 이것은 사엽의 조기추잔이 용이하고 기존시설 및 기술인력이 가
능하며. 재원확보가 용이하고 핵연료 가공사업과의 연계성 유지가 쉽다는 것 둥

이다.

이러한 검토내용 및 합의사항율 토대로 하여 제 21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 방사성폐기물 운영관라 기구셜 ~1 방안”이 의결되었으며，
(주)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전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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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한국핵연료

이에 관한 장기 대책수립을 위한 기

(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엽 추진경위

2.4.7)

1984.

자

4.

주

I

요

사

항

요

주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용

일

내

I .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수립

위원회구성

I . 중 · 저준위폐기불 : 육지처분원칙
훤자력위원회) I - 영구처분장을 원전부지 외부에

1984. 10.13 I 기본원칙 확정
(제 211 차

집중 건설
一 관려소요경비 : 폐기불발생자
부탐원칙

1985.

I . 한국핵연료(주)를
원자력위원회) I - 사엽추잔기간 :

6.29 I 관리사업체 지정
(제 213차

관리사업체로지정

1985. 6. 29
- 1986. 11. 11

- 재원 : 한전출자 (39 억 5 펀만원)

1986. 11. 12 I 관리사업체 변경
(개정 원자력법 발효)

I . 원자력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
I (연)가 사엽의 양수 · 수행
- 기간 : 1986. 11. 12- 현재
- 재원 : 한전이 선급 (242 억 4 천만)

1988.

7.27 I 기본방침 확정

J •

(제 220차 원자력위원회)

I

중 · 져준위혜기물 : 지중매몰식의
영구처분시설건설

- 1995.

12 월말까지 완료

· 사용후핵연료 : 국가정책결정사까지

- 1997.

중간저장관리
12 월 중간저장시셜 건설

· 종합관리시설 건설시까지 원전
폐기물은 한전이 자체판러

I . 계획 기 간 :
원자력위원회) I . 총투자큐모

1989. 12.29 I 중장기 사업 계획 확정
(제 221 차

1985 - 2000
: 7.006 억원

-재원 : 방사성혜기물 관리기금

1989.

6.16

I

개정 원자력법 시행령
확정

·기급부탑금 요율 결정
- 원천 사엽자 : 2.0원 IkWh 범위내

- 중 • 저준위혜기불 : i.440원 Idm 3
- 고준위혜기물 : 2 만원 Idm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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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금운용섭의회 셜치

술검토， 관리기준 작성 및 관리비용 조달 방안 강구， 사엽수행을 위한 관리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학기술처는 이 의결사항을 근거로 한국햄연료(주)에 본격척인 란건l 샤업 착 l

수률 위한 준비률 지시하였고， 한국핵연료(주)는 1985년 8월에 주주총회와 이사
회에서 정판.

직채 빛 인사큐정을 개정하여 사업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게 되었

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사업수행울 위한 요원 24 명율 한국핵연
료(주)에 파견하여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계획 수립 동 방사성혜기물관리사업을
착수하게 하였다.

한연，

한전은 자회사인 한국핵연료{주)에 이 사엽의

착수률

위하여 약 40 억원 (1985년 12월 : 19 억 5.000만원. 1986 년 3월 ; 20 억원)의 사업

비률 출자하였다. 이 출자금은 사업준비를 위한 창업비 성격이며， 향후 법의 허
가요건을 만촉시켜서 허가률 얻은 후에 사업을 본척척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나) 전담기관 변경 빛 기본방침 확정

정부는 국내 방사성혜기물 관리의 시급성과·원활환 사업추진율 위하여

원자력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원자력볍 중 개정이유로는 첫째，
리률 위한 소요재원을 안정척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방사성돼기물 관

사업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근거률 마련하여 이률 바탕으로 정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 륙별기급율 설치

· 푼용할 수 있게 하고，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올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사업율 천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율 강화하여 심의 .의결된 정책율 국가척

둘째.

원자력위원회의 정책결정 기농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동 위원획룰 국무총리 소숙으로 격상하고 위원수를 소수 정예화하며， 그밖에 본
조항 및 부칙중 일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하여 개정 원자력법이 공포되었는데 개정된 주요골자는 (표 2.4.8)깎 같

다.

이러한 재정 원자력법이 공포된 다음 날인 1986 년 5월 13 일 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전담기판으로 지정 · 롱보하였으며.

장단기 사업추진 계획수립，‘ 전담부서 운영계획 수립， 1987 년도 사업추진 세부계
획 작성.

관리기금 운용 세부큐정안 작성 동 사업착수률 위한 구체척언 업무룰

수행토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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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정 원자력법 주요골자

2.4.8)

주

구

요

내

용

。 원자력위원회의 개챙

• 제 2장 재 3초

국무총리 소숙하에 원자력위원회를 설치

· 제 2 장 제 5조

원자력위원회 구성 (5 인 이상 7 인 이하)

- 위원장 : 부총리
- 위

원 : 과기처 장관， 동자부 장관， 한전 사장， 기타
부총리 요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3 인 이하)

- 칸

사

: 과기처 소숙 공무원 l 인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쩔치， 운용 및 관리

· 제84 조의 2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구성의 주요 재원은
원자력사업자의 부당금 동

· 제 84조의 3

과기처 장관이 기금융 운용， 관리하고 필요시 사업
수행기판에 위탁 가농

• 져1184 조의

4

기금의 사용법위

- 방사성폐기물 관려에 관한 연구개발
- 방사성펴l 기불의 처리， 처분 및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 기타 방사성혜기물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제 84 조의 5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악 부담금액

- 발천로 운영자 : 천력량에 일정요윷을 팝한 금액
- 발전로 운영자 이외 :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정하는 -금액
:‘..

。 방사성폐기물 판리사업 주체

· 제 85조의 2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제 9 조 2 항의 큐정에 의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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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재원확보가 최대 문제점이었는데 원자력법
시행령 확정의 지연으로 기금이 조성될 수 없었으며，

매년 필요한 최소 사업비

만을 정부의 승인하에 한천으로부터 고 기급에서 상계한다는 조건으로 션급받아
사업율 수행하였다.

져1211 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툴 판리가금 원칙이

의결된 후 3년이 지나도록 구체척인 국가방침이 결정되지 않고 있었다.
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안)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연구소

기본계획(안)을

제 219차 원자력위원회에 상청하였으나， 관계기관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이
의견은 결의후 재상정키로 하고 유보되었다.

약 I 년 후인 1988 년 7월 제220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의 주요골자기· 되는 방사성폐기불판리 기본방침율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판리를 위하여 지중매물식의
영구쳐분시설율 1995 년 12 월말까지 건설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재쳐리

또는 영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까지 충간

관리하며. 이률 위한 중간 저

장시설은 1997 년 12훨말까지 원전 부지 이외의 장소에 집중식으로 건설하는 한
연，

이러한 시설의 가동시까지 원전의 중 · 저준위 방사성혜기물 및 사용후핵연

효는 한전이 원전부지내에서 관리한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합관리

를 위하여 별도방안율 강구하며， 관계부쳐는 방사성혜기물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협조힐 것과 이 기본방침에 따른 사업계획은 1988 년 9월말
까지 수립한다는 것 동이다.

다) 장기계획 및 개정원자력법 시행령 확정

처11220차 원자력외원회의 의결사항은 1988 년 9월말까지 기본방침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럽토룩 되었다 .. '~1 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장기 사업계획 수
럽율 위하여 실무착엽팀을 구성하였’고， 각 전문부서에서 체출된 분야별 세부 사
엽계획율 종합 검토 · 초정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장기추진계획(안)"율 착

성하였다. 이 사업계획은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빛 과학기술처 장관의 자문기구
인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져~221 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됨
으로써 2000년까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정부방침으로 확정되었다.

정부

방침으로 확정펀 방사성폐기불 관리사업 계획은 당초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작
성된 계획에서 사업규모가 일부 축소되었고.

134

방사성폐기물의 자원화연구 빛 감

손우라늄 관련연구 둥이 삭제되어 2000 년까지의 총 예산큐모가 7.006 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자력법이 개정(법률 제 3850호. 1986. 5.12 공포)된 이후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셔행에 훨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야 수많은 난관을 거쳐 3
년 1 개월만인 1989 년 6월 16 얼에 공포되었다.

추진에 필수척인 사항，

개정된 시행령중에는 이 사업의

특히 관리기금에 대한 사항 퉁이 명시되어 있무며，

그

주요골자를 청 리하면 다음과 겉다.

첫째. 과학기술처 장관은 동력차원부 장관과 협의， 방사성폐기불 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저11234초의

2) .
둘째，

방사성펴1 기물 관리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율 심의하기

워하여 과기처에 방사성혜기불 관리기금 운용심의회릎 설치하고 그 운
용규정 율 정 함( 제 234조의 3. 제 234 조의 8) .
셋째， 방사성혜기물 관리사엽율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쩌11234조의 15 제 2항).

넷째，

방사성펴l 가물 발생자의 부담금(져 11234 초의 19 ).

@ 발전로 운영자는 원자로 운천으로 생산된 전력량에 kWh 당 2.0원의
법위 안에 매년 과학기술처 장관이 동력자원부 장관과 협의 후 원자
력위원회의 의결울 거쳐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

￠ 발전로 운영자외는 다읍 구분에 의한 금액
。 중 · 저준위 방사성펴l 기물은 dm 3 당 1.440원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dm 3 당 2 만원

그동안 사업추진에 가장 어려웠먼 것 중의 하나가 사엽비의 확보였으나， 이
시행령이 확정됨으로써 사업의 추진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원자

력법이 개정된 이후 동 시행령 져l 정이 3 년 l 개월이나 지연되어 그동안 방사성펴l

기물 환러기금의 조성은 불가능하였고， 주무부처인 과기처도 많은 사업비를 지
원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미 착수된 사엽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과기
처는 동자부의 협조를 얻어 한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한천은 시행령

확정후 부담할 기금에서 상계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왔다.

1985 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비 확보현황을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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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바가 대폭 삭감 · 조정되었으며，

계다가 매년 후반기에 가셔야 지원되어 어

려옵이 컸다. 가장 먼저 착수된 사업은 종합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 사

업으로 최적부지률 선정하기 위하여 1986 년 8월부터 천 국토를 대상으로 부지환
경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88 년 초에 3개 부지률 도출하여 세부조사애 착수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우려했던 바와 같이 해당 토지주민의 져항에 부딪혀 부

지조사는 중단상태에 이르렀고， 반핵단체툴의 거센 주장은 이 사엽 뿐만 아니라
국내 원천사업에도 상당한 부답이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소곡척으로 입해 왔먼

대국민 홍보사업에 척극척인 추친이 요청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여해와 호웅이
있기까지 더 많은 노혁이 필요할 것이다.

3)

사업 개요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장기사업 계획은 제 221 차 원자력
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이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척인 사업계획올 수럽하였으나，
동자부，

주무부쳐인

사업주체인 연구소에서는 의욕

과기처와 관련기관인

경제기획원，

한천과의 많은 협의률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큐모가 축소되었다.

방사생

혜 71 물 환리사업의 목표는 충 · 져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를 국가차원
에서 종합판리함으로써 국민보건과 국토환경을 보존하고， 션전국 수춘의 안천성
과 자주관리체계률 확보하며，

원자력·첨단기술의 자립으로 미래자원인 사용후핵

연료의 안전저장율 설현하는 r 것이다.

국가방참으로 확정된 방사성혜기불관리 사엽계획의 주요골자률 보면.
부터 200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1985 년

방사성혜기물 관리기금에서 약 7 천

억훤율 투자하여 국가종합판러시설을 건설 ·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건셜 •
‘운영해야 할 시설은 임해지역에 150 만명의 부지를 확보하여 중 · 저준위 혜기불
25반드럽(최종 100 만 드럼)을 동굴처분할 수 있는 영구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쳐장시셜율“·‘습식저장법으로 3 ， 000폰 장도를 져장할 수 있는 시썰이다.

·,

t

-4

l

-

4) 국가 종합환러시설 건설 및 운영
.. ,
’•”

..

‘
‘ '"_.......'

국내에셔 발생되는 방사성펴l 기물과 사용후핵연료는 중앙집중식으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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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한다는 국가 기본방침에 따라 부지확보사업.
설건설사업，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건설사업，

중 · 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
방사성폐기물 수송사업，

방사

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수합되었다.
부지확보사업은 종합관리시설，
하여

연구서셜 및 관련 부대시설 동을 건설하기 위

임해지역에 약 150 만명 큐모의

적정부지를 확보 · 선정한다는 계휘을 추잔

중이다. 이를 위하여 1986 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부지현황조사를 실시하여 l 단
계로 25 개 부지를 도출하였고，

다시 경제성，

인문사회환경 측면에서 이

안천성.

툴 부지률 명가하여 3 개 부지를 도출하였다.

1989 년에는 3개 부지에 대하여 지

질 세부조사 풍을 착수하였요나 지역주민률의 강한 반대로 조사가 중단상태에
있어 부지선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중 • 처준위혜기물 영구처분시설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원천

폐기물，

방사성동

위원소폐기물， 원자로폐지폐기물 둥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량을 중앙집중식

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며， 1995 년말까지 시설을 컨설하기 위하여 사엄을 추

진하고 있다.

처분서설의 계획규모는 현재 가동 및 건설중인 원전 11 기를 기준

으로 하여 총 100만드럼 (2001 드럽)으로 산출하였으며.

건설큐모는 25 만드럽으로 결정하였다.

경제영을 고려하여 초기

처분장으로의 혜기물 인수용량은 처분사

설 운영천까지 누적될 양과 연간 발생추이를 고려할 때 연간 2 만5 천드럼이 적정
규모로 명가되었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국내 원천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중앙집중식으로 안천하게 저장 ·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며.

;;f:J끈 t 。
τ~'() 뜯르r

1997 년말 건설을 북표

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장셔설의 계획규모는 현재 가동 및 건설중인 PWR
10 기와 CANDU 1 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셜용량은 3 ， OOOMTU 로 결정하였다

총 10.000~U 로 산출하였으며，
저장시설

내의

1 단계 초기

주요시 셜 로는 PWR 과 CANDU

사용후핵연료를 분리 • 수납할 수 있는 시설아 있으며.

인수용량은 연간 300폰으

로 계획하고 있다. 저장방식은 경제성면에서 유리하고 기술 및 안전성이 확보된
습식저장방식율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스웨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CLAB

와 유사하다.

방사성펴 l 기물 수송쳐l 계 확보는 원전에서 중 · 저준위펴l 기불 영구처분시설과 사
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까지 수송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제반 체계를 갖추눈
것으로， 수송방법은 국내 원전이 해안에 접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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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박수송을 원칙으로 하며，

중 · 져준위폐기물은 도로 및 선박수송을 할 수

있도록 사업율 추진하고 있다. 한연， 수송체계로서는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및
취급장비，

수송차량 및 선박，

수송용기 상 • 하차 시설，

도로 빛 교량，

물량장，

수송용기 안천성 시험시설 둥으로 1996 년말까지 필요한 10개의 수송용기를 제착
하며， 수송선박 빛 수송차량은 1996 년말까지 확보힐 계획이다. 수송규모는 연간

PWR 핵연료칩합쳐 11 6007fl. CANDU 핵연료집합체 5.50078. 충 • 져준위혜기물은 2만
5펀드럽율 수송할 계획이다.

방사성동위원소 혜기물관리는 산업체， 병원，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동위원소폐기불율 종합척으로 수거 빛 운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

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펴l 기물의 수거 및 운반， 처리률 위하여 임시저장 시설율 건설하

고， 운반차량， 수집용기， 안천관리창비. 처리설비 둥을 확보하며， 충 • 져춘위영
구처분시설이 완공되면 쳐분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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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자력 안전기술

1962 년 3월 한국원자력 연구소에 열출력 lOOkW급 TRIGA Mark- 표 ‘연구로가
설치 · 가동되면서부터 원자로에서 방출되는 방사션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
이용하는 각종 기초연구와 웅용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척 이용 개시와 더불어

이와 같은 원자력의 평화

방사선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다.

1962 년 II 훨에 원자력발천대책위원회률.

한편，

정부는

그리고 1965 년 12월에는 대통령령 제

2322호에 의거 원자력발전계획심의위원회를 원자력원에 설쳐하였다.

1968 년에는

대통령령 제 3371 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원자력발천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

진원 우리나라 원전사업이 1970년대에 을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 원자로인 고러 l 호기가 1970 년에 착공되면서 원자력의
안전생 확보률 위한 안전큐제기술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나라 원자력분야 연구는 연구로 및 방사성동위원소률 이용한 기초연구에 치중하
다까 원천의 안천성 확보에 필요한 기본개업 파악에 몰두하기에 이르렀다.

고려 l 호기가 상업가동훤 이래 원자력발천계획이 확대되어 어제는 9기의 원천
이 가동중어} 있어 국내 원자력발천시설 용량온 761 만6 천 kW로 총발전시설 용량의
36. 3%촬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총 발전용량 중 완자력이 50.1%률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271 의 원전건설울 위한 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3 기의 원전건

설 발주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에너지 부폰자원이 거의 없논 국내 실정으로서는
앞으로도 원자력발천 계획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에는 외국에서 설

계한 원천을 도입하여 건설 · 운영하는데 노력율 집중하였고，

안전기술은 거의

해외기술에 의존하여 안전문제의 벨생시 이의 해결에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율

뿐만 아니라 외화유출도 많았으며， 국내 륙성의 반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
다.

이와 같은 원자력안전성의 중요성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원자력 안전기

술의 자립추구는 필수척이며， 더욱아 이제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술을 국산화
하혀는 노력옳 경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원자력안천기술의 조기자럽은
시급하다. 그동안 추진된 연구분야률 살I팩보연 방사선 및 환경안전분야가 바교

적 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그 외에 열수력.

계측져l 어，

핵연료; 빛 핵재료 둥

기초분야의 연구가 간혈척으로 추진되었고， 안천해석분야， 가동 및 설계 안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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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중대사고분야의 연구는 최근에 와서 강조되고 있다.
혜계척이며 칩종척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산발적이며，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규모로 연구가 진행되어

최근애 와서야 안천기술 확보의 , 중요성과 훨요성아 크게 부각되어

앞서

언급한 가통안전연구나 중대사고연구가 종래에 비해 집중적인 지원율 받고 추진

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의 안천연구활동이 본 퀘도에는 오르지 못한 상태에 있
다.

따라서， 국내의 인력 및 재산 풍 자왼의 채한성율 고려하여 효과격으로 안걷
기술율 자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일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

의 하나가 법국가척인 안전기술의 자립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척이며， 체계척으로
시급한 분야부터 집중투자하여 자립율 축구하고자 연구개발과체의 섬의 • 선정 ·
추전제도률 강화하고 있다.

원자력안천대책의 수립과 관련 원자력안전기술의 자립율 위하여 현재 수행중
이거나.

