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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 기술정책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기관고유사업의 일환으로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원자력 이용 개발에 있어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사업을 통

한 국내 원자력 산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

하는 데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주제로서 (1) 원자력 발전과 관

련된 국제적의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현황을 조사 분석하 으며, (2)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사업을 통한 원자력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

다. 보다 구체적으로,

(1) 원자력 환경 및 기술 변화 조사 분석

-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와 연계하여 원자력 발전 현황 및 전망

- 세계 원자력 발전 및 연료주기 기술 발전 현황 및 전망

- 한반도 주변국들과 미국 및 독일의 원자력 정책 변화

-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

(2) 원자력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R&D 정책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역할

 -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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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연구개발의 활용 증대 및 방사선기술의 이용 확대 방안

Ⅳ. 주요 연구결과 및 건의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면서 세계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2020년까지 연평균 증

가율은 약 4 퍼센트로 전망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력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향상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자유전력시장에

서 원자력발전은 석탄발전에 대하여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세계적으

로 제4세대 원자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1999년부터 추진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원자력 발전의 현안들(안전성, 방사능 그리

고 핵확산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와 함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을 둘러싼 세계 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면서 국가 원자력 

R&D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첫째, 

국내 원자력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중장기 R&D 

계획은 제4세대 원전시스템과 같은 선진기술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기존의 

축적된 국내 기술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 바

람직 하다. 둘째, 원자력 R&D의 성과 증진을 위해서, 국가연구개발조직은 

일본의 경우 등을 참고하여 중장기 계획의 전략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창조적 기술혁신이 촉진되도록 운 되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가연구개발의 효과적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결

과의 다른 부문 (예를 들면 방위산업 등)으로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 다. 또한 원자력에너지 개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

를 높이기 위해서 방사선 기술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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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Study on Nuclear Technology Policy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As a part of institutional activities of KAERI, this study is primarily 

to find the effective and systematic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nuclear industry through national long-term nuclear R&D 

program while timely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 in local and 

global sense.

Ⅲ. CONTENTS AND THE SCOPE OF THE STUDY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international mechanism of strategic 

planning, this study focused on the two major subjects: (1)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change attached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2)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R&D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To put it in more 

detail, each subject is further explored as below:

(1)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change

-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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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demand of global energy

- Global technological change of nuclear energy with a slant on nuclear 

fuel cycle, such as nuclear power plant and fuel, etc.

- Nuclear policy changes of Korea's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the US and Germany

- Role of nuclear energy in East Asian countries in solving energy, 

environmental and water problems; 

(2) Analysis of national long-term R&D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nuclear industrial competitiveness

- Role of national R&D in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 Effective management of national long-term nuclear R&D program to 

facilitate technological innovation

- Enlargement of utilization of nuclear R&D results and radiation 

technology

Ⅳ. MAJOR RESULTS AND RECOMMENDATIONS

  Global energy demand has increased mainly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energy demand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trend is analyzed to 

continue by the 2020 with the annual growth rate of about 4 percent. 

Thanks to the technological advance, on the other hand, energy 

economics of nuclear power has been improved to compete with coal 

power, especially in the free market of electricity of the US.

  So far as technological innovation is concerned, international 

programme to develop the fourth generation nuclear power reactor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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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carried out since 1999. The latest evolution of nuclear power system 

was aim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nuclear power in terms of 

energy economics while solving fundamentally the intrinsic problems of 

nuclear power such as safety, radioactivity and prolifera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change, this 

study provided some alternatives of nuclear R&D policy as below:

  First, current national long-term nuclear R&D program should be 

particularly designed to incubate advanced technologies like the 

fourth-generation nuclear power system and improve conventional 

technological capabilities for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y in Korea. Second, reflecting the lessons from Japan's case, an 

organizational system for national R&D was required to efficiently 

perform the strategic management of and to facilitate creative innovations 

through the programme. 

  It is also suggested that dual-use technologies from nuclear R&D 

needs to be exploited and applied to other sectors, including defense 

industry, for the improvement of effective use of national nuclear R&D. 

In addition, this study noted the way to foster the utiliz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as a part of strategy to increase the contribution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towards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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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원자력정책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명시된 연구소 임무의 하나로서 

원자력기술정책연구는 원자력정책연구의 세부과제로서 추진되었다. 원자력기

술정책연구는 국내‧외의 원자력기술 개발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

하는 기술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1세기에 이르면 원자력은 지구환경문제, 에너지수급의 불균형 발생 전망 

등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의 원자력연구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연구는 물론, 원자력의 역할에 부합

되는 원자력기술개발에 대한 정책 연구가 중요하다.