앞으로도 계솜 추진될 주요 안전성연구로는 사고시의 환경보천 및 대중

보안 대책울 수립하기 위한 방사성 환경안천연구 및 방사선에 의한 인체장해연
구，

계롱의 신뢰도훌륭 높이고 압력경계계롱의 건전성을 명가하며，

율 명가하여 가동중인 원천의

핵연료건전성

안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전가동 안전성연구

및 손상핵연료의 조사후시험연구， 원전의 정상 및 과도상태를 최적 모의하고 확

률론척 안전성 형가기술율 개발하는 원천 설계안천성 명가기술 개발연구，

노심

용융을 일으켜 원천 외부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고에 대한 안천
큐제정책의 수럽 및 사고대책의 수립울 위한 현재 경수로률 개선하여 안천성율
제고하고 경제성을 향상시켜 고속증식로 도엽시까지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코
자 추진하고 있는 개량형경수로 개발과 관련한 원전 안천연구 대책도 1988년부
터 개시되었다.

이 외에도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 국산화계획과 관련하여 원천

의 안전성분석기술r 개발연구，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 처분을 위한 폐기물관리연

구 퉁 여 러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그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7개 연구분야에 대

해 살펴보면 다읍과 같다.

1) 방사선 환경안전연구

방사선 환경안전연구는 원자력시설의 운영으로 안하여 발생휠 방사능의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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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부터 방사선작업 종사자 빛 주빈의 건강과 재산올 보호 · 보존하기 위한 기

준근거 및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척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자력
판련 활동아 개시된 1960 년대부터 이에 관한 관심을 기올여 방사선얀천관리， 방
사션분석，

방사선방어 및 방사선차혜 둥 방사선안천기술 개발연구률 꾸준히 수

행하는 동시에 환경방사능조사 및 환경영향명가 동 환경얀천기술 개발연구흘

Al

솜척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좌，
러，

방사선 취급 Al 첨의

주요핵종분석，

표준화，

원천을 포함한 핵시설 종사자틀의

마련.

기상조사，

방사선량계

방사선모나터렁，

가동중인 원전주변의 환경감시

국내기술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하고 체제흘 확립하여，

국산화 둥의

개언 .111 폭션량관

방사선안전 관려업무와

생태계조사방법

동 환경감시방법의

및 영향명가 둥의 환경안전 관련업무를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 기술율 개선

국내 환경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한 규제겨판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율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성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고 있다.

향후 강화할 안천연구 내용을 방사선방어분야와

환경안전분

야로 나누어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방사선방어분야의

연구로는 안천복표의 설정을 위한 방사선방어 최적화 및 국

민유전 유의선랑 병가기술연구.

방사선량 혹정 및 산정기술 자립을 위한 래부표l

폭 및 외부피폭선량 측정 빛 산정기술연구，
에 근거한 인정 한도의 설정방법
측거술.

연구，

션량한도의 설정율 워한 ALARA 개념

저준위방사능 측정기술 자립을 위한 계

화학척 분리볍 및 측청에 관련되는 오차 명가방볍

연구 풍율 추진할 것

이다.

환경안천분야의
생불학척

연구로는 환경안전성명가를

위한 방사선붙질거통 분석연구，

변수에 대한 앙사션영향 빛 배출량의 적정성 명가연구.

가기술 연구률 추진힐 것이며，

온배수영향평

환경감시를 위한 가동천방사농 background 조사

분석， 방사능배출량. 환경방사놓 온배수 영향에 관한 명상시 환경감시， 기상자
료와 사휘척 · 경제척 At료의 수집분석， 환경감시망의 설치 · 펀싼화동에 대한 연
구률 수행힐 것이다. 륙하 실시간 확산 및 피폭해석 기술개발연구와 신속한 사

료채취 및 척리.

이동측청체체 및 장비확보， 차폐 • 은신효과 초사 · 분석 둥 비

상시 환경감시체제 확립은 소련의 체르노빌 원천사고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크
게 대두되었으며， 국내 감시체계 확립 뿐만 아나라 국가간 협조체제 강화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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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2)

원천가동 안전성

연구

국내 원천의 가동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1970 년대 충반까지는 거의 기울어

지지 않아 그동안은 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

그러냐 국내 원천의 가동기

수가 증가하고 운천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1970 년대 후반부터 원전설계의
확보 못지 않게 가동안전생

확보가 원천악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안전성

이러한 가동안전성

안전생 측면 뿐만 아니라 경쩨격 축면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율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4 년부터

가동안전성관련

기술개발을 체계척 · 집중적으로 추진하려

는 묵적으로 원천의 신뢰도 명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률 국책과제인 륙정

연구과제로 선청 · 추진하여 기술개발 1 단계 작업을 마쳤다. 그러고 원전의 신뢰
도명가기술 자럽을 위해 계통신뢰도분석기술을 개선 · 체계화하였으며， 신뢰도분

석의 기반이 되는 신뢰도 Data Base를 개발 ·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
뢰도 Data 분석체제를 확집하였다.

또한 압력 경계계롱의 건천성 명가기술울 확보하기 위해 가동천 빛 가동중 비
파괴검사 기술 및 00-1

ine- moni toring 기술을 개발하여 검사기술은 물론 검사장

비의 국산화에 노력울 기울이고 있고， 압력용기재료의 조사취화예혹 빛 명가기
술율 개발하여 국내 원천의 압력용기 건전성 명가에 활용하는 한면.

장기척인

측면에서 조사취화된 채료률 열처리하여 취화회북을 위한 기술율 개발하여 원천
의 수명연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원천계통와 결함율 명
가하여 안천여부를 확인하고 결합의 친천상태률 예측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도
롭 결함해석기술의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동안전성 l 단계 연구는 완료되었으나. 2단계연구가

중단된 채 기초연구가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확럽된 기술의 꾸준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원자로재료 조사취화 회북기술 동 장기척 연구률

요하는 분야의 연구지속 풍 가동안천성분야의 연구는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
다. 특히， 원천의 노후화 예방 및 명가. 주변의 운전여건 및 지진 동에 따른 장
비생농명가. 격납용기의 건전성평가， 중기벨생기의 전열관 고장예축 및 져l 어，

142

수질관리 둥 여러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추가 확정하여 국내 기술에 의하
여 가동중인 원전에서 발생될 안전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기툴을 마련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손상핵연료 조사후시험연구

손상핵연료 조사후시험은 핵연료의 성놓 및 안전성명가，

의 해결，

노섬내핵연료 관라기술의

핵연료 고장문제

개선 · 개발 및 핵연료 설계 • 제작기술의 개

선에 필요한 명가자료 및 기술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시험이다. 국내 원천
의 가동기수가 증가하고 국내 원천에 국산핵연료를 장천하는 이때，

야러한 조사

후핵연료의 시험율 위한 시설의 확보는 필수척이랴 하겠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프랑스 SGN사의 개념셜계 및 기본설계에 따

라 1981 년 2월에 이 사설의 토목공사에 학수하여 1984 년 8훨에 완료하고 1985 년
말 기기설치 빛 비방사성물질율 이용한 시운전율 마쳤으며，

이후 미조사핵연료

사료와 방사성동위원소률 이용한 시험에 착수하였다. 야 조사후시험 시셜은 3개
수조와 4 개의 중차폐 콘크리트 및 핫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파괴시험， 금숙조

직시험 및 화학성분분석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험사설율 이용하여 조사후핵연료의 수중검사를 통한 핵연료의 건천
성명가가 수행될 것이며. 핵연료의 노내조사거동율 명가하기 위한 핫셀내 핵연
료봉 비파괴사험 수행， 핵연료 · 피복관 상호작용기구 규명， 출력변동에 따른 핵
연료조사 거동가구 멍가.

석，

초사재의 조사손상기구 규명，

조사재의 수소홉수량분

핵분열 생성기쳐1 분석， 연효성분 분석 둥이 수행될 것이다. 또한 원천의 경

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되고 있는 고연소핵연료의 조사륙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연료소자의 고밀화기구 규명， 연료소자의 팽융기구 규명 및 핵분열
생성기채 유출기구 규명을 위한 연구개발의

노력율 기울이고 있다.

4) 방사션에 의한 인체장해연구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기타사고로 인한 피폭자의 치료 및 진료
기술율 확보하기 위한 묵척의 일환으로 방사선에 의한 인체장해 연구가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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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반부터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는 1960 년대 중반， 인체 · 생

불학척 시료 및 식품내의 방사농오염율 관려하기 위한 연구가 소큐모로 추진되

었고. 1970 년대 후반부터 환경방사능 및 방사선에 의한 인체장해에 관한 연구률
간혈척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직도 본격적인 연구활동은 설시하고 있지 봇하

다.

따라서，

형상시의 방사션종사자와 버상시의 방사선피폭자의 건강보호 혹면

에서 이 분야의 연구활동야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에서 이 분야의 연구활동올 담

당하고 있으며.

밤사선에 의한 인체장해 방어기술을 자립하기 우l 하여 방사션에

의한 장해방어기술의 확립，

장해방어대책의 확립 및 장해방어대책의 기술개션율

북표로 장해기구의 규명， 방사선방호체의 작용효과， 환자의 조직이 받는 선량평
가 및 저준위피폭의 러스크 명가방법 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것야다.

5) 발전용원자로의 중대사고에 관한 연구

발천용원자로에 있어서의 중대사고는 고숙중식로의 개발시에 그 중요생이
대두되어 고숙중식로의 설계안전성 확보률 위해 가상사고로서 충대사고룰 고려
하여 그 대바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을 뿐，

경수형발천로의 셜계사에는 중대사고

발생율이 극히 척어 설계기준사고에서 채외되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율 위한 연구활동이 꺼의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TMI 사고에서

바와 갈이 이 사고로 인한 외부방사농 피핵는 거의 없었지만.

을

초래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WASH-1400 에서 취급한 확률론적

수도

안천성

있다는
명가방법에

것이

볼 수 있는

대큐모 노심용융

새롭게

인식되었으며，

따르면 원전사고로

인한 주

변환경 및 주민에 미치는 리스크에 이와 같온 중대사고가 결정척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얼반 대중은 물론 원자력산업계에

한 원천의 안천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같은 중대사고의

발생원인，

화학척 · 불리척 현상 파악，

노섬용융사고시의

종사하는 사랍들도 증대사고로 인
륙히 원자력큐쩨기관에서는

제반 현상，

이와

즉 사고진천 과정 및

중대사고시의 격납용기 건전성유지，

격납용기 파손

시의 방사능누출 및 그 영향 동에 대한 보다 현실척 조건율 내럴 수 있는 기술
정보를 확보하고 중대사고에 대한 안천성분석기술을 개발하여 중대사고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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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안전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자，

미국의 원자력큐제위원회 주관으로 미국

내 4· 연구소에서 중대사고연구를 추찬하고 있으며， 세계 원자력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어 중대사고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4 년 8 월부터
협약에 따라 참여하고 있다.

중대사고연구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에 USNRC와의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사고연구는 총 1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대손상핵연료 거동분야，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및 이송분야 동 2 게 분야의 연구에 참여해 왔으며.

국내 연구원을 미국어I

파견하여 실험 및 분석 모델개발 업무에 종사케 하는 동시에 중대사고 연구에서
개발된 중대사고분석용 전산코드를 도입 · 셜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 원천의
중대사고 멍가를 수행하고 있다.
륙히，

우리나랴가 가입되어 있는 분야 뿐만 아니랴 기타 다른 분야의 연구결

과혜 대한 정보도 입수하고 기술개발 및 큐제동향율 파악하어 국내 원전의 중대

사고에 관한 큐제방안의 수립과 이에 대한 분석 · 명가농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1987 년 8훨로 끝나논 USNRC와의 공동연구 체약율 3년

더 연장하기로 USNRC와 1987 년 12 월에 합의하였으며 격납용기 분석분야에도 추
가로 참여하고 있다.

6) 원전 설계안전성 개선연구

미국의 TM1 와 소련의 체르노빌 원천사고의 주 원인은 운전원의 상황판단과
비상대처 능력의 부촉에 있었먼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원자력 션진국에서는

원전의 정상 및 과도 상태를 현실척으로 모의분석할 수 있는 최적 전산코드를
개발하고 많은 경버률 투입하여 실험척 검증울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론적
방법의 보완을 위해 확률론적 설계안전성 명가기술의 개발과 웅용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결정론척 명가기술의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된 KOSAC/MODl의 열수력 모델율 적

용범위가 넓은 모텔로 개선중이며.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선진국에서 수행

한 대형실험의 결과률 입수하여 검중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개발중인 전산코드가 완료되면 대형냉각재 상실사고둥 몇 개의 가상척 설계기준
사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상 및 과도상태를 현실척으로 모의하여 운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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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이 사고진행중 발생하는 물리척 변화률 쉽게 이해하도롬 하고 비상시

t;U 처능

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원전 설껴l 개선연구

화석연료는 물론 핵연료 부존자원의 제한성으로 언해 원자력션진국툴율 주
축으로 고숙증식로의 개발율 서둘러 왔으며 좀 더 장기척인 안혹에서 핵융합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자원의 추가 발견 빛 에녀지 수요충가율의 감소
둥오로 인해 아직은 고숙충석로률 도입해야 할 딴큼 시급하지도 않융 뿐더려 고
숙중식로의 경제성이 아직 경수로보다 훨씬 불리하여 앞으로도 당분간은 경수로

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겠다.
그려나 원천 운전경험아 혹척됨에 따라 새로이 파악된 여러 안천성 문제점의
해결없이 현재 경수로를 그대로 훨용하는 것은 국민보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
하지 못하다. 또한 천력회사의 입장에서는 원천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원전 표준화， 단순화 및 수명연장 둥을 통하여 원천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는 욕구가 있다. 따라서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안천성 쩨고와 경쩌l 생 향상을 모두
만록시킬 수 있는 원자로률 개벌하기 위하여 현재 경수로률 개량하려는 노력융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와 같은 원자력션진국틀의 추셰에 맞춰 보다 안천하고 경껴l 척인
깨랑형경수로룰 개발하기 위한 설계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첨단기술율 도입하고
원전 최적화률 이룩하여 현재 경수로를 개향하려는 연구률 1988년부터 개시하였

다.

쩨 1 단계 연구에서는 안천계통， 계축쩨어계롱 뚱 계통깨량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확률론적 안천성분석기술 채발 및 그 웅용기술 개발도 함께 다
루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원전 부하추종운전의 필요성에 부웅하기 위해 부하추종운천에

따른 저l 반 안천문제를 해결하고자 부하추종운전시의 노심 및 계통해석， 핵연료

출력해석. 71 계적 건전성명가. 계흑제어， 핵연효 성능분석， 안천성명가 동의 원

자력발전소 부하추종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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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묵적연구로 설계 · 건조사업

1 ) 사업추진 배경

1940 년 초부터 원자력 이용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기 위하여 원자력션전국
에서는 임계로，

연구로， 채료시험로 둥이 건조되었고， 이룹 여용하여 원자력발

전소의 핵연료와 재료률이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 년에 미국 GA사로부
터 TRIGA Mark- 표를 도입하였는데，
는 비교적

일찍

이는 우리나라와 칼은 입장에 있는 국가로서

원자력기술 연구률 시착하였지만 원자력

선진국에

비하변 20 년

정도 뛰떨어진다.
1960 년 초에 이 연구로률 도입 · 운영함으로써 원자력기술 연구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으나 당시 원자력 이용에 대한 뚜렷한 국가정책이나 목표가 없었고，
국내 경체사정도 여의치 못하여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 지원이 미약하였다. 그
러나 연구로률 이용하여 원자로물러륙성 실험， 동위원소 생산， 충성자초사에 의

한 방사화분석 연구동을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행하여 관련기술이 촉척되
었다.
한편 TRIGA Mark- 표의 이용에 있어서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어 1968 년 자체기

술로 출력을 l00kW 에서 200kW 로 중강하였으나 좋은 연구결과률 얻울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1969 년 “원자력연구개발
원자력위원회

와결을 꺼쳐

및 이용 장기계획”이

구상되었다.

정잭안으로 확정되었는데，

이

계획은

새로운 연구로인

TRIGA Mark- m 가 준공되는 1972 년부터 국산 연구로 l 기를 자력으로 설계 · 건조
하고.

1977 년부터는 열출력이 40MW 급인 재료시험로를 자력으로 설계 · 건조함으

로써 제4 차 경제개발5 개년계획이 완료되는 1980 년대 원자력발천에 대비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원자력선진국의 개발과정과 비슷한 것으로 원자로률 자력

으로 건설함으로써 원자로의 기본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중로나 원형
로률 건설한 후; 쌍용발천로를 건설하는 방법이다.

I 표A에서 원자력기술 자립을 하려는 국가들이 훨히 보유해야 할 연구시셜률율
보면. 원자력가술 자렵북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연구로 종류와
설험시셜의 수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핵연료 빛 1 차계롱을 국산

화하려는 국가로서 TRIGA와 같은 연구로 2 기와 얼출력이 10MW 이상인 재료시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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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가 필요하다. 또한 실험시설로서는 노섬에 1-2 개의 설협 loop가 설척되어 핵

연료 연구 및 재효개발옳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륙，

원~~혁기술의 자립북표를 첫째.

원천을 외국으로부터 도입 • 운영만 하는

나라， 툴째. 2차계통만 국산화하는 나라，
는 나라.

넷째，

핵연료 및 l 차계흥윷 국산화하

원전기술 천반을 국산화하는 나라 동 4 개로 구분하여.

요한 기본 연구개발시셜로서
만，

셋째.

첫째와 툴째의

옛째의 경우는 원자로(l OkW-IOMW) 2 기，

이에 필

경우는 원자로 l 기만 있으변 되지
재료시험로(I OMW-IO뻐W) 1 기，

노섬

조사 loop 1-2 개둥이 구비되어 야 하는 것으호 명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

의 분류에서 셋째로 핵연료 및 l 차계롱의 기술자립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의

채계적언 추진을 위해셔는 대형 원자로와 노심조사 loop동의 기본 연구개발시설
의 셜치가 철대격으로 훨요하다.
한편，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TRIGA 연구로는 1962 년.
입된 것으로 수명을 고려하여
다.

더욱이

1972 년에 각각 도

볼 때 1990 년도 후반에는 혜쇄하여야 할 천망이

1984 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대덕요로 이천함에 따라 새로운 연구로

의 건쩔이 셔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는 바. TRIGA 연구로률 해체하여 옳기는 방안
도 검토되었으나 이 경우에 노후화된 장비를 해쳐!하여

이 거의

없고 오염된

장비톨 운송하는 데도 방사선을 차펴l 하기 위한 운반셜벼

쩌l 작에 않윤 비용이 소요되어

는 이미 핵연료가공시설이
하고 있었으며，

다시 사용할 수 잊는 것

경제척이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대덕공학센터에

1978 년에 준공되어 국산 핵연료 시제품을 쩨조 · 가공

월성 원자로 냉각채널의

냉각채 압력강하，

유체흐름의

변화둥

옐수력 륙성율 실험하는 노외설충실험장치도 1982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

다.
설이

이와 더불어 중성자률 조사한 빽연료의 연소륙성올 분석하논 조샤후시험시
1985 년에

준공율 목표로 건설충이었고 방사성폐기물처러시설도 1987 년에

준공예정으로 건설중이었다.

그려나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여 거의 확

보될 천망여나 사실상 충요한 중성자조사시설인 연구로는 없었다.
결과척으로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률 수행하는 연구소가 대덕으로 이천함에

따라 핵연료주기기술연구 뿐만 아니라 충성 A}률 이용한 기초연구 및 방샤션 이
용연구에 필요한 연구로률 건설함으로써 이미 확보한 연구시설과 합께 원자력율
이용하는 기본 연구로 연구시설율 완벽하게 갖추게 되어 원자력연구센터로서 우
려나라의 원자혁기술 개발과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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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 경위

가)사업준비단계

1975 년부터 추진해오먼 40MW 급 재료시험로 건초사업이
휘에도 당시 연구소에서는 원자력사업의

1'979 년에 중단된

주요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TRIGA 보다

성농이 우수한 연구로가 있어야 함을 정부에 꾸준히 설명하여 왔다.

핵연효개발공반에서도
서 조사시설인

핵연료기술개발에

재료샤험로를

한편 한국

관련되는 시험시셜율 대턱에 건쉴하면

건설하여야 할 것인가를 조사 · 검토하였다.

그후

1983년에 다시 연구로건설 타당성과 노형에 대한 연구률 수행하여 정부에 보고
하였다.

연구로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설특하기 위하여

연구로건설에 대한 투자가치를

생산과 연결하여 명가하려논 정부측의 요구에 웅하여 연간 예상되는 핵연료 시
험비용，

연간 소요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소요량 및 생산공급량 둥을 수치화하여

보고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언젠가는 우리 나라에 원자력

기술을 토작화시키고 션진 원자력국가들과 기술정보를 원활히 교환하기 위해서

연구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업을 인정힐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연구
로 건초에 펠요한 기술과 노행명가 빛 심사를 1984 년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턱에 확보되어 있는 연구시설과 연계하여 연구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도
설명하였다.
한편，

1984 년 2 월 과기처에서 연구과제 심의결과 다목적연구로는 국가적인 차

원에서 펠요성이 인정되고 시험장치는 다목적연구로의 활용사항을 고려하여 노
섬 루프 등을 설계 초기에 반영하도록 심의 의견을 보내 왔다. 동시에 경제기획

원에서는 1985 년부터 과학기숨투자를 종대시킬 계획으로 연구로사업의 ·훨요생과
계획을 구체화하여 져l 출할 것올 요구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연구소와

과학기술처는 1984 년 3훨초에 다북적연구로 건조사업율 원자력위원회에 상정하
여 보고 · 심의하고 5월에 경제기획원에서 1985년 예산율 확정받고자 하였으나，

3훨에 예정하였던 제 207차 원자력위원회도 4 훨에 있었으며/ 다목적연구로 건조
사업은 제출되었다가 보고직전에 포기하여야 하는 수난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1985 년 예산에 반영은 어렵게 되어 다목적연구로 건조사엽은 후일에 다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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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정받기로 하고 1984 년 6월에 있었던 제 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충에 과학
기술부문의 수정계획에 ”다북척연구로 건조설계 .• 울 반영하였다

그런데 1984 년 7훨에 경제기획원으로부터
구로 타당생연우에서

다목척연구로 건조사업을 1983 년 연

제안한 추진계획을 얼부 수정하여 확정하였음울

1984 년

9

훨에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다목적연구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형설
정에서부터 외국기술 협력용의 분석 · 명가와 인허가사항 그리고 사업추진 참어

업체의 션정 동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셔작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여려 차례에 걸쳐 획의도 개최하였으나 당시 연구소의 사쩡은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기는 어려운 여건틀이 조성되고 있었으나，
가 연구능력을 높여 기술을 축적하고 자럽하기

연구소

위해서는 연구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오직 이 셔업만 계획해 옹 당시의 원자로계통연구실(1 975 년 한국원
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40MW급 재료시험로설계팀)의 연구원 20여명은 설계개념

올 꾸준히 정럽하여 왔고，

얼부 중견급으로 사업설무반율 구성하여 사업착수률

위환 업푸분석과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하였다.

다북척연구로 건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엽추진체제률 구성하

였는데 참여 기관별 업무률 요약하연 다음과 같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사업팀은 사업

전체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연구로 셜계，

국내외에서 구매하는 주요기자재 설껴l 요건 작성 및 발주， 구매， 시운천에 이르
기까지 최대한으로 참여하여 수행함으로써 기술을 축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
구로설비의 1 차계통과 연구로 건물은 한천거술(주)에서 설계하도록 하였으며.
차계롱은 현대엔지니어링사에서 설계룰 수행하도록 하였다.

2

륙히 한전기술(주)

는 오랜기간 원천율 셜계하여 왔기 때문에 1 차계통의 설계 뿐 아니라 기자재 구
매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연구로 설계룰 수행하면서 미국의 BNL과

캐나다의 AECL의 기술지원 및 자문율 활용하도록 추진계획율 세웠다.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기자재는 국내업체에서 공급받고 특수재질로 제작되는 기자재는
외국에서 구매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기자재 설치 및 토목공사와 건축은 국
내 건설회사가 맡아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 전반에 펠요한 업무파악. 국내기술 활용 및 외국기술 도입부
분 결정， 소요예산 설명， 설계척용 기술기준의 검토와 인허가 준비사항， 사업추
진 체져l 및 책임사항 동율 준비하고 1985 년 12월 한국전력기술(주)에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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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착수지시서를 발송하였으며 외국 기술자문도 과기처 승인을 받아 AECL과
기본설계 시작을 1986 년 초로 결정하였다.

나) 기본 및 세부설계단계

1985 년 초에 수행한 다목적연구로 개엽셜계를 바탕으로 하여 원자력 본

채，

원자로 수초 빛 냉각계통，

원자로 페어 빛 보호계홍，

기본설계가 AECL과 공동으로 착수되었다.

공정 계측계통 풍의

기본설계 내용중에 AECL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사항은 연구소 설계팀과 한전기술(주)의 셜계담당자
가 파견되어 확정하였논데， 연구소에서는 연 20 명， 한전기술(주)에서는 연 10명
이 AECL에 파견되었다.

기본설계에 휠요한 제반 셜계해석은 연구소가 주도하여

수행하였다.

1987 년 2월에는 계획했먼 바와 참이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세부설계를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구로의 여러 계롱은 벌천로의 계롱과는 달러 셜계개념율
실험에 의하여 입중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고.

원자로 및 반사체탱크.

제어 및

보호장치 둥율 국내에서 설계 · 제작할 수 없어 상세설계가 예정대로 시작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시설의 상세설계률 위해서는 각 계통과 장치들의 자세한 기술

시방이 있어야 하는데，

실험시설에 대한 장치틀은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부분적

으로 기본설계에서 자세한 기술시방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국내제작

이 가놓하지 못한 장치설계률 포함하여 원자로계롱중의 주요한 부분의 상세설계
률 AECL과 계숙하여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왜냐하면 기늄과 륙성이 다북
척연구로와는 많이 다르나 외형이 바슷한 MAPLE-X 연구로를 설계하고 있었으며，

다목적연구로의

냉각특성，

노심에서의

실험할 수 있는 실험장치들이

압력강하.

제어봉의

노십삽입기능 동을

AECL 의 WNRE. CRNL , COM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 야

틀을 이용하여 KMRR 의 설계륙성을 입증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I ••

기본설계 후 세부설계 수행엽무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셜계가 예정대로 추진되

지 못하고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었는데， 경제기획원과 과기처에서는 경험없이
척음 시도하는 연구소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고 지원해 주었다. 끼자재를 외국에
서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차관도 산청하여 1987년 10월 정기국회에서 승인을 받
았고，

AECL과 세부설계 지원 및 기기구매도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동년 11 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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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다목적연구로건조 사업경위

2.4.9)

녀‘-

주

도

1983 년 12월

요

내

..

용’

-

원자력이용기술 개발올 위한 ‘·다북척연구로 건초 타당성 조사
및 명가 ..

1984 년 4 월

한국원자력연구소

대턱이천에 따른 다북척연구로사엽추진

- 연구로 활용생 명가 및 셜계 · 건셜의 소요기술 조사
1984 년 7월
1985 년 5훨

경제기획원， 1985 년 사엉예산에 사업비 반영
경제기획원，

연구로 건조사업 겹토 빛 추인

- 사 업 명 : 다북척연구로 설계 · 건조
- 사업 기 간 : 1985년 - 1990 년 (6 년간)
一 사 업 비

‘ :

500 억원 (1985 년도 확정가격 )

- 사업 범 위 : 원자로 및 건물
1985 년 12월

제 215차 원자력위원회. 다목척연구로사업추진계획 보고

1986 년 1 월

KAERl/AECL 설계기술 공동연구협정 체결

1987 년 7 월

다몹척연구로(빼 RR) 건조 및 운영허가 산청

1987 년 9월

쩌11218 차 원자력와원회 보고
- 사업기간 연장 : 1985 년 -1990 년 (6 년간)
-• 1985 년 -1991 년 (7 년간)
- 사업소요자금 현실화

1987 년 12 월

제 219 차 원자력위원회. 다북척연구로 건설 및 운영허가 의결

1988년 7월

경제기획원，

1988 년 7 월

저11220차 원자력위원회 : 다목척연구로 건조사업비 및 기간조정
의결
- 사업버 증액 : 500 억원

다목척연구로사업 투자규모 조정

(내자 : 555 억 2 ， 600 만원， 외자 : 16 ， 509 ， 000불)
- 연차별 소요예산 배분에 따른 사업기간 채초정
. 1985 년 -1991 년 (7 년) -• 1985 년 -1992 년 (8 년)

1989 년 3월

다북척연구로 건조 기공식

1989 년 12 훨

다목적연구로 기초콘크리트 타설 개시

1990 년 4 월

Pool Li ner 설치 개사

1991 년 8월

다북척연구로 건설공사 약 70% 공정 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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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다목척연구로 건설 · 운영 허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동

년 12 월 과기처로부터 다목적연구로 건조 및 운영 허가를 받았다.
년벌에 계획하였던

한연. 1987

부지정자공사가 부지매입와 곤란으로 어쩔수 없이 사업기간

을 다시 연장하게 됨에 따라 이 기회에 1983 년 이후 물가상승에 대한 기자재 가
격상승，

원자로 및 동위원소 건물의 확장，

사업기간 연장에 의한 소요 인건비

증가 동율 이유로 경제기획원에 사업비 조정율 신청하였다.
업을 확정치율 당시의
중가분，

주요시설의

업무법위애서

물가상승률，

경제기획원은 이 사

원자로건물 및

동위원소시설

안천성 보강에 따른 비용증가 둥에 해당되는 예산 180 억원

을 1988 년 6월에 추가로 배정하였고，
1992 년까지 완료하도록 승인받았다.

사엽기칸도 원자력위원회의
이에 따라 건조공사의

의결을 거쳐

1 차공사를 1988 년말

에 착수하고 1989 년 4 월경에 2 차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조정하였으며，

1989 년 3월 다북적연구로건설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 이어 착공된 건설공정은 1991 년 8월 현재 약 70%의 공정이 완료되었
고. KHIC 에서 납품한 RCI(reactor concrete island)내

료되었으며.

1993년 1 월까지 열교환기.

pool 1 iner의 설치가 완

1 차냉각펌프 풍 주요 부품의 부지내 설

치를 완효하여 1994 년 정상가동될 예정이다.

153

바.

원자력기반기술

원자력기술은 황범위한 학문 영역에 입각한 고도외 지식과 기술이 집대성
된 종합과학기술인 동시에 거대한 시스템기술，

극한기술 및 고신뢰성기술을 포

함한 첨단기술의 모체이기도 하다. 오늘날 에너지 정서1 률 비롯하여 원자력을 둘
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에너지 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원자력 분야에
서도 1970 년대 천후의 발천큐모 증대라는 양척 확대의 시대로부터 원천의 안천
성. 신뢰성. 경제생 동의 절척 향상융 지향하게 되었다- 또한. 핵주기기술의 자
립화，

방사선이용기술의 고도화 둥 그 수요는 한충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탄

력척으로 대쳐할 기술개발이 필요해지고 있다.
1986년 4월에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크
게 부각되고，

앞으로 원자력기술에 대한 신뢰생 빛 안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세라믹 동의 신소재에 관련된 재료기술，
정보처리，

통신기술，

레이저팡기술.

컴퓨터률 이용한

읍천자 조작 동의 생명과학기술에 관련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21 세기의 신까술로 주북받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기술 개발에서는 이제까지 배양해 온 기술척 잠재력을 활용하연서 재료기술，

이저기술.

얀공지능기술， 방사선위험도 명가 빛 저감화기술 동

례

당면한 원자력

기반기술을 목표로 창조형의 기술개발 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료기술은 모든 과학기술에 있어서 열쇠가 되고 다른 분야의 기술혁신율 유

발하는 파급효과를 갖는다. 원자력용 재료개발에서는 고성능화， 고기능화를 겨
냥한 새로운 원자력용 재료의 창조와 그에 따른 채료륙성의 기구해명에 대한 연
구 빛 micro-level 에서의 재료해석 · 평가룰 수행한다.
조재료와 기농재료를 개발하고，

내방사션성이 우수한 구

방사선피폭을 저감화하는 저방사화 재료 및 고

성능 차혜채료 풍을 개발하는 한면， 극한 환경하에서 얼어나는 화학반웅의 기본

척 단위인 반웅소 과정율 해명하고，
원자 • 분자 례벨에서 해석하고，

나아가서는 방사선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율

재료의 신뢰성，

안전성 기술의 고도화률 위한

연구개발율 꾀한다.

이러한 재료개발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70 년대부터 감촌 우라
늄합금개발을 시작하여 다양한 합급 개발에 성공하였다.

륙히，

우라늄.

롤러브

덴 합금으로 만든 비파괴검사용 조사용기 소재는 그 륙성여 미국에셔 개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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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우수하다고 명가되었다.

한연，

산소재 개발을 위한 장치개발에 묵표를 둔

가속기 연구에서는. 대전류 이온주입 71.개발을 수행하여 철소주입기률 건초중이
다.

이 원형장치는 앞으로 비명형상태에서의 새로운 물질의 창출， 각종 이온주

입에 의한 원자로 재료 및 핵연료의 내부식성， 내마모성 향상에 끼여할 것이다.

래이져는 시간척 · 공간적 제어성이 매우 양호한 빛율 제공하여， 고도의 천자
공학 기술과 함께 팡통신 둥에 콘 혁신을 가져왔다. 원자력 이용어[있어서의 레
이져의 륙성으로는 원격 조작성 및 강한 focusing울 들 수 있다.

원자력분야에

서 레이저는 이미 동위원소 분리에 그 웅용이 진행확고 있으며，

레이저

분석 및 가공에 이용될 수 있다.

계홉.

1984 년부터 원자력산업에의 레이져 활용에 대

한 다각척인 연구가 수행되어. 극미량의 우라늄 분석에 척합한 형광장치가 제작
되었고.

1988 년부터는 중금속동위원소 분리를 위한 분광기술 확립이 수행되어，

l 차척으로 나트륨과 수소에 대한 다광자 이온화 실험이 성공척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고출력

레이저

용접가공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됩에 따랴 1989 년 200W급

Nd:YAG 레이저 용접가의 국산개발에 성공하였다.
인공지능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대에 툴어와서는 전문가시스템

고도한 기능을 실현하는데

급속한 기술혁신에 힘 입어.

기술을 고도화하기

목표를 두고 있다.

차원의 해방을 가눔케 하는 로보트기술 개발，

위하여 저능의

1980 년

획특.

학습의

단순한 일상 작업으로부터
인간과 기계 사이의

인간척

인척
공유

영역 개선， 나아가서는 원자력 시설에 관하여 수집펀 지능을 바탕으로 원자력시
설의 운천관리.

이상진단.

로보트에 의한 점검 · 보수 둥이 보다 확실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틀어 로보트 팔의 설계 연구와 그 조정을 목척으로 언어개발율 수행하
고.

원전의 압력경계의 건전성 첨검을 위한 영상처리 기술 및 전문가시스템 기

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로보트기술의 핵심인 첸서 및 디지탈 산호처리， 광

섬유기술 웅용개발이 잔행중이고.

고지농 로보트 저l 작율 북적으로 로보트 페어

용 멀티프로세서 개발도 수행중이다.

1) 레이저 연구

원자력산엽에 있어서 레이저의 이용기술은 첨단기술로서 중성자 흡수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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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초기술.

핵연료와 분석기술， 원천주변의 오염방지 기술 둥 그 활동범위가

매우 넓으멕. 매넌 ‘누적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군분리. 고준우1-핵쫓의、 분리저
장 둥에도 웅용될 수 있다.
스혐

탄산가스레이저，

1967 년 He-Ne 레이저 발진실험을 필두로 ..._CW 및 펄

철소레이저.

루비레이저

그리고 파장가변색소레이저

동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가 설계 · 제작됨으로써 태동되었다. 이들의 성놓시험을 통

해 전원장치， 제어장치， 팡학계.

헤이저 출력광의 스펙트럽 분석 동 레이져 관

련기술 전반에 걸찬 기초연구룰 수행하여，

당시 낙후된 레이저 광학 및 분팡학

분야의 재척자적 역할율 탑당하였다.

당사에 수행된 과제로는 레이저 제작 및 그 웅용과 관련하여 1976 년까지 7개
의 기본과제가 있었으며.

1973년부터 1976 년까지

혜이저의 산업척 이용과 관련

하려 수탁연구사업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1970 년대 후반에 접어률면서 기초연구
분야는

체속척인

지원이

당시

상횡으로는 어려웠고

핵심

연구원툴의

이탈로

1980 년대 초반까지 레이저 분야가 침체국면율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래이저기술이 여러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원자
력분야에서도 핵연료 농축기술의 세계척인 동향이

레이저법으로 천환되고 있는

둥 그 활용의 중요성이 여러 전문가들율 통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척인

요청에 부웅하여 한국웬 At 력연구소도 과거의 기술축적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1984 년부터 기초과제를 통해 원자력산업의 레이저 활용에 대한 다각적이고 광범
위한 연구 · 조사가 서도되었다. 고 결과 5lψ-ppm 청도의 미량 우라늄 분석에 척
합한 우라늄 형왕장치악 자체개발에 성공하였다. 이 기기는 우라늄 광산의 탑사
및 수질오염 측정둥에 이용될 수 있으며，
부서에 공급되고 있다.

이미 한국핵연료(주)룰 비롯한 여러

또한 레이져를 이용한 중수분리의 일환으로 CDF3 로부터

DzO률 분러시키기에 앞서. CHF3 로부터 분광학척 반웅에 의해 가시량의 HzO률 생
성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원자력시설에서의 훨격절단과 원자력 환련재료의 표면처리 연구률 수행

하기 위하여 수kW급 고출력 CW 탄산가스레이저의
출력레이져

가공수요 증대에 대비한 고출력레이저

력율 확보하였다.

설계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고
국산화애 기여혈 수 있는 농

이러환 연구를 통한 기술축적은 바로 국가주도의 륙정연구과

제로 연결되어 1986 년부터 핵연료 원격가공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PWR

핵연료 grid 의 례이저 용접기술과 판련하여 100W 급 pluse 형 고출력 Nd:YAG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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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용접장치률 자체 설계 · 제작하였으며. 륙하 원격자동검사기술 개발과 관련하
여 He-Ne 레이저와 CCO팡 검출기률 사용하여 핵연료 소결쳐l 의 외경을 10μm 오

차범위 내에서 수천분의 일초 내에 측정할 수 있는

외경 륙정장;i:l 률 개발 · 제

작하였다.
1987 년에는 악티늄계열 원소의 분팡륙성 연구률 수행하였으며，
레이저률 이용한 원자분팡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多光子이온화 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1988 년부터는

1 차적으로 Na와 Hg에 대한

이 과제는 수윤의 동위원소 분라

실험율 거쳐 원자력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중금숙 동위원소의 분석 및 분리

를 위한 레이저 분광기술 연구 및 자연계에 희귀하게 존책하는 백급촉융 비롯한

국가 천략척 광불를울 레이저률 이용하여 방사성떼기툴에서 추출해 내는 연구로
발천시커 나갈 계획이다.

2) 원자력 산소재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70년대 초반에 전기로 몇대와 금상학 실험기구
만을 갖추고 금속재료연구를 사작했고， 핵연료 제조를 위한 기초기술을 익히기

위해 분발야금법과 소결구조 연구 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율 기반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 중수로핵연료 국산화를 이루게 된 것이 하나의 큰 결실로 지
척될 수 있다. 1974년 미국에서
용해로를

이용하여

AID

자금으로 들여 온 20kW 규모의 고주파유도

SICRAL-F2 라는 우라늄합금율

주조한 것이

합픔소재

개발율

위한 최초의 시도였다.

1982 년부터는 UF4 로부터 금속우라늄을 제조하는 환원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여 소규모 실험장치를 개발해 100g 정도의 시험제조를 시작으로 그 용량을 I ,

4 , 20kg 퉁으로 키워 가면서 생산규모률 확대하여 이와 관련되는 공정기술을 확
립하게

되었다.

이와

영행하여

우라늄합금

제조기술

개발도

수행하며

20kg-U/batch 큐모의 소형 진공 유도 용해로를 이용한 합금제조 기술을 개발하
였으며. 혈처리가공， 기계금속 특성시험， 핵불질 보창， 방사선안전관cl 둥의 관
련기술도 확립하게 되었다.

순수한 우라늄은 금속으로 산화성이 높고， 쉽게

깨지며， 경도. 장도，연성

둥 불성이 뒤혈어진다. 우라늄의 이러한 단점을 보강한 우라늄합금율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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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고밀도.

고인도 소재로 변화시켰다.

유정시추기의 고려.

동으로 사용되고，

사용되며.

회전체의 축，

이 합금소재는 항공기의 무게추，

각종 란성유지 부품，

고빌도 에너지 추진체

질량과 운동에너지가 높이 요구되는 여러가지 기기와 부품에

대형 운동체를 소형화하고 경제척 크기로 축소시키꺼1 되었다.

한편，

방사선 차혜효과도 높아서 각종 비따펴검사용 장비와 방사성동위원소 용기는 물
론，

원자력산업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빛 사용후핵연료 수송용 71 에 경쓰여

부피률

감소시킬 수 있다.

1985 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감손우라늄울 소재로 고강도， 고인도의 기계적 륙

성을 개선한 우라늄합급 기술올 개발하였고.
발병륙허률 획륙하였다.

1986 년에는 합금제조공정 기술의

또한 1986 년부터 1994 년에 완풍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

는 다북척연구로의 핵연료 개벌을 추진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기지내에 우라늄

실러사이드 (U3Si) 분말이 균일하게 분산된 소재로 구성된 봉을 단와로 하는 핵연
료다발의 제조기술울 개발하고 있다.
한연，

축

연구소에서는 우라늄합금(타나늄 및 볼리브덴)개발율 롱해 얻은 기술，

용해주초， 열쳐리， 성형압출동울 기초로 1986 년부터 분말화와 동삼압출 둥

을 추가하여

핵연료를 채조하는 기술과 상분석 및 물성율 향상시켰으며.

열처리라는 신공정올 고안했다.

분말

변태상인 U3Si 가 철기고 강하여 벌태후에 분쇄

하면 힘들고， 소요창버 둥이 대형화되논 결점이 있어 이률 개션혈 수 있도록 륙

수열처리법과 제한요소 동율 연구하였다.

또한 초급냉 분말제조법을 개발하여

주조와 동시에 원하는 미세조직과 분말크기를 얻율 수 있어 않고 북잡한 핵연료

제조공정야 하나로 단축되고. 과냉각조직 및 벼정질 가능성까지 있어 원자로내
성농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소재 개발은 우선 고온초천도체를 틀 수 있다.

1986년 이래 산화물 소재

로 구영된 고온초전도체 개발에 세계척인 관심이 칩중되고 있는데.
급 이트륨계 초천도쳐l 개발에 성공하였고 1988 년에는 1000 K급의
개발하였으며，

1987 년 90 0 K
비스무스계룰

이 소재에서 문제점이었먼 고온상율 분리하여 이 분야에 대한 재

료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판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밀 세라믹스 소재

분야에도 연구개발을 확산하여 원자력 소재에 첩단화를 가능케 하였다. 1987년
부터 수행해 옹 탄화규소 소결체 개발.

1989 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휘스커 북합

재료 개발 동 원자력산업용 정밀요업소재 개발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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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필터소재의 미세조직에 대한 재료설계 및 제
조공정에 관한 연구률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고온 가스필터를 개량하여 훨터로

서의 불성이 우수한 져l 품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필터의 륙성을 예측힐 수 있는
실험적 모댈을 세움으로써 기초이론에 의한 성능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3) 원자로용 로보트 연구

원자력시설내 작업종사자의 방사선 피폭감소와 정기보수시간 단축. 이상상
태 조기발견에 의한 운전시간의 연장 둥을 롱하여 계통의 안천성과 산뢰도 향상
올 북척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첨단기술율 원자력산업에 첩묵시키기 위한‘ 적극
척인 시도률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용 로보트는 여 러 상황에 대웅하면서 작업 대상물에 접근하여
불륙정한 작업울 하여야 하므로， 주행기농과 다양한 조작기능 이외에도 상황을
만단할 수 있는 인공지농이 구비되어야 하고. 극한환경하에서 작엽율 수행하여
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내환경성이 요구되어 설용화에는 많은 어려옵이 놓여 있
다. 한면 마이크로 컴퓨터기술의 혁신적인 발달과 정밀기계 기솔악 눈부산 향상

으로 기술척인 문제가 척절히 해결되연서 고도의 자유도률 가지고 위험한 작업
환경하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울 구비한 로보트가 원자력산업
과 관련하여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87년부터 로보트기술의 핵십인 센서 및 디지를 신

호처리. 그리고 광섬유용용기술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핵시설에 웅용되는 로보
토기술의 현횡 및 기술동향을 추척 · 명가하고 아울러 고지능 로보트의 핵심기술

인 로보트 져l 어용 멸터프로세서 채벌도 수행하였다. 또한 1988년에 들어서는 하
드웨어 부분율 이동부， 조작기부 빛 센서부로 구분하여 설계 · 제작하였다.
원자력시설과 칼은 극한환경하에서의 로보트 제어계는 구조척으로 북잡하여

높은 신뢰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분산처리 구조의 컴퓨터 사스템야 요구된

다. 륙수한 구조의 이동부는 원전사설내에서 기존설비에 영향율 주지 않고 계단
숭월 및 장애물을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도록 유성차륜 형태인 륙수차륜 방식을
채택하여 1990 년에 개발하였다.

시각장치 개발의 일부로 극한환경하에서 보이스코프를 사용하여 물처l 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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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완측할 때 생기는 관측의 불연속성.

콘트러스트의

저조한 작업능률， ι 영상와 왜곡 및 낮은

문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폐쇄회로 카메라률 스코프에 t 연결하여 7'l
1:1

퓨터로 영상을 검사， 분석하는 원격 내부영상관혹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영상화

질을 개션하였다.

4) 인공지능 및 천문가셔스템 연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연구는 1984 년 즈음하여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하였으
나，원자력분야에 웅용율 위해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였다. 한

국원자력연구소에서 처음 시작한 연구업무는 하드웨어 빛 소프토혜어 연구환경
조성 및 자료의 수집이었다. 1987년에는 당해 기술축척을 위하여 천운가시스탬

의-원자력분야 웅용에 환한 기술현황분석울 시작으로 1988년에는 인공지능의 본
격척인 연구를 위해 SUN 워크스테이션을
는 소프트웨어도 갖추었다.
문가시스템

구입하였고.

기초연구률 수행할 수 있

하드웨어 환경의 조성과 아울러 1987 년에 시작한 전

연구결과률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천열관 검사를 위한 prototype 천

문가시스템율 1988년에 완성하였다.
최근 소큐모이지만 본격척인 연구률 위한 환경율 갖추었으며， 전문가시스템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이외에 다른 연구분야의 기술도 원자력분야에 웅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더욱이 한천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공동으로

실용척인 증기벌생기 전열관 검사의 천문가시스탬 개발연구를 시작하게 됨으로
써 짧은 시간에 이룩한 연구노력이 그 성과를 보께 되었다.

천문가시스템 이외의 인공지능 연구분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기계
학습 분야이다.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기겨l 학습의 용용은 예제학습을 컴퓨터 알
고러츰으로 구현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 또한 로보트 팔의 셜계，
연구와 영행하여 로보트 활을 조정할 수 있는 언어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아

..,

:;t1

로보트 연구는 기초단계에 있지만， 진행중인 연구가 완성되면 좀 더 북잡한

로보트의

연구를 통해 원전에 용용할 수 있는 로보트 개발이 가능하며.

인 로보트 팔은 증기발생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전혈관 검사시 자료수집을 위해 활용힐 계획이다.

PC에 장착할 수 있는 영상처리용

관련된 8mm 비디오카메라

개발 중

빛 칼라프린터

160

Targa-16

보드와 이와

장비를 갖추고 원전 구초물의

점검을

위한 영상처리기술의 웅용을 위해 기초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주요 시셜
및 부품자료를 영상과 함께 저장하는 photo-data base률 구촉하여 유지，

보수

및 재고관리 웅용과 장기척으로는 물체 및 소리를 인식하는 로보트를 개발할 계
획이다.

5) 인간공학 및 컴퓨터 웅용연구

인간공학운 인간생활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설비 및 환경의 개발과정에 있

어서 인척요소인 생리， 심리， 행동과학척 특성을 고려합으로써 인간一기계 사이
에 일어나는 처l 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기계시스템의 최척화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이다. 이랴한 안간공학이 원자력분야에 본격척으로 도입된 것은 1979년 미
국의 TMI 사고 이후 그 최대요인이
이 2000 년대의

인척 오류임이

새로운 에너지자원으로서

이러한 세계척인

연구추세에

부웅하여

밝혀지고 난 후이다.

첨차 비중이

커짐에

원자력기술자립의

원자력

따라 국내에서도

자생력을 증대시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안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인적요인의

원천 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가술개발과 원전 사고에

본격적인

연구개발율

1988 년부터

인간一기계시스탬에

대한 인간공학적

설계의

검토，

인간공학척

침안 작성，

설계방안

원전 안전정보시스템

그리고 발천시스템용

수행하고
연구.

있다.

현재까지

다목적연구로

정럽.

제어실

설계지침

원천악

중앙재어실

개발을 위한 인간공학척

설계지

인간공학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률 수행하였으

며， 이러한 연구룰 통하여 안전성 관련 인간공학척 문제점 도출，
념의

대한

연구개발，

운천절차 개선.

제어실 셜계개

안천정보의

처려방안.

보수공간의 설계방안 확립 및 종합적인 설계방안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을 배양
하고있다.

한편，

.

‘

오늘날 컴퓨터는 거의 모든 산업 빛 기술분야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

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천의 계속척인 확대에 따라 원자로 운전 및 제어는 물론

안전성의 확보률 위하여 각종 원자로 보호장치 및 공학적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이률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 이 모돈 셜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셜버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주기 및 비주기척으로 수집하여 신속 · 정확하게 처리
하여 설비의 상태 및 변화추세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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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훨연적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첩단 장벼 및 기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셔는 1984 년 한천이 한국전력기술(주)에 고리 완천의 비상대웅설비
기본설계률 의뢰한 바 있다.

이어 1986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이 셜비의

국산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리 1 ， 2 ， 3 ， 4호기에 대

한 비상대용설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개발방안 및 기초설계
가 이루어졌다.

또한 원자력안전센터에서는 비상대웅설비의 원천 설치에 대한

기술명가가 국내 실쩡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는데， 어 연구에서는 미국 NRC와 큐
제지침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

당시 진행충인 세계 각국의 연구개발사혜 초사，

국내에서의 비상대웅설비개념 설계내용 검토 둥이 다루어졌다.

1987 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그동안 축척해 온 기술윷 활용하여 소형 컴퓨터

률 어용한 프로토타입의 원천 안천정보시스템올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축.

원천

의 노섭과 그 주변계통에서 발생되는 산호틀은 원천의 안전상태를 운천원 및 비
상대책 관련자틀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륙히 실시간에 수집된 발전
소 안천관련 중요 데이터률을 처려하여 발전소 운전원이나 비상대책 관련자률에
게 정상운천시 또는 비상시 신숙한 안전성 회북을 톱기 위하여 발천소의 상태률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이나 도표 형태로 표시하는 프로토타입시스탬율 개발하였
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샤는 개발한 시스템은 모나터렁 및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의 기본기술을 축척하고 원전 안천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재발하는데 그 주된
목척율 두고 있으며，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로토타엽사스템은 발전소에서
신호률

실시간

system) ,

환경하에서

수집된

자료률

수집하여

처 리，

보관.

처리해

주는

관랴해

OAS(data

주는

MPS(main

발생된

acquisition
processing

system). 실시간 자료 및 보관된 누적자료의 상태를 운천원이나 이용자에게 영
상처 리 화면으로 보여추는

GOS(graphic display

system)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

관련 주요 데이터틀의 전송신호룰 수집하고 디스플레이률 위한 신호로 변환하는

DAS
및

소프트웨어

DAS

MPS . GOS

와 MPS 간의 롱신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율

개발과 변환된 정보를 저장 · 처려하여 디스플례이하는

원천 안전정보셔스탬을 위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캐벌하였고，

실시간에

수집된

원천

안천관련

데이터를

빛 하드웨어 모렐
처리하여

alarm

processing후 graphic 화변에 도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프로토타입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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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mul t i tasking , inter-process ·communication". (공용

기억장소 사용， event flag 사용 둥 low-level의 컴퓨터시스템 사용기법을 숙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률 활용한 후 유사연구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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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기술자럽 전략

가. 원천 건설계약 전략

1962 년 11 월，

우리 정부는 원자력원내에

원자력발전소 대책위원회를 설치

하고 원차력발전소 개발을 위한 져l 반 조사활동율 착수하였으며，

1967 년 2월 대

통령령 져113371 호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의

자문기관(원자

력원，

상공부，

한천.

력을 받아 동년 9 월，

석공.

유공)으로 구성하여 국처l 원자력기구(I AEA) 의 기술협

10 개년 전원개발계획에

발천소 건설계획율 수럽하고 한천이
입지션정을

위한 정멀지질

조사후

용량 100 만kW(50 만kWX2) 의 원자력

주쳐l 가 되어

1968 년 5월.

추전키로 하였다.

우리나라

건설지점을 경남 양산군 장안면 고러로 선정하였으며，
전소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최초의

사업추진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방식으로는 발

모든 책임을 주계약자가 지는 일괄발주 방식으로 수

행키로 하였다.
이률 위한 주계약자 선정율 위해 원자력발천소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수로 공급계약을 체결，

관리，

설계，

건성하였다.

1970 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60 만kW급 가압경

1970 년 9월에 착공·하어 1978 년 4월에 준공함으로써

나라도 세계에서 21 번째의
월성 1 호기는 고라

건설경험이 풍부한 외국업체룰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

I 호기와 같이

기자재 구매，

되었다.

우리

이후 고리 2호기 및

외국계약자 일괄발주 방식으로 계약하여

시공 및 시운전 풍 사업전반을 주계약자의

사업

책임하에

이러한 방식의 사업추진에 따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부

지조성 빚 건설관려，

노무인력의 공급 둥으로 제한되어 원전건설 기술자립 측면

에서는 커다란 전전을 볼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고리 3 ， 4호기부터
진일보하여

울진 1 ， 2 호기까지는 종래의

분할발주 방식을 채택합으로써

당. 국내업체의

한국전력공사가

참여를 확대하고 효옳적인 벼용관리，

율의 제고률 롱하여

일활발주 방식에서
직접 사업관리를 답

품질보증，

기술촉진 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한 부지에 동일

한 발전소 2 기씩을 약 1 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하여 사엽버용의
다.

또한 1987 년 4 월 계약체결된

역할분담에

기자재 국산화

영광 3 ， 4 호기는 원자력기술자랍

절감을 꾀하였
추진을 위한

따라 국내업체를 분야별 주계약자로 하고 외국업체률 하청계약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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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내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원천건설의 기술자립 기반을 구축， 후

숙기부터는 자력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셀한다는 폭표로 추진중에·，있다.

현재까지 고리 I 호기부터·울진 2호기까지 총 9 기의 시설용량은 7 백 61 만5 천kW
로서 지숙척으로 원천 건설을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는’세계 10위의 원자력발전
설바률 갖추계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총발전시설용량 2 천 102 만l 펀 kW('90 년

12훨말 현재)중 36.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전력량으로는 1990 년 전력생산량
1 ， 076억 7 펀만kWh증 49.1%인 528억 8 펀7 백만kWh률 공급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천소
의 이용율 측면에서도 1984 년 이후 7 년간 연숙 70% 이상을 유지하였고，

륙히

1987 년도에는 8 1. 5% 그리고 1990 년도에는 79.3% 의 이용율율 기록하여 세계 원천

보유국중 상위 수준에 도달하였다.
지금까져

건설된 국내원전의

건설과정은 사업추진형태

때 대체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방업으로 불

각 단계별로 국내산업

경험축척 동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다.

수준과 원천건설

잔체척인 변천과정은 원전 기술자립을

북표로 하여 당시외 국내 산업기술 수준이나 기술여건 둥율 고려하여 초기의 외
국업체 의존단계로부터

부분척으로 국내업체가 참여하는 단계룰 거쳐 점하 국내

업체의 참여툴 넓혀가면서

국내주도로 건설하는 것이다.

제 l 단계는 처읍 원천율 도입하던 사기로서
여 외국업체가 주계약자로서

사업관리，

셜계，

사업전반에 대해 책입지고 건셜하였으며.

얼팔도굽 방식으로 하

기자채 공급.

시공 빛 시운천 동

한국전력공사는 사업관리와 시운천 분

야에 대한 부분참여를 통해 사업주체로서의
는 시공분야에서

외국업체의

하도급자로 부분참여하였다.

경험올 축척하였고，

국내 건설업체

0.1러한 사업추진 방법은 원천건셜

경험이 전무하고 전반척인 국내 산업기술 수준도 원천 설계나 기자재 제작에 참

여하기애는 능력이 미홉하먼 1970 년대에 건설된 고리'1. 2 호기 및 월성 l 호기어1
적용되었으며，

국내업체는 건설에 소요되는 토건 자채률 공급하는 정도의

참여

에 불과하였지만 한국천력공사는 사업관리와 .Al 운천 업무에 대한 경험을 외국업
체를 통해 축적할 수 있었다.
제 2단계는 1970 년 후반에서

1980 년대에 걸쳐 건설된 고러 3 ， 4 호기.

영광 1 , 2

호기 및 울전 1， 2호기의 95만kW급 6기로서 제 1 단계에서 축적펀 경협으로 한국전

력공사가 사업관러를 주도하고 주기기 공급 및 설계분야의 주계약자는. 외국업체
로 하며.

국내업체는 외국 주계약자의 하도급계약자로 참여토록 하여 국산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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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높이면서

구분하여

또한 보조기기는 국산화 가능분을

주요 기술율 습득토록 하였다

국내업체에

발주하였으며

시공분야는 l 단계에셔

。1 호=
c..~

경험과 기술로

국내업자가 당당토록 하였다.

제 3단계는 1987 년 4 월 설계 및 주기기 공급계약을 쳐l 결한 영팡 3， 4호기부터

적용한 국내업체 추도의 건설단계로서 그간 중 · 화학공업 분야의 국내산업 기술

수준 향상과 외국업체의 하도급자로 참여하면서 습득한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하
여 국내업체릅 분야별 주계약자로 하고.

외국업체는 핵심기술 분야률 지원하는

하도급업체로 참여케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원천건셜 기술자럽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계약체계는 (표 2.4.10) 과 같으
며.

영광 3 ， 4호기와 후속 원자력발전소의

계약해계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 그럼 2.4.3) 과 같다.

(표

국내 원자력발전소 계약처l 계

2.4.10}

호

기

- t「
i

~l

출력

발주방식

(MWe)

고리

l

경남고리

PWR

고리

2

경남 고리

PWR

월성

l

경북월성

PHWR

고리

3 , 4 경남고러

PW

영광

1, 2 전남 영광

PWR

울진

1, 2 경북 울진

PWR

일괄발주
”

..
분활발주

.
.

주기기

공급자 기술용역

(NSSS)

(T/G)

비고

WH

GEC

Gi lbert

운전중

WH

GEC

Gi lbert

”

AECL

HP Ll CAP

AECL

WH

GEC

Bechtel

..

WH

WH

Bechtel

”

Framatom

Alstom

FRA/ALS

..

..

KHICI
영광

3 ,.4 천남 영광

PWR

국내업체주도 KAERl , CE 한중 /GE

- “

166

한기 IS&L 건설중

외국에 일괄발주
(외국업체 의존단계)

70
녀‘-

。 외국 Maker에 일촬발주
。 국내건셜업체 하청참여

대

。 국내산업기반 미약
。 원자력 핵심기술 접근뭇한

원전

1. 2. 3
호기

건설기술만 일부 확보

-흐.&-

。 기초기술입문(원천개념확립 )

외국업체 분할발주
(국산화제고단계)

70

。 플밴트종합셜계 빚 기기공

。

외국

AlE 선정
Maker 선정
AlE 하챙참여

。
。

외국
국내

。

국내기자재 하청생산

급자률 별도 분리 · 션정，
사업주 실정에 척합한 설계.

원천

기기구입 및 건설 추진

년

0

대

발

원자력 핵심기술분야 참여
못함(국내업체 부분척 참여}
- AlE기술 일부 확보

5 -

(최대 40"-' 국산화)
- 기자재 일부 생산
(최대 30"-' 국산화)
설계기술습묵(기술가반구축)

호기

10

V

l

국내업체 분할발주
{기술자럽 기반구축)
。 주계약자로 국내업체 선정.

80

I

l

I

’

|

I

I

I

|

1

I'·

태 | 나기 ~ 마-， ~
중

I

반

| 핵연료 핵연료

I

1 I

I

I

I

I

I

I

I
I

원전셜계 및 기기룰 제작
공급 (단， 부혹부분 보완
책으로 외국업체와 하도급

계약)

。 국내원자력기관 빛 인력

최대참여(입계인력 확보)

기자재 | 。 원전추진과 연계 원자력
생산 1
핵심기술 확보
。 영팡 3.4호기률 통한 기술
。 외국 Al E 고용 설계공동수행 l
축적 및 기술도입으로 ·기술
。 기술전수 별도 계약
I .. 자럽 기반구축
생산

Al E
NSSS 설계 설계

(그럼

2.4.3)

원천 건설방식 단계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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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황

I
I
I

3.
4

호기

1) 영광원자력 3 ， 4 호기

영광원자력 3 ， 4호기는 70년대말 제 2 차 에너지위기 이후인 1979년 9월에 수
립된 장기 천원개발 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되어 11 호기(영팡 3호기)가 1989년 3
월에，

12호기(영광 4 호기)가 1989 년 12월에 각각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천력수요의 껴l 숙척 둔화추세와 이로 인한 예버율 과다보유에 따라 수차

례 조정옳 거쳐 1985 년 3월에 확정된 천원개발 계획에서 영팡 3호기는 1995년 3
월어l 그러고 영팡 4호가는 1996 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또한 1985 년 6월에는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였는데 본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
력 기술자립 기반구축을 위해 한천의 종합사업관리하에 국내업체를 분야별 주계
약자로 하고 외국업체는 국내 주계약자의

하도급자로 참여토록 하는 국내주도

계약방식으로 추진토록

따라

되어

있다.

이에

한국중공업(주) ,

한국전력기술

(주)， 한국핵연료(주) 동 국내 주계약자에재 발주의항서를 발급하는 한편. 얼부
기자재 공급과 기술도입율 위하여 7개국 18 개사에 입찰안내서률 발급하여

년 3훨 4 개국 1378 사로부터 웅찰서를 첩수.

1986

6개월깐의 입찰명가를 거쳐 1986 년

9 월 계약협상 대상자률 선정하였다. 그뒤 6개월간의 계약협상을 거쳐 1987 년 4
월 국내 주계약자 및 외국의 하도급계약자와 플랜트 종합설계 및 주기기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어와 동시에 기술도입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외국 하

도급계약자로는 원자로설비 및 핵연료 판련 기술도입 부분에 미국의 Combustion
Engineering(CE)사，

Electric(CE)사.

터빈발천기

그리고

빛

관련기술

플랜트종합설계

및

도입부분에

관련기술

미국의

도입부분에

General
미국의

Sargent & Lundy(S&니사률 각각 선정하여 국내 주계약자의 기술 미진분야를 보
완하고 관련분야의 기술율 천수토록 하였다.

또한 1987 년 11 월에는 주설비공사

시공계약율 현대건설과 체결하여 영팡 3 ， 4 호기 사업수행을 위한 처l 체률 모두 갖

추게 되었다.
영광 3 ， 4 호기 사업의 특정은 원천설바의 기술자럽과 건설사엽을 병행 · 추진하
는 사업으로서 원전건설 기술울 자립하여 원자력을 국산에너지 자원으로하는 가

반을 구축하는 것어며，

최초로 국내업체주도형 사업으로서 한천이 전체 사업율

총괄 란려하고， 국내엽체는 각 분야별로 사엽율 주도하되 기술미진 분야에 대해

서만 와국업체에 지원율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중 외자의존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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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도로 대폭 축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외국 계약자의

설계업무를 국내에서

국내계약자와 공동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안천생의 충북 확인과 기술습묵울 극
대화하고，

모든 설계자료률 국내에 축척케 하여 설계표준화률 통한 발전소 설계

의 토착화률 추진토록 하고 있다.
는 에너지원율 다변화하여

그리하여 수입 석유와 석탄둥에 의폰하고 있

값이 싸고 안정적인 천력공급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특성에 따라서

영광 3 ， 4호기는 현재 운전중인

영팡 1. 2호기 부지

곁에 시설용량 l 백만 kW 급 2 기률 1987 년 5월에 사업착수률 하여 약 2 년여에 결친
국내 • 외 천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
쳐 1989 년 12월 정부로부터 건설허가률 정식으로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현장에
서는 1989 년 12월 최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1990 년초부터는 구조물 건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91 년말 현재 셜계 83.4% ,

기자재공굽 82.31%.,

39.23%로서 종합공정율은 50. 74% 로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기는 1995 년과 1996 년 3월 각각 준공될 예정인데，
원전건설

가술자립도

함께

탈성하여

시.공

영광 3.4 호

우리나라는 이 시점에 가서

1990 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력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울 것으로 기대된다.

2) 훨생 2 호기

월성 2호기는 1970년대 월성 1 호기 건설추진시에 동시에 건설이 검토되기

로 하였으나 당시 재원확보 운채로 보류되었다. 그러나 월성 1 호기자 국내 최초

의 충수로형 발전소로서 1983년 4 월 준공 이후 약 8 년간의 운전실적에서 기기
성능의 우수생과 놓은 이용율이 입증되었고， 이미 투자된 공용셜비(약 l 천억원
상당)의 최대 활용과 동일 노형 271 이상 운전사의 부품 호환성 동 운영상의 잇
점울 고려하여 2호기의 건설율 추진하게 되었다.
정된 월성 2호기는 시설용량 70 만kW 급 캐나다형

1989 년 5월 건설기본계획이

확

가압충수로 (CANDU-PHWR) 로서 월

성 1 호기와 동얼부지인 경북 경주군 양남면 나아리에 1991 년 7월 착공되었으며
1997 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훨성 2호기는 세계척으로 캐나다형 가압중수로의
공사 (AEC니와 1990 년 12 월 플랜트 종합설계

캐나다원자력

및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율 혜결하

였는데 국산화율 향상율 위해 한국전력기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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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공급자인

한국중공업(주)

및 한국원자력

연구소률 각각 하도급계약자로 참여토록 하여 중수로 원전에 대한 국내 기술기

반 확충융 회하고 있다.

터빈발천기 공급 빛 주설비공사는 1991 년 7 월에 각각

국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월성 2호기는 사엽체계률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1989 년 7월부터 1990 년 11 월까지 환경영향명가 및 부지세부지질조사를 완효하
고 1991 년 7월 현장 건설공사률 착수하여 동년 10월 기초굴착공사률 착수함으로

서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칸 월성 2호기는 1991 년말 현재 종합공정율 8.24%
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월성 2호기는 신기술의 채용과 설계개선으

로 원전의 안천성을 확보하고 국산핵연료 사용 및 월성 l 호기와의 공용셜버 사
용으로 경제성울 높이는 동시에 국산화율을 체고함으로써 국가에녀칙 자럽기반
구축과 향후의 천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울진 3 ， 4 호기

설비용량이 각각 100만kWh급인 울진 3.4호기는 원전 기술자럽 및 표춘화
계획에 의거 영팡 3.4호기툴 롱해 습득한 기술과 연계하여 기술의 토착화를 도
모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표준원전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건설된다. 영광 3.4호

기에서 습륙한 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자립악 극대화와 이의 지숙척인 추진
을 위하여 영황 3.4호기와 동일한 발추방식으로 국내 기술자럽업체에 분할발주

하고 일부 미자럽 기술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즉， 주요
계통 및 설비는 영광 3.4호기를 참조하되 원전설채 표준화사업 연구결과에 따른
셜계개선 내용과 외국의 신기술율 척극 반영하여 건설할 계획이다.
올진 3.4호기는 1989년 5훨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1990년 7월 원자력위
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관련사와 1991 년 7월 주기기 계약 및
종합설계용역 계약울. 1991 년 8월에는 주설비공사계약율 각각 체결하였는데 기

천공사는 정부의 발천설배제조업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한국중공업(주)가 선
정되었고， 토건공사는 경쟁입찰올 롱하여 동아건설이 계약자로 선정되었다.

1991 년 6월 부지사천승인 신청 및 환경영향 명가에 대한 환경처의 협의를 거
쳐 1991 년 11 월 건설허가 빛 천기설비 설치허가를 각각 신청하였다. 1992년 5훨

정부의 제한공사 승인을 득하여

기초굴착공사를 착수하였으며. 1998년 6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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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년 6월에 3호기 및 4호기를 각각 준공할 계획이다.

나. 원천 관련 기관간의 역할분담

우리나라의 원자력연구개발은 1970 년대초애 고리원자력발천소의 건셜이 사
작되어 원자력발천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성해석연구 동도 본격척으로 추진되어 왔다.
된 고려 1 ， 2호기，

으며，

그와 더불어 안

그러나 일촬발주 형식으로 추진

월성 1 호기를 통해서는 원자력핵섭기술에는 접근하지 못하였

건설기술만 일부 확보하였다.

이후 고리 3 ， 4호기，

영광 1 ， 2호기，

울진

1， 2호기는 분할발주 형식으로 추진되어 AlE 기술개발 및 기자재의 국산화률 각

각 4~，

30%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천히 원자력핵심 기술분야인 핵

종기공급계통 (NSSS) 의 설계분야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다‘
세계 원자력산업은 1970 년대의 1， 2차 석유파동으로 언한 화석에너지의

가격상

승으로 원자력호황기률 구가하는 이른바 판매자 위주의 셔장울 형성하여 원자력

핵심기술 이전이

최대한 기피되고 기술도입료 또한 많은 비용융 요구하였으나;

1980 년대에 첩어틀면서

세계 산업구조가 석유에너지

제에서 기술의존형에녀지

체제로의 전환과 전력수요의 저감，

따라 원자력산엽도 침체상태로 톨입하였다.
의 사장으로 천환되어

중심쳐l 제인 자원에너자

핵심기술의

기술 도입과 국내업체 주도의

따라서，

천수가 용이해짐에

역할분답으로

경제사정의

체

악화에

원자력시장은 구매자 위주
따라 정부와 한천은 핵심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원전건설기술

자립 계획율 1984 년에 수립 · 시행하게 되었다.

축，

영광 3 ， 4 호기

건설을 통해

95%의 기술자렵 북표를 탈생하고 울진 3 ， 4 호기 사엽수행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표
준설계를 완성하여 한국형 원자력발천소의 완벽한 건설눔력올 확보하며， 나아가
서 차세대 원자로인 신형원자로의 기술개발 기반율 구축하어 원자력 선진국 대
열로 도약하려는 것이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가술자립을 성공척으로 추진한 일본이나 프랑스 경우와
같이 선전국으로부터 기술율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원자력발천소를 실제로 건
설하면서 소화 · 홉수하는 단계와 다수기 반복건설 과정율 거쳐 습특기술을 축척
하고 자주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설계률 보다 안전하고 경제썽이 있도록 재랑하고

개발하는 눔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의 실천방안으로는 영광 3 ， 4호기 사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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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동일기종의 밸천소 건셜능력을 확보하여 울진 3.4 호기 사업수행 과정에

서 설계를 개량하고 야를 기반으로 다수기를 반복 건설함으로써 완전 가술자럽
달성을 묵표로 하고 있다.
이률 위해서는 국내 원자력기관 및 인력이 최대한 참여하여 임계인혁을 확보

하고 영광 3.4호기의 추진과 연계하여 핵심거술을 확보하며.분야별 역할분담 체

제률 확립하여 효율적으로 몹표플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자

립을 위한 역할분탑은 한국전력공사 (KEPCO) 의 총괄척인 원천사업완리의 책임과
권한하에 원자로 계통설계 및 핵연료 설계는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 I) . 종합설

계 및 기술용역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KOPEC). 중요기자재 설계 및 제조는 한
국중공업주식회사 (KHIC). 핵연료제조는 한국핵연료주식회사 (KNFC) 가 기술자럽올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충에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1991 년에 계약 추진된

울진 3.4 호기부터 점진척으로 기존 가압경수로를 반복 건설함으로써

기술자럽

토착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가 원자력기술의 선진국수준 도달 및 원자력산업의 수출기반 구축율 위한

분야별 기술개발 북표는 크게 차세대 원자로 개발.

핵연료주기 완성과 선진화，

방사성폐기물의 자주척 관리. 원자력 안전성제고， 원자력 기반기술의 고도화 등
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자력관계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는 임계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구입을 워하
여 충분한 예산이 윗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원자력관련 연구개발 북표률 설정하여 놓고 척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

면 우리나라도 영광원자력 3 ， 4 호기가 완공되는 90 년대 이후부터는 주요 핵심기
술율 제외한 원자력기술 천반을 확보하게 되며， 그 후속기부터는 국내에서 자력

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불론 2000 년대에는 원자력 수출산업화로 국가경제
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국내 관련 기술의 파급효과가 커셔， 다른 산업의 발탈
을 혹진하게 되어 국내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플 유도하게 될 것이다.
1991 년말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자료와 전산프로그램온 도입을 완료하고 이률

셜계 및 꽤작에 본격척으로 활용중이며， 기술축적울 위한 설계검중， 시제품제작
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종합기술자립도는 1991 년말 현재 88%로 향상

되었으며， 큰 여건변동이 없는 한

1995년에는 일부 경제성없는 고도 기술분야

를 제외한 95% 정도의 기술자립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천망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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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분야별 가술자립 역혈분답 체제

2.4.10)

구

KEPCO

여。

운

판

2.1

KAERI

KHIC

KOPEC

KNFC

KEPOS

•

핵증기공급계통

(NSSS)

•

。계통 설계

。 기기 설체

•
•

터빈발천기 (T/G)

보조기기 (BOP)
。계통 설계

•

。 기기 설계

핵

여‘-

료

。셜

계

。제

:.:f:.

•

•
•

발전소종합설계

보

•

•

~ι
「

(주} 1. 중수로 핵연료는 KAERl 가 쩨조함.

2. 보조기기는 KHIC 또는 천문 계열업체
3. BOP: NSSS 및 T/G를 제외한 발천소 천겨l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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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자력 발천소별 국산화윷

2.4.11)

(단위:

고 al

구

고리

월성

2
원자로

셜

겨I

설

-

-

-

월생

%)

고리

영팡

울진

영광

3, 4

1. 2

1.2

3.4

2

3.4

-

-

-

50

29

-

-

-

50

37

44

46

75

38

90.0

9.8

18.9

63.1

44

80.0

10.5

30.0

-

94.0

74

60.5

33.2

42.1

-

74.5

70

85. 7

29.4

34.8

40.2

74.0

58

74.8

100

100

100

울진

비

핵연료

-

플래」 트

5

5

17

종합설계

원자로
기

;c..

재

설

비

터

빈

-

-

발천기
보

조

기

기

종

합

원 ;c.t 력

8

12.8

-

-

13.9

-

발전연료

주) 원자력발전연료는

1987 년 중수로 발전연료 성헝가공이 국산화된 이후

1988

년에 경수로 발천연료 제조도 국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운전중인 모든 원천

의 소요량 전량을 국산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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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와 사엽의 연계

1970 년대 후반부터 원자력발천기술과 핵연료기술에 많은 비증을 두고 연구
개발울 추진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원자력발전 사업은 핵심기술의 기술축적이나‘

기술자립을 위한 연구개발과 아무 연계도 없이 외국에서 도입하여 추진되고 있
었다. 더욱이 연구소의 인력이나 예산규모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원자력개발의
거대기술을

국가 재정으로 확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80 년대에 툴어와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자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다. 새
로운 활로를 찾는 첫째 사업으로서 핵연료가공시험시설을 이용하여 월성 1 호기
의 중수로형 핵연료률 국산화하는 연구률 추진하게 되었다.

1982 년 과학기술처

가 신설한 륙정연구개발과제에 이 연구를 반영서격 다른 과제에 앞서 최우선으
호 추진하게 되었고， 이 과제를 롱하여 중수로형 핵연료의 설계 및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1984 년에는 시제품을 생산하여， 노내 및 노외성농시험율 거친 후 1985
년에 웰성 l 호기에 24 캐 핵연료집합혜를 시험 · 장천하였는데，

시험결과는 외국

에서 도입한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소
는 충수로핵연료의 실용화 및 개량연구를 거쳐 최종단계로서 연 10론 규모의 시

험시설 용량을 연

100폰의

1986 년 성공리에 완성하였다.

생산규모로 확장하는

양산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양산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관련 공정설계와 제작

기기를 대부분 국산화함으로써 막대한 버용을 절약한 것은 또하나의 큰 성과였
다.

1986 년 12월 36078 의 핵연료 다발을 한국천력에 공급한데 이어.

1987 년 7 월

부터는 월성 1 호기에 소요되는 연 100론의 핵연료 전량을 공급하고 있다.

중수

로형 핵연료 국산화는 연구소가 원자력연구와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 최초의
사업이며. 원자력발천기술 자립을 위한 대형사업으로 성공한 사엽이다.
한편.

1983 년 전력생산과 판련되는 기관 즉，

(현 한국원자력연구소) .
료주식회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연구소

한국펀력기술추식회사，

한견기공주식회사)

둥의

한국핵연

기관장이

모여

전력그룹협력회를 발촉하여 원자력발천기술 자럽율 이룩하기로 합의하고，

정부

의 지침에 따라 각 기관간의 역할분담을 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축.

1984 년

9월 동력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원자력발전사업 정책협력회와 1985 년 6월 쩨 4차

전력그룹협력회 본회의(사장단 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 기술자립을 위한 역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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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율 확정하였으며， 이러한 업무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천력그룹협력회 실
무위원회(본부장급 회의)로 하여금 매 분기멸 획크삽을 개최하여 문제점율 도출

하고 개선대책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 워크삽은
1985 년 4 훨부터 1992 년까지 총 29차례의 회합을 롱하여 많은 문제점과 개션책율
도출하여 정잭에 반영하였으며， 륙히 원자력기술자들의 상호교류 창구률 마련하
는 동 원자력발천기술 자럽에 기여한 공로는 배우 컸다. 연구소는 천력그룹협력
회 쩍활분답에 따라 밭겨진 경수로형 핵연료 국산화와 발천로 계통 설계기술을
자랍하기 위하여 조직율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경수로형 핵연효 국산화 사업은 1989 년부터 소요되는 교체 핵연료 전량
인 연 200폰씩율 생산 •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1985 년 서톡의

Kraftweek Union

AG(KWU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맺어 1986 년부터 도입기술의 분석에 착수하는 한
편，

1989 년 및 1990년분 핵연료의 예비설계와 최종설계률 그툴과 공동설계 개업

으로 착수하였다. 1989 년 7훨부터는 1991 년 교체핵연료의 최종설계룰 톡자척으

로 수행하고 있으며， 핵연료 관련 연구 22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발전로계롱 셜계사업은 영광 3， 4호기 핵증거공급껴l 몽 (Nuclear Steam Supply

System:NSSS) 공급자로 미국 Combus t ion Engi neer i ng( CE) 사가 결정됨에 따라
CE사로부터 기술도입을 하는 한편，

영광 3 ， 4 호기 설계에 공동셜껴l 개넘으로 참

여하고 있으며， 표준원자력발전소 설계사업울 통하여 원자력밥전 셜계기술율 표
준화하여 올진 3 ， 4호기의

발전로계통 설계에는 연구소가 주도한다는 계획으로

이의 설계사업율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표률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영황 3 ， 4호기 공동설계탑을 변성하
여

1988 년까지 CE사 현지에서

최총설계를 l 수행하고 있으며，
CE사 현지에서 하고，

예비설계를 완료하고，

1989 년부터는 연구소에서

기술전수텀은 전수기술을 분석 • 소화하는 일을

원자력발천소 표준화팀은 표준 기본설계률 거의 마무리하

여 울진 3.4 호기 설계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버하고 있다.

초연구로 시작된 AUC 공정에

또한 1979 년부터 기

의한 우라늄변환 기술개발사업은

실증시설 둥악 단계를 거쳐 국산화 가술을 확립하고，

파일롯 플랜트，

1988 년에는 연 200톤 큐모

의 생산공장율 완성해 월성 l 호기 중수로형 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U02 분말율 천
량 공급하게 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80 년대에 들어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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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사업

추진.

인력과 연구

개발 루자의 국내척 제한요건을 감안하여 원자력연구와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기술자럽의

연계하여

주역율 탑당하고 있다.

1980년대에눈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중수로핵연료 국산화
및 경수로핵연료 국산화률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980 년대 후반부터는 원자로기
술 개발분야의 연구비 투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척 관심

사로 대두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확보률 위한 원자력안천성 연구분야의
연구개발비 투자도 푸준히 계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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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원자력 기술개발 체제

가. 원자력행쩡체제

한국의 원자력개발은 IAEA 가 발혹한 1957 년에 IAEA에 가입하고 1959 년 원
자력원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1967 년 4월 정부기구로 과학기술처가 발촉됨

에 따라 웬자력은 과기처의 원자력국으로 통합 • 개면되었다. 과학기술처는 과학
기술행청의 종합조정기관이며 또한 원자력의 개발 • 이용과 원자력의 안천큐제행
정율 관장하고 있다. 또 정부의 중앙기구인 동력자원부에 전력국이 있어 원자력

발천개발의 기본계획 입안. 원자력발천소의 건설과 운영관리를 감톡하고 있다.
1986 년 5월 원자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위원회가 국무총리 칙숙으로 개

편되고 위원장은 부총러로. 위원은 장환급으로 격상되었다. 외원수는 5 언 이상
7 언 이하로 하고.

관，

당연작 위원으로 부총리률 포함하여 동자부 장관，

한전 사장으로 하였으며.

과기쳐 장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

게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에 란한 종요사항융 심의 · 의

결하며. 그 기농은 원자력 야용정책，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초청 및 경
비의 추정분배，

핵연료 물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기타 원자력에 관

한 주요사항 둥에 관련된 것어다.

우리나라 원자력관련 조직의 기농 및 륙징은 첫째， 원자력의 이용 개발 및 퓨
제에 관한 사항율 과학기술쳐가 책임율 까지고 수행하며，

공급계획은 동력차원부가 수럽 · 설행하고 둘째，

천원개발계획과 헌력

원자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그

출자회사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사，

한전기공주식회사 둥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천력그룹협력회를 구성하여 주

도하고 있으며

셋째.

한국핵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

원자력안천규제는 과학기술처에 책임이

있으나 천문적인

기술울 필요로 하므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입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것율

둘수 있다.
현재의 원자력행정체제는 원자력법상 지난 1986 년 국무총리 소솜으로 격상된

원자력위원회에서 국가원자력정책을 총괄하며，
동력자원부에서，

원자력발전사업의 관리 · 감톡은

원자력안전규제와 이용개발은 과학기술처에서 주관하는 둥 정

부조직상 이원화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원자력환경은 국내 전력수요의

178

증가로 발천용 원자로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원자력기술의 향상으로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의 급증， 원자력의 이용확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누적량
증가 및 원자력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기농의 강화로 핵비확산초약빛 안전조치
규정 동에 대한 원자력협력 확대 동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나 원자력행정

조직은 계속 축소 · 조정되어 이에 척합한 새로운 대웅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술도입 상태하에서 제정되고 그간 10차의 개정을 통합 · 운용되고 있

는 현행의 원자혁법율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법령의

정비와 아울러，

원자력정책율 심의 · 결정하는 원자력위원회를 보다 효과척으로 운영해 나칼 수
있는 활성화.방안이 체계척으로 마련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

원자력위원회

천문

동력자원부

위원회

과학기술처

·원자력발천

· 원자력 이용개발

사엽관리

· 원자력 안천규제

(그림 2.4.5) 우러나라의 원자력 정책결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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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 행정초직의 변천

우리나라의‘ 원자력 행정조직은 1960년대 중반까지의 원자력원 시대와 1970
년대 중반까지의 원자력청 중심체제， 그러고 이후에는 과학기술처를 모쳐l 호 하
여 조직체제를 확장시켜 왔다. 원자력사업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원자력 행정
조직의 변천율 요약하면 (표 2.4.12) 과 같다.

(표

원자력 행정체제의 변펀

2.4.12)

구분

1960

년대

1970

1980 년대

년대

원자력

· 연구인력 :3 ， 500 명

사업

• 개발사업버 :3조원

환경

· 연구인력: 183 명

· 동위원소이용 :633 기관

• 개발사업버 :3.2 억원

. 연구용원자로 :3 기

· 연구인력 :56 명

. 동위원소이용 :6471 관 • 발전용원자로 :9 기

• 개발사업비 :0.5 억원

. 연구용원자로: 1 기

(국내전력의 5~ 충당)

. 연구용원자로: 1 기

· 발전용원자로: 1 기

• 원자력협력협정 :15 건

1959

1973

1967

1983

급

원

무
국

행

혀， 이π

원

자
원

원
조

꽤정직

과학기술처

원자력푹

원자력청

원자력개발국

안천심사관

(차관급)

원자력안전국

1978 동력자원부 천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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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년대 후반의

원자력

태동거에

신설)를 중섬으로 운영하였으며，

있어서는 ;문쿄부 산하의

원자력과 0956.

1960 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대통령 산하의

원자력원을 근간으로 하여 원자력위원회 빛 연구기란 동의 하부구조가 세분화된
초직체계률 이루었다.

대

통

령

원자력원

원자력위원회

기획관리실

법무관
원자력연구소

연구조직

( ’ 59. 1)

-

방사선의학연구소

사무국

('63. 12)

-

방사선농업연구소

( ’ 66. 11)

총무과

관

조사진흥국

리

과

시

설

과

(자료) 원자력발천 장기추진방향의 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에너지연구소，1986.9
(그립 2.4.5) 1960년대 충반의 원자력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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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대뽕명 직송의 원자력원 중심쳐i 제에서 과학기술처 0967.4 신설) 산하의

원자력청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실질척으로 원자력 주요기관이 격하윈

것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처
원자력위원회

( 위휩장 : 과기쳐 장관.
부위원장: 원자력 청장)

(’ 67.4 신셜)
원

자

력

정

연구조직

기획관리실
‘

원자력연구소

행정관리탑당관
방사션의학연구소
법

-I「
1

관

('68. 2

압병원셜치

)

사무국

방사선농학연구소
공

보

총무과

실

초생과

기술협력과

원자력발건과

시설과

(자료) 원자력발천 장기추진방향의 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에너지연구소， 1986.9

(그립 2.4.. 6) 1970년대 초반(1967 - 1972) 까지의 원자력행정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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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년대 중반에는 과학기술처 산하의 원자력국에서 원자력 관련 기술 및 안
천규제를 종합척으로 관리하였으며，

1970 년대 후반에 들어와셔는 원자력개발국

과 원자력안천국으로 분리하여 각 분야의 업무룰 수행하였다. 이후부터 1980년
대 충반까지는 국재협력，

연구개발，

원자력정책，

안천큐져l 분야를 구분하여 ;더

욱 체계척인 조칙을 갖추게 되었다.

과학기술처

원자력위원회

차

관
{안천큐;

안천심사관

{

'--

기술정책실

연구개발조정실

국채협력답당관

동력자원탐당관

원자력국

해외협 i

주재관

원자력정책과

원자력개발과

원자로과

방사선과

(자료) 왼자력발전 장기추진방향의 정칩을 위한 연구， 한국에너지연구소.1986.9

(그럼

2.4.7)

1980년대 중반(1985. 8) 의 원자력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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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대 중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오는 원자력의 주요 행정처l
째는 (그립 2:4.8) 과 같다.

r---

여|산실

L 투자심사국
원자력실

과학기술처

-E원자력챙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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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2.4.8) 최근 우리나라의 원자력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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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규제조직의

변천

우러나라에서의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은 자체 연구사업에서

는 패반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국한되어

시작되었으며.

발생될 수 있

(표 2.4.13) 및

(그림

2.4.9) 에서와 같이 조직과 기농아 변펀되었다.

(표

원차력 안전큐제 조직의 변천

2.4.13)

년

도

1959 - 1967

1967 - 1973

1973 - 1981

소속

원자력원 소속의

원자력청 소속의

과학기술처

기관 및

- 원자력연구소

- 원자력발천과

원자력국 소속의

답당초직

- 보건물리연구실

-

과

- 원자력안천국

규

제

방사션 장해방지

사

항

l 정부조직

(자체사업)

}_._._.._._.._.._..- …

.a‘~

성

원자력큐져l 기반의조성

방사선 방호

방사션장해 방지

원자로 안전규제

".,.

국무총리

원자력 위원회

천문위원회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안천심사실

전문조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그립

2.4.9)

최근의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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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추재관

원자력위원회

3)

변천

원자력이용 빛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율 심의 · 의결하는 기구인 원자력위

원회는 군사혁명 및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는
둥 많은 체질 변화률 겪어 왔다.

현재의 원자력휘원회가 었기까지률 살펴보면

다읍과 같다.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법에 의해 원자력위원회가 대통령 직숙으로 1958 년애
설치되었으며， 이는 설철척인 과학행정의 정책의결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 명으로 구성하되， 이중 적어도 3명의 과학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함을 규정하였
다.

1963 년에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원자력위원회의 직처l 도 변동되었다.

축， 위

원은 5 인이상 7 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2 명율 상암으로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과학기술자
이어야 하고 상압위원온 3 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게 되었다. 1967년에 과학기술

처의 발축으로 원자력위원회의 얼질적인 척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학기술처
의 창설은 원자력행정기구률 상대척으로 축소시켜 준 결과가 되었는 바， 대통령
직숙이번 원자력원이 과학기술쳐

장판 아래의 외챙인 원자력청으로 개편되었고

원자력위원회도 과학기술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원자력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함으

로써 실질척 격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1973 년대 원자력청이 없어지고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민영화된 이 시기는 가장
약화된 기간이었다.

1973년 l 훨 재정된 원자력법에 의해 원자력위원회는 7 인 이

상 9 인 이내로 충원되었으나， 과학기술처 장관이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처 차란이

부위장이 되고 한국원자력연구 소장이 위원이 됨으로써 원자력위원회는 실쩨척
으로 과학기술처의 부설가구로 약화된 결과률 초래하였다. 원자력위원회의 기능
이 약화됨에 따라 회악도 때년 18회 정도가 개최되댄 것이 1973 년과 1974 년에는

3회씩 개최되었고. 1975 년. 1976 년. 1977 년에는 I 회썩 개최되었다.

1986년에 원자력법의 개정에 따라 원자력위원회의 지위 격상이 이루어지게 되
었다.

원자력위원회의 구성과 요건이 각 부처간 원자력사업을 조정하기에는

미홉하고

관계부처 정책 및 행청기능 상호칸의 연계 및 협조미홉으로 부처별 사업계획간

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동얼 사업에 대한 주판부처의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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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생 사업에

대한 소관부처의 책임 불명확 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자력 종합정책척
측면율 고려하여 현재의 원자력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86 년 5월 12 일에 공포된

원자력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처 소속이었먼 원자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율 과학기술처 장관에서 부총리로， 위원율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
고， 위원수를 7 언 이상 9 인 이하에서 5 인 이상 7 인 이하로 소수정예화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부총리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처 장관， 동력자원부 장관.

한국천

력공사 사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부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입명하는 자로

하였다.

장판.

현재 원자력와원회 위원은 경제기획원 장관，

외무부 장관，

경제수석비서관.

상공부 장관，

과학기술처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위원회는 다읍 사항올 심의 · 의결하는 기농을 갖고 있다.
。

원자력이용의 정책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 · 초청

。

관계기관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

핵연료불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판한 사항

。

원자력이용에 수반하는 장해방어에 환한 사항

。

원자력이용에 란한 시험 · 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 · 기술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방사성강하물의 장해방어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 222차 원자력위원회(1 989.
되었는 바，

7) 에서 원자력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셜치가 의결

원자력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조사，

자문，

심의률 북척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위원중 부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였고.

위원은

정부기완， 학계， 연구계， 산업계. 관련기관 둥에서 15-20명 법와내의 천문가 및
중진인사로 션정하고 임기는 연임가능한 2 년으로 하였다. 원자력위원회

전문위

원회의 설치는 원자력이 갖고 있는 특수성， 복합성， 고도의 전문성 및 거대산업
분야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힐 필요성이 있으며， 원
자력안전성 확보에 대한 범국민척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객관척 입장의 천분가 참
여로 원자력 행정의

신뢰생 확보를 롱한 의사결정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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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추구한다는

묶척율 갖고 있다.

현재 셜치 의결된 전문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및 원

자력이용개발천문위원회이며 그!기능은 다음과 같다.

- 원자혁안천전문위원회는 원자력안천규제 정책， 원자력볍상 주요인허가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방사성강하물 및 환경방사션 방어대책， 방사선 장해
방어 동을 조사. 차문. 심의하며，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 원자력이용
개발 정잭， 원자력국민이해 추진대책， 원자력 국쩨협력 둥의 주요 사항율

조사 · 자문 · 심의한다.

- 원자력뀌원회 철문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1984 년 8월에 설랍된 이용개발천
문 위원회 및 방사성폐기불란리 륙별대책위원회와 과학기술쳐 장관의 자문
기구로 1988 년 2월에 구성되어 잠정 설치 • 운영되어 오헌 방사생폐기물완

리자문위원회가 혜지되는 반면. 1982 년 6월 원자력안전센터 소장의 자문가
구로 설치되어 원자혁안전심사 및 검사 사항을 심의해 온 원자력안천심의

회는 계속 운영될 것이다.

나. 원자력이용개발 쩨쩨

쳐~2차 세계대천 이후 세계척인 명화무드와 함께 원자력율 평화척으로 이용

하자는 여론이 형성됩에 따라 1953 년 12월 UN 총회혜서 미국 아이젠하워
의 ·‘형화률 위한 원자력”이 제안되었고.

쭉되었다.

대통령

1957 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 AEA) 가 발

이률 계기로 그때까지는 원자력선진국률의

전유물이었먼

원자력발천

및 방사성동위원소 (HI) 이용 둥 소위 명화척 이용분야가 후진국가들에게까지

개

방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세계척 조류에 따라 우리나라도 원자력 명화척 이용에 참여하계 되
었다.

륙. 1956 년 문교부에 원자력과률 산셜하고，

고 해에미국과 ‘·원자력의 비

군사척 이용에 관한 한 · 미 원자력썽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 및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어 1957 년에는 국처l 원자력기구의 회원국으로 가
입하였고.

1959 년에 원자력 엽무를 천담하는 대통령 직숙의 정부기구로서 원자

력원이 설치되었으며， 그 산하에 원자력 연구개발을 탐당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
가 발혹되 었다.

1962 년에는 한 · 미 · 협 력 에 의 한 혈출력 100kW의 TRIGA Mark- 표

연구로와 이에 부수된 연구시설들이 완공되어 마침내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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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툴이 마련되었는데， 그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인원은 100 명 마반이었다.
1963년에는 현재의 원자력병원의 천신이라 힐 수 있는 방사선의학연구소가 발
혹되었으며，

구소의

1966년에는 방사선농학연구소가 뀔럽되었다.

그러고 한국원자력연

연구활동 활성화에 따라 국내 대학에서의 기초연구도 활성화되었으며，

연구로 빛 실종시셜 풍의 공동이용으로 대학과의 연계룰 더욱 두렵게 해 나아갔
다. 이와 갈이 연구 활성화에 따라 기존 연구로의 용량 부혹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1969 년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진 차력으로
250kW 로 증강하는데 성공하였다.

의

연구로인

20만kW 출력와

TRIGA

Mark- 표 연구로의 출력율

이때에 축척한 기술은 1972 년에 완공펀 두번째

TRIGA

Mark- 표

를 건설할 때 국내 기술 참여율율

65%로 높이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1970 년대에는 마침내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천소가 건설되는 둥 대형 원자력사
업툴이 시작된 시기로서

기관이었던

원자력

원자핵연구소.

연구개발의

방사선의학연구소

민영의 륙수법인인 한국원자력연구소로

자율화률 기하게 되었다.
행하는 한편，

중요성이

빛

제고되었다.

한편，

방사선농학연구소률

정부

통합하여

재연 · 재발혹 시킴으로써 연구소:운영의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종천의

연구업무률 수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술개발에도 주력하게 되었으며，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을 천답하기 위해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1976 년에는

대덕연구단지내에

설립되게 되었다.

1981 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개벌공단은 한국에너지연구소로 다시
롱합 · 발축하였으며. 1982 년에는 그 산하에 원자혁안천센터가 신설되었다. 새로
신셜된 원자력안천엔터는 과학기술처의 안천규제 우l 탁업무인 안전심사와 검사률
탐당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안천기준 개발율 수행하게 되었다.

원자력전문

연구기관으로의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종전의 기초연구 위주의 소규모 체제로부터
원자력발천기술 관련 대형프로젝트룰 수행힐 수 있는 체제로 대폭 확대하였다.
원자력산업체 가운데 유일한 천력사엽체이며 국영기업체로 한국천력공사가 있

다. 한천은 양질의 쳐렴한 전력을 안정척으로 공급하는 본래의 목표 외에 원천

의 AlE ,

기자재 국산화 동 원자력산업계를 육성 ·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선도척

역할을 답당하고 있다. 즉，

한전은 원천의 계획과 건설，

운전을 총괄하고 있율

뿐 아니라 륙히 주요기기의 수입선과 해외의 AlE사에 대하여 국산화와 기술이전
의 의무조항을 계약얘 명시하여 원전기술의 자럽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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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핵연료주기기술의 확럽，

핵연료국산화，

방사성폐기물완리

에 대한 기술채발， 원자력계통의 설계， 다북적연구용 원자로의 설계와 건조， 원

자력안전성

연구，

방사션이용기술 개발.

기타 기초연구 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수로형핵연료의 생산도 맡고 있다. 그러고 원자력발천소의 설계와 엔

지나어렁율 답당하는 한국전력기술주식확사는 1981 년에 한천

96.2% , 한국원자력

연구소 3.8%의 출자로 설립되어 AlE분야룰 천답하고 있다.
또 한천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출자한 기업체로 한국핵연료주식회사가 있

다.

이 회사는 1988년부터 연산 200본의 경수로용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

으로 한국원착력연구소의 중수로 핵연료 생산분야률 통합하게 된다.

그러고 원

자력 기자재 제작회사로는 한국중공업주식회사가 원자로 • 터빈발전기 및 보조기
기 풍 발천설비의 체작과 시공올 담당하고 있으며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율 받고 있다.

100%

출자한 발전소 보수

접검 천문업체로서 원전의 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원자력발천

소와 핵연료주기시설의
다.

한전기공주식회사는 한전이

안전심사와 겹사률 천담하는 한국원자력안천기술원이

한국원자력연구소산하의

대폭 강화되었다.

원자력안천센터를

분리 • 톱립시키면서

그

있

가능어

그랴고 시공업체로는 현대건설(주)과 동아건설산엽(주)이 일

찍부터 원전건설에 참여하여 경험과 실적을 썰고 있다.
최근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와 환련 원자력발전소 가동

안전성 연구를 비롯하여 설계안전. 환경안천 동 원자력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전자공학，

계측제어，

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한편.

이론물려 동 원자력기술의 밭바

액체급숙원자로，

형안전로 동 산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도 착수하게 되었다.

륙히，

핵융합로，

신

신형안천로는

최근 미국과 소련의 원자력 사고로 인해 원자력 선진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
으며 미국의 Westin방louse사는 이미 개념설계를 완료하여 NRC어l 인

· 허가를 신

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북
내 원자력 유관기관과 신형안전로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

소는 과기처 륙정연구 사업으로 국내에서의 신형안전로 건설에 따른 사전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션에 필연적으호 따르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환련하여

1995

년까지 중 · 저준위 폐기불 영구처분장을 건설한다는 북표에 따라 방사성폐기불

190

의 쳐리 ·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7 년까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 완공 목표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와 관련된 연구도 한국원자력연구
소률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방사선이용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원자력연구

소의 연구용 원자로와 Co-60 감마선조사시설， 전자가속기 동율 이용한 방사선화

학연구와 방사선농학연구 퉁이 수행되고 있어 고분자재료의 성질 개량，

의료제

품의 방사션멸균， 농수산물의 장꺼저장법.방사선육종 동의 연구개발을 통해 산
업척 실용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비파괴검사， 공정자동져l 어，

성질환의 진단치료· 및 기초연구 동을 위해 현재 연구용 원자로률 이용한 약
종의;밤사성동위원소와 표지화합물을 생산제조하여

악

20

국내산업 및 의료계에 공급

하고있다.

그러나

현재

Mark- m 연구용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TRIGA

Mark- 표및

TRIGA

원자로로서는 이용에 한계가 있어 1994 년 가동을 북표로 열출력

3 만kW급의 다목척 연구용 원자로 (KMRR) 의 설계 · 건조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기
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건조되는 이 다목적 연구로가 가동되면 핵연료 및 노
재료 시험，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산，

중성자불리시험 동에 활용되며，

륙히 원자

력발천 기술자립을 위한 각종 공학적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지대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 · 개발의 역사는 짧으나 연구단계에서 실용화로 급속
도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전문연구기관 뿐 아니라 국내의 원자력 관련기관들

이 모두 원자력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초 및 웅용연구도 연구소와 국

내의 대학간에 협동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다. 중 · 장기 연구개발계획

그동안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원전건설

기술자립을 생공적으로 탈성하고

2001 년까지 원자력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원자

력관련 기관율 중심으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1 992

- 2001) 올 작성하여

1992 년 6월 제 230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부총리)의 의결을 거쳐 동 계획을 확

정함으로써 앞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연구개발을 과거와는 달랴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 · 장기계획은 2000년대 원자력션진국 도
약을 위한 새로운 원자로형의 개발， 에너지의 안정척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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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기술개발. 원전건설 기술자럽의 탈성 및 자랩기술의 꾀도화， 원전안천성 ; 경

제성 향상을 위한 원천운영 기술의 개발 동 원자력

전분야에 걸쳐 종합척이고

쳐l 계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계획은 2000 년대 원자력기술의 션진국 진입올 위한 전략척 기술개발 과제로 기

존 원전의 기술자럽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능력을 총집결하고 부쭉기술은
국제공동연구 수행울 통해 보완함으로써 독자척 기술채발 능력을 확보하여 원자

력기술의 국제 경쟁력 향상은 물론， 나아가셔는 원자력기술의 수출기반을 조성
한다는 북표하에 추진하는 1990 년대 최대역점 기술개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 빛 과제멸 추진주체는 정부주도 연구분야와 산업혜 주도 연구분
야로 대멸할 수 있다. 산업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 및 기반기술 분야는 정
부주도 과페로 구분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및 대학부셜 연구기관이 관

련산업채의 협조를 롱해 연구개발율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인력은 학계.

국책연구소 및 산업체의 원자력관련 인력으로 구성되는 데 원자력분야는 그 륙

성상 정밀기계.

신소재，

전자，

핵공학. '7.t동제어. 셜계가술 풍 많은 분야의 최

선 과학기술이 북합되어 있어 핵공학 전문인력은 불론 타분야의 연구개발 얀력
의 척극 활용이 필요하다.
현채 원자력설비의 설계， 쳐1 작，

건설. 운전. 보수와 방사성동위원소률 이용하

는 기권 둥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관계 종사자 수는 약 15.000 명이며， 이
중 35%인 5.500 명이 원자력산업의 선도척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천문인력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은 우리나라 총 연구인력의 약

8.5%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연구

인력의 지속척인 증가에 힘입어 2001 년에 13 ， 000 명.

2006 년에는 14.000 명.

2016

년에는 15.000 여명에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 분야별 연구개발 방향

가) 원자로 기술분야

원자로 기술개발은 기존 원자로 개량화， 차세대원자로와 액체금속원자로
기술개발로 구분하여?추진한다. 기존원자로의 개량화로서 우선 기폰경수로의 개
량화는 2006년 。i 천에 준공된 원전을 대상으로 점전척 개량화를 추진하는 한연.

192

울진 3 ， 4 호기를 참조발천소 (ref~rence pl~nt) 로 하여

미국전력연구소 (EPRI) 설

계요건을 수용한 신설계 개념 및 큐제요건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존중
수로의 개량화는 월성 2, 3.

4 호기까지는 기존의 훨성 1 호기를 참조로 하여 산

기술 및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건설하고.

그 야후의 발전소에 대하여는 개량형중

수로 개발방향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량화률 추진하는 것아다.
차세대원자로 개발은 차세대원자로를 독자척으로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기술자

립달성 및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원자로 기술개발 현황 및 륙성(안전성.

차세대원자로의 개발로형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1994 년말까지 해외의 차세
경제성.

운전성 동)을 명가 · 분석하여

1997 년까지는 차세대원자로에 필요한 핵

섭요소기술을 개발하여 차세대원자로의 개념설겨l 및 기본설계률 개발하며， 2001
년까지 표춘상세설계 (FOAKE) 및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발힐 계획이다.
액처l 금숙원자로의 개발은 국가차원에서 자체개발과 국제공동연구률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인데，

90 년대는 기반기술 및 핵심요소기술을 중점척으로 개발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1 년까지는 15 만kWe급 액체금속원자로의 실중로를 건설

· 운영하며， 2025 년 이후 상용원자로를 개발하여 건설하는 것이다.

나) 원자력발전연료주기 기술분야

원자력발천연료주기 기술분야논 해당 원자로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추진
한다는 개념율 채택하고 있다.
기줌 연환 및 설계，

원자력발전연료 분야의 현 기술수준은 선행핵주

쩨초기술은 이미 자럽단계에 툴어섰으나，

연료설계

개량，

경 · 충수로 연계연료 개발 및 액체금속원자로용 연료개발과 후행핵주기 기술개
발이 앞으로 중점척으로 추진되어야 힐 분야이다.

경수로용 개량발천연료 개발연구는 1996 년까지는 개량소결쳐l 개발.

유통혼합

창치 개발 동을 포함하여 45 ， UOOMWD/MTU 정도와 고연소도 원자력발전연료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01 년까지 산소재 피북관 개발.
독불질합유 소결처l 개발，

가연성

저누설중성자 반사체 개발 동을 포함한 초고연소도 원

자력발전연료 (50 ， 000MWDI싸U) 를 개발하여

연료주기 비용을 절감하고，

원자력발

천연료 안전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경 · 중수로 연계연료주기 기술개발 연구는 기존의 한국-카나다 국제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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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율 통하여 경수로에 사용된 연료를 중수로에 재사용하는 경 · 충수로 연계연

료주거의 기술확립율 목표로 1993 년까지 .종수로 발천연료에 대한 기술개발 방안

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 미국， 카나다 3국간의 국제 공동연구률 롱
해 1997 년까지는 기반기술을 개발혈 계획이다.
미래형 원자력발천연료인 액체금속원자로용 발전연료 개발은 액체금숙원자로

의 설중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타베야스 확보. 재료륙성연구，

1997 년까지 원자력발천연료 데이

제조공정관련 기술연구 및 기타 원자력발천연료

개발 타당성 검토 풍의 기초연구룰 수행하고.

2002 년까지는 설계 및 제조에 대

한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우라늄자원의 이용률 중대 및 원자력 에너지의 준국산

화를 탈생하깨 될 것이다.

다) 방사생폐기물관리 분야

방사생폐기물완리 기술개발은 방사성폐기 처분기술，

사용후연료 관리기

술 및 방사성폐기물처리 기반기술 개발훌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생혜기물처분 기술개발은 1996 년까지 저춘위폐기물처분 기본기술을 정립

하기 위한 저준위처분 안전성명가 기술개발. 환경감시 처분장 셜계개발. 고준우l
처분 깨넘연구률 수행할 예청이다.

2001 년까지 저준위폐기물처분장 운영기솔개

발과 고준위폐기불 안천성 명가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용후연료 관리 기술

개발은 1996 년까지 충수로형 사용후연료 수송용기 개발 및 습식 저장기술을 개
발하며. 2001 년까지 대형 사용후연료 수송용기 개발，

장기저장(컨식) 기술개발

및 사용후연료의‘ 원격취급 기반기술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리

기술개발은 1996 년까지 소각 둥 부피축소 기반기술， 제염 · 북구 거반기술율 포

함한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2001 년까지 저준위혜기불 처러 기반기술. 연구로 해
체 및 초우라늄 혜기불처리 기술을 재발할 예정이다.

라) 원자력안천 분야

원자력안전 분야는 원자력 안전성 향상연구.
자력 안천규제 기술개발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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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 안천연구 및 원

원자력 안정성 향상연구는 1996년까지 설계기준 사고 분석을 위한 최적 명가
코드체계 개발.

고.

중대사고 명가기술 개발.

확률론적

안전성

명가기술율 개발하

노 · 내외 시험장치를 설치하여 중대사고 현상의 개별척인 시험을 수행，

안

전성 평가기술을 입증한다. 그러고 2001 년까지 안전성명가 전산체제 개발， 중대

사고 방지방안 명가 둥 사고 관리 기술을 확립함 예정이다.

이후 액체금숙원자

로에 대한 안전성명가 기술확보와 종대사고 관련 종합시협

기술확보를 통하여

미래 원전의 안전성율 추구할 예정이다.

방사선환경 안천연구는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 검중. 푹내고유 환경륙성평가，
개인 방사선량 명가，

년까지 개발하고，

석.

방사선의 생쳐l 영향 명가기법 동을 포합한 요소기술을 1996

원전사고시 환경영향 명가기술 개발.

환경선량 고유인자 분

원자력시설 및 폐기물처분장 주변의 환경감사 기술둥을 개발하여 2001 년까

지는 방사선 환경관리 및 감시기술의 선진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큐제 기술개발은 2000 년대 원자력 안전큐제 기술의 선진화라는 목

표로 국내 고유의 기술기준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1996 년까지 안건규제 기술의 개발，

방사농 방재체제 개선 및 방호목표 설정，

방샤성펴l 기불 안전관리 쳐1 제확립 및 원자력시설별 안전뮤제 제도룰 정립할 계획
이다. 또한，

안전규제가술의 션진화를 탈성하기 위해 차세대원자로 심사겨술 개

발， 원전 수명연장 언 · 허가지침 개발，

방사선 방효처l 계 확립， 사용후연료 저장

시설의 규제기술개발 및 원자력 안전성 확보률 위한 정책수립을 2001 년까지 완
료혈 계획으로 있다.

마) 원자력 기 반기술 분야

원자력 기반기술 분야에는 원전사업을 위한 신소재기술，

기술，

인간공학 척용기술 및 첨단 로보트 기반기술의

개발이

첨단 계측쩨어

포함되며.

또한

미래의 원자력 산업발전율 위한 레이저기술. 동위원소 분리 빛 추출에 이용되는
원자분광기술.

장수명핵종 소멸처리 기술의 개발과 중형 토카막 (KAERIT- 표)의

개발을 통한 핵융합 기반기술 연구가 추잔될 계획이다.
원자력 신소재 개발은 고온 초전도재료 개발，

감손우라늄 활용기술 개발. 원

자력산업용 요업재료 개발 동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2001 년까지는 수명연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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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대응 원자로재료 개발，

중성자조사 효과에 의한 물성멍가，

미래형 에너

지째료 개발 및 신소재 피북관재료률 개발할 예정이다.

첩단계측져l 어 기술개발은 원천의 안천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계훔제어 기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자동화 신기술언 센서루프 건전성 감시기술， 져l 어 신기술
둥을 개발할 계획이며. 2001 년까지는 지능형 체어기술을 개발하여 지능형 감사

및 제어지술. 센서웅용기술의 기반확보를 달성힐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공학 기술개발은 인척오류 분석 및 명가기법 연구를 통하여 인척 오류에
대한 인간공학척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2001 년까지는 인척오류 대용체계 개발，

검증실험실의 운영으로 인적오류 저감과 발전정지율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원자력 산업용 로보트 개발온 다기능 · 다지농 로보트 개발을 목표로 하여 첨
단로보트 요소기술인 센서기술.
년까지는 다기능 손，

정보처리기술，

인공지눔 기술，

분산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영상처리 기술，

2001

힘제어 조작기술 둥을 웅

용한 로보트률 개발하여 원자력시설의 유지보수 빛 감시 점캄작업의 자동화 · 무

인화훌 탈성하여，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작엽차를 보호하고 쳐l 염，

원자로 해체

둥에 활용할 계획이다.

레이저 기술개발은 고출력 레이져 개발 및 웅용기술 정립을 묵표로 추진하며.
레이저 제작기술율 확럽하고 정벌계측 웅용기술을 확립하여 원자력발천연료 소
결체 및 피북환 자동겁사，

냉각수 유속，

온도측정，

비피괴검사 동에 웅용될 것

이며.

2001 년까지는 개량형 원자력발전연료 지지격자 용접.

용접，

고내식성 표변쳐리를 위한 가공，

증기발생기 전혈관

표면처리의 웅용기술을 확립할 계획이

다.

원자분광 기술개발은 고분해농 원자분광기술과 고감도 분석기술율 확립， 극미

량 분석을 통한 원전주변 오염감시에 활용하고. 2001 년까지는 원자로 제어용 소
재개발

(Gd. B).

수질관리용 리륨(Li ) 개발， 원자력발천연료 피북관용 소채인 ~I

르코늄 (Zr) 개발.

펴l 가물의 장수명 핵종분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원천주변

의 방사능감사 및 ‘환경오염 조기방지에 활용하고. 플라즈마 진단기술을 확럽하
여 핵융합 연구개발에 활용힐 예정이다.

장수명핵종 소멸처러 기술개발은 群分離공정개발，
급) 개발을 완료하고 .2001 년까지

중이온 (ion) 가속기 (lOOKeV

장수영핵종 운리기술개발.

10KeV급 양자까휴

기 건조기술을 개발하여 방샤성혜기물의 처분후 관리기간의 획기척인 단축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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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이용기술약 다양화를 이룩힐 계획이다.

핵융합로 연구는 미래의 궁극척인 에녀지원의 확보수단으로서 지숙적인 핵융
합 기초연구가 필요하며.

1996 년까지 소형 토카막 실험，

중형 토카막 셜계.

라즈마 제어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01 년까지는 중형 토카막 건조，

플

대출력 고

주파 천원을 재발하여 플라즈마 가얼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중수로 개량 국제공동연구 및 기반기술 개발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개량형
가합중수로

신기술

개발

노형개념

제시와

중수로형

개량연료( CANFLEX: CANDU

FLEXIBLE) 기술개발을 북표로 하여 중수로 설계개선 방향 명가 및 중수로L 형 개
량연료 상세 셜계기술율

1996 년까지

개발하고，

1998 년까지는

원자로 개량기술

개발 및 중수로형 개량연료 기술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바)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방사션/방사성동위원소
션장해，

암의 발생원인，

이용연구 분야

이용연구 분야는 방사선피폭에 의한 인체의 방사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의 이용기술을 위한 연구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인체의

방사선장해.

암의 발생원인，

폭에 의한 손상과 감수성 검색.

발암작용，

사법의 수립 풍 기반기술을 조성하고.
술의 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진단 빛 치료연구는 1995 년까저

암유전자 및 화학면역요법에

2001 년까지는 방사선장해에

의학적 이용기술을 확대하여

방사선피

관한 검

대한 방어기

암의 ‘ 원인규명，

진

단 빚 치료에 대한 관련기술율 개발힐 계획으로 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연구는 1996 년까지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기

술을 확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71 술이 개발되면
환경보존，

의료용품，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식량자원의 확충 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 원전건설 기술개발 분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천력난올 해소하기 위하여 1992 년부터 2006 년까
지 원자력발전소 18 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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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주공급과 에너지 안

보혹면에서 원천건설 기술개발은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할 3 과제이다.
원전건설 개술개발은 1995 년까져 영팡 3 ， 4호기와 통일한 원천의 북제건셜 능
력 9 5% 달성울 목표로 사엽관리기술.
작，

계통설계，

원자로 셜버 및 터빈발전기

원자력발전연료 셜계와 제작 동을 기술자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원전건설

기술고도화률 용한 원천의 자력설계

제

2001 년까지

건설로 원자력에녀지의

준국산화

를 달성하는데 있다.

원전산업 기술기준은 1994 년까지 가계，
분야의 핵심기술 기준율 개발하고，

천기， 토건，

화재방호 및 가동중검사

2001 년까지는 원전의 핵심기술 기준을 유지

· 보완하고， 얼반산업의 기술기준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완천내진 기술개발은， 주요 회천기기의 전동륙성 및 구조물의 영향명가 기술
개발 동 구조불의 진동 및 내진명가 기술율 확보하고， 2001 년까지는 진동 및 내

진명가 기술척용율 위한 연구로서 국내 지진위험도 평가， 진동저감 기술개발 및
시스템 개발 척용.

지진 발생시

안전도 분석기술 동을 개발하여 내진구초물의

건천성명가 기술자럽으로 경제성 및 안전성율 제고하게 될 것이다.
원천 온배수 영향명가 기술개발은 1996 년까지 온배수영향평가 기술개발율 위

한 온배수확산 예축모텔 개발， 원천의 취배수 방식개선 및 해안구조물 배치연구

를 통한 온배수영향‘저감대책 수힘을 추진하고. 2001 년까지 온배수 환경영향명
까 기술자립율 위해 확산 예측모벨의 실용성 향상. 관측 및 검정기술의 고도화.

냉각수 취배수 구초 및 해안구조물의 설계기술 자립. 환경영향형가 및 관러기술
개발을 북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 원전운용 기술 분야

원전운영 기술온 원천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개선을 통해 원천이 안전성

율 확보하여 경제생을 추구하는데 북척을 두고.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결과 및

축척된 기술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추진한다.

원천안전성 향상 기술개발은 1996년까지 안천분석 기술의 활용체계률 구축하
고， 가통중 완천의 안전성명가 및 척용연구， 신기술의 개발 동율 용해 2001 년까

지 종합척인 안전생확보 체제를 구축하여 원천의 안전성 제고 및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회감을 향 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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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기술 고도화 기술개발은 1996 년까지는 운천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반기술

을 개발하고. 2001 년까지는 고도화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운전

원의 사고시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원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원전의
안천성 향상으로 국민척 합의 향상어1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비유지보수 기술개발은 국내 원전에 적합한 최척의 예방정비 기법을 개발하
여 1996 년 이후부터 적용하고. 새로운 장비의 도입 및 개발울 칙극 추진하여 예
방정비의

질척 향상을 통한 효율화룹 추구하는 한편.

열성능 분석처l 계의 확립

동 성놓유지 관리를 위한 기술도 개발하여 2001 년까지 정비기술의 선진화를 달

성할 계획아다.
방사선안전관리 기술개발은 계통내 방사성핵종의 연속감시장치 개발，

질관리

기술의

국내적용，

증기발생기

쳐l 염기술 개발 둥이

1996 년까지 방사선관리 요소기술인 방사화학 및 쳐l 염기숨.
술，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션친화.

환경방사능 관리기술，

추진되고

선진 수

있으며.

방사선 피폭관리 기

2001 년까지는 방사화학 및 제엽기술의

방사선장해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포함한 방사선

관리기술 및 폐기물 처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원전체혹제어

기술개발은 1996 년까지 디지털화한 원전의 표준 자동제어설비

기술율 개발하고.

1999 년까지 계통설계 관련기기설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디지털화한 원전 표준 자동제어설계를 완성，
설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호기의 설비개션 및 후속기
원천

유지보수용 로보트

개발은

1996 년까지 기초조사 및 기반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2001 년까지 다목
적 로보트인 증기발생기 세관검사 및 정비용 로보트.

펴l 기불처리용 로보트.

자로 내슬러지제거용 로보트. 원자로 압력용기검사용 로보트.
보수용 로보트，

인공지능을 이용한

원

일상점검 및 유지

고지능 로보트률 개발하여

방사선피폭으로

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껏이다.

원전의 수병관랴 빛 펴1 로기술은 1995 년까지 고러 l 호기의 수명연장 타당성 조

사를 비롯한 원전의 기준수명 연장연구를 수행하고. 2001 년까지는 수명연장 기
술개발 및 폐로 기반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수명연장에 따른 신규원전 건설부
담 감소 및 부지확보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종합 데이타베이스 처l 계구축 연구는 1995 년까지 정버 · 운전관련 데이타베이스

기반기술 및 신뢰도분석을 위한 기술확보를 목표로 추진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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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년까지는

종합 데이타베이스 천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았으며，

종합 데이타베이스 쳐1

계구축으로 정비기술 및 운전기술을 향상시켜 원전의 안정성 및 경페성 제고률
이룩할 수 있율 것이다-

2)

연구개발 추진전략

가) 역할분답에 의한 연구개발추진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정된 재원의 효

율적인 빼분과 연구개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융 정부주도
및 산업체주도과제로

역힐을 분답하여

발연구 분야는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초 및 개

척용 및 실용화연구 분야는 산엽체주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역힐분담에 의하여 우선 정부주도의

및 개발연구분야.
술 개발분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연구개발은 원전사업관련

관련기술 개발분야，

기초

원자력안천규제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 분야률 중심으로 한 연구재발

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읍으로 산업체주도의

발분야，

연구개발은 원천의

건설 · 운영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

실중로 이후의 원자로설용화 및 개량화 연구분야， 기존핵연료 캐량 및

생형가공기술 개발， 소내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개발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

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연구개발재원의 안정척 확보

본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척인 재원확보가
중요한데 이률 위해 정부주도 연구개발비는 원칙척으로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논

것으로 하되. 부촉분에 대하여 개발기술의 최종수요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지원하
도록 할 계획이며，

정부주도 연구개발과제 중 방사성폐기물분야의 연구개발비는

방사성폐기불사업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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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채주도 연구개발비는 한국천력공사 연구개발바로 조달하되，

국가선도 기

술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정부가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이외
의 원자력관련업체와 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관 풍의

연구개발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역힐 및 기눔 재정립

원자력연구개발의 효율척 수행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역할 및 가능

율 r 연구개발」 중심으로 육성 · 지원함으로써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연구개

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률 위해 연구활성
화를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척 확보와 초직 및 제도 동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
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중인 원자력관련 사업을 점진척
으로 관련산업체로 이관할 체획인데.

우선 중수로핵연료 제조사업은 한국핵연료

주식회사가 핵연료체조를 위한 신규시설을 확보하는 시점인 1996 년까지 한국핵

연료주식회사로 이관하고.

다음으로 원자로계통설계사업(핵연료설계사업 포함)

빛 기타 원자력발천 관련사업은 관련산업혜로 이관하되，

구체척인 사항은 관계

부쳐 및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3) 연구개발 투자소요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본 계획에 의하여 1992년부터 20이년까지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는 l 조9 ， 855
억원이 된다. 이 중 정부주도과제를 위한 소요연구개발비가 I 조 1 ， 855억원이 되

는데.

정부예산으로 4 ， 500억원，

방사성폐기물기금으로 2 ， 355억원을 충당하고.

부축분인 5 ， 000억원은 한국천력공사가 지원토록 힐 계획이다.

한연. 산업체주도 과제률 위한 소요연구개발비는 8 ， 000억원이 되는데. 아는
한국전력공사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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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주도연구분야

분

야

별

연

소요자금

구

채

발

과

제

명

(억원)

。원자로기술분야

1.183

- 액체금숙원자로 개발

。핵연료주기기

1.371

- 경 · 중수로용 연계핵연료주기기가술 개발

기술분야

- 미래형핵연료 개발
- 방사성폐기물처분기술 개발

2.355
。 방사성펴l 기불

- 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 개발

관리분야

- 방사성폐기물처리가반기술 개발

。원자력안천분야

- 원자력안천생향상연구

1 , 741

- 방사선환경안전연구
- 원자력안천규제기술 개발
。 원자력기반

- 원자력신소재 개발

4.560

기술분야

- 첩단계축제어기술 개발
- 인간팡학기술 채발
- 원자력산업용 첨단로보트가술 개발
- 레이저기술 개발
- 원자분광기술 개발
- 장수명핵종소멸처리기술 개발
- 핵융합로연구
- 중수로개량 국제공동연구 및 기반기술 개발

。 방사션/

- 인체방사선장해 맞 암의 원인진단，

645

방사성동￥l 원소

치료연구

’

이용연구분야

겨l

- 방사선 빛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I

il;855

I

20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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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져l

.

나)산업혜주도연구분야

소요자금 I

연

구

개

발

과

제

명

(억원)

2, 280 I -

i

I

290

。 원전건설기술분야!

1, 250

。 핵연료주기기
기술분야

!

자세대원자로기술 개발

I-

경수로용 개량핵연료 개발

I-

원전건설기술 개발

- 원천산업기술기준 개발
- 원전내진기술 개발
- 원전온배수영향명가기술 개발
。 원전운영기술분야 I

’i

4 , 180

t

|

개발

- 운전기술고도화기술 개발

‘

- 설비유지 · 보수기술 개발

t

!

I - 원천안천성향상 71 술

‘

- 방사성안천관리기술 개발
- 원천계측져l 어기술 개발

!’

- 원전유지보수용 로보트 개발

l

- 원전수명관리 및 혜로기술 개발
- 종합 데이터베이스체계구축기술 개발

‘.,,.‘
L·-

계

14 개 과제

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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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연구개발비 투자계획

2.4.14)

(단위:억원)

τ닙r

구

。정부주도

’

92

’

'94

93

639

877

969

-정부출연굽

280

308

339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09

219

한국천력공사지원금

150

‘

。산엄체주도

- 한국전력공사

합

계

’

95

’

96

97-2001

계

184

7, 073 11 , 855

373

410

2.790

4, 500

230

266

267

1, 164

2, 355

350

400

474

507

3.119

5, 000

482

534

600

680

765

4, 939

8 , 000

482

534

600

680

765

4.939

. 8 , 000

1, 121

1, 411

‘

1,

113

1,

1, 569 1, 793 1.949 12.012 19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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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13

A~
ε〉

및 건의사항

?켜 료르
i크

L..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사회는 소련의 개방과 개혁. 소 연방체제의 붕괴. 동
구 공산권의 몰락.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블력화，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둥으로 이
어지는 일련의 상황변화률 거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과 정착율 위한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다. 이와 맥율 같이하여 원자력율 툴러싼 국제환경도 또한 새로
운 국면율 맞고 있는 바， 원자력 산업계로 하여금 새로운 대웅 천략을 마련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기술 자럽 및 국산화 사업의 조기달성과 원자력 개발

중장기계획을 국가척 과제로 설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있요나 접증하는 기술보호주의 따고와 핵확산율 방지하

기 위한 국제척인 제약 둥이 상폰하고 있어 주요 원자력 선진국 또는 국제지구를
통한 국제협력의 펠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있다. 원자력 쩡책은 본절적으로‘ 국

제정세 및 국제동향에 민감하게 반웅한다는 점을 고려힐 때;. 최‘근의 주북되는 원
자력청책 환경변화를 점검. 분석해 보는 작업은 국가 원자력정책의 수립과 추진
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냉천체제 종식 이후의 국제정세는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경제·기술척 대결로의
새로운 질서률 구축하고 있으며 원자력 다국적 기업률은 기술 우위와 산엽경쟁력
확보，

시장확대률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원자력 정책환경 변화의
“

“

.

분석울 통해 다옴과 같은 결론을 제안 할 수 있다.
첫째，

원자력 기술개발 능력의 제고를 위한 국채협력 다변화.

둘째， 국제 원자력 동항의 변화에 대한 대웅 농력 강화률 위한 제도 정비 및
정보 수집·분석 농력 제고.

세째，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한 원자력의 역할 증대 기반 조성.

한편 부폰에녀지자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필연척으로 원자

력발전의 확대률 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원자력발천의 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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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면성 때문에 타에녀지이용분야와 비쿄훨 수 없는 많은 제약을 받고있다.
륙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고속증삭로의

개발을

위하여 필연척으로 확보하여야 할 핵연료주기 관련 핵심기술률이 민감기술로 분

류되어 국쩨적으로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으며
한 상황이다.

경제력을 통한 확보가 불가능

그러나 핵연료의 재활용기술은 안보척 차원 및 에너지의 자립측

면에서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로서

민감기술에 관한 공개적 논의를 통해

국민척 공감대률 형성하여 효과척으로 당면한 문제률 해결할 시기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가 당변하고 있논 분제점율 해결하기 위해서는
력양생 및 루자확충이 뛰따라야 하며，

이 결집되어야 한다.

기술깨발 노력과 인

원만한 국제관계의 유지 및 외교척 노력

이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따른 핵확산에 대한 국제여

론， 이념 및 체쩨 퉁율 무시한 독자척 노션의 추구로 보여져서는 안되기 때문아
다. 또한 국제협력의 방향은 과거 정치와교척 입장에서 기술외교척 추진으로악
인식변화와 함께

무준하고 인내섬있게 의지력율 가지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는 국제정치상의 륙정목척을

위한다는 명분에 따라 정치외교척 혹면이

개발율 위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연구개발율 지원하고

기술

국제정치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 출 수 있는 보완역할이 수행되어야 할 것야다.

민감기술확보률 위한 구체척 방안은 국가 안천조치채제구축. 원자력법 및 시
행령 개청 및 보완.

현재 대두되고 있는 원자력수출을 위한 통제제도 확립 동

국내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개밸초기에 일방척으로 체결됐먼 원자력
캉무협정을 개정 및 보완하며 이와 병행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성올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l 따라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신회생을 쳐l 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책 동향의 신속정확한 파악과 대외교섭 능력의 확보， 원만한 국
제판계 유지 동의 외교척 노력을 결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충요한 선행요건은 최고정책결정자의 . 대내외격인 원자력의· 명화

척 이용에 대한 재천명이 필요하다.

또한

최고정책결정자의 천명. 국제사회의

신뢰성 제고， 국내기반구축 및 채제의 정비를 위한 노력은 상호 톡립적으로 수

행되어서는 안되며 북표지향적이고 상호 유기척인 관계가 유지휠 수 있도록 종
합적 유기체제가 구축되어 결집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력 기술자립 및 원자력의 효파척 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국제적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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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요인들에 대한

총체척 사전대비의 일환으로서 국페척 신뢰성 쩌l 고의 출발첩

인 IAEA 에서의 활동이 요구펀다.

국제척 신뢰성 제고노력은
로 진출，
을 롱하여

IAEA

직원진출 확대，

시작되는 것이

IAEA에서의

발언핀 확대와 lAEA 의 선진이사국으

상주대표부 설치，

바람직하다.

륙히，

롱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은 국제무대에서

국과 개도국사이의

조정자 역활율 원만하게

분담금의 확대가 필수척이라 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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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진출.

총회 개최 둥

과거에 비하여 UN 에의 가입 동을

많이 제고된 상태이며，

lAEA 에서 선진

수행하고 입지률 높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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