또한 국내 원자력연구개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지난 5년간의 환경변화를 반 하여 2001년 7월에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동 

계획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부문별 세부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 원자력연구개발의 기본계획인 원자

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은 매년 원자력연구개발 환경을 반 하여 기획되고 

있는 등 선진 원자력기술 동향의 지속적인 파악과 원자력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 환경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고, 그 결과는 이들 계획의 설

정에 반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원자력기술정책연구에서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원자력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따라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국가 원자력기술개발 정책 설정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를 수행하 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원자력연구개발 환경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도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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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상기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국내‧외 주요국의 

원자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원

자력산업 및 관련 분야에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과 구체적인 분야

에서의 활용을 모색하 다. 

개발도상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문제에 대해 국내외 에너

지수요 현황과 전망, 이에 따른 원자력의 역할 증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의 원자력연구개발 동향 및 원자력정책 동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

다.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형 원자력시스템 개발동향에 대한 추

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조사‧분석하고, 국제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GIF에 

우리나라의 참여현황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심층분석하 다.

90년대 말부터 추진된 일본의 행정개혁이 원자력정책 및 원자력연구개발에 

상당한 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일본의 원자력행정체제 변화와 원자력기관

인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의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경과 및 관련내용을 심층분석하 다.

세계 경제의 가장 급속한 발전 중심지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동아시아지

역에서 에너지공급 안정, 환경오염 방지, 담수부족 해결 등이 이들 지역의 

안정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예상되므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문제점과 이들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원자력의 잠재력에 대해  

조사‧분석하 다.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의 역할은 산업경쟁력을 보육 또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R&D 역할에 대해 분석하 다. 

슘페터의 성장이론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4세대 연구관리 체제 개념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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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중장기 계획의 성공적 수행과 창조적 기술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체제를 모색하 다. 

국내 민간과학기술의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 개발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원자력관련 기술을 국방

기술로서 활용 가능한 분야의 도출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국내의 방사선 이용개발 확대를 위해 국내‧외 방사선 이용현황과 이에 대

한 주요국의 방사선 이용기술수준 및 전망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방사

선 기술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층분석을 수행하 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관고유사업으로서 매년도 원자력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

를 분석하고, 국가 원자력기술정책 방향 및 관련 기술정책을 개발하며,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정책 방향 및 관련 정책개발을 수행한다. 

이에 다음의 ① 기술정책 현안 파악 → ② 기술정책 정보 수집 및 분석 → 

③ 원자력기술정책개발 방법론 연구 → ④ 현안별 대응정책 방안 도출 → 

⑤ 개발된 정책의 활용 방안 강구와 같이 단계별 연구추진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최근의 국내 및 해외의 원자력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

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파악한다. 모니터링은 주요국의 원자력기술정책 동향 

조사, 국내‧외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자료 조사, 원자력관련 뉴

스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수행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이러한 파악된 현안은 시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어 정리되어, 시기적

절한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된다.. 

현안사항이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과 이루

어지고, 적정 연구방법론에 대한 조사와 적용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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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이 결과로서 산출된다. 그리고, 산

출된 정책이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강구된다.

본 연구는 매년 발생되는 원자력기술정책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기와 

같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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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원자력 동향 분석

제 1 절  원자력 기술 및 연구개발 주요동향

1. 세계의 에너지 및 원자력 수요

가. 에너지수요 현황과 전망

세계의 에너지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 인구증가,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역편중, 그리고 세계적 환경규제 등으로 머지 않아 중

대한 안보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적으로 1차 에너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2001년판 BP통계에 따르면 2000년의 세계 1차 에너지소비는 석유환산으로 

87억 5,000만톤, 전년도에 비해 2.1%의 증가라는 높은 신장율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세계 에너지 수요의 60%를 점하는 OECD국가들은 과거 10년의 

수준과 같은 정도인 것이다.  또 구소련, 동구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신흥 

개발도상국들은 2.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년만에 증가세로 전환

된 것이다.  1999년 대비 에너지전원별 소비 증가는 석유가 1.0%, 천연가스

가 4.8%, 석탄이 1.2% 증가, 원자력이 2.6% 그리고 수력이 1.7%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원자력은 모든 지역에서 생산이 증가하여 1999년에 비해 2.6%의 

증가를 기록하 다.  그 가운데 브라질,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인도 그리고 

중국 등이 두자리수의 성장을 기록했고 1989년 이후 계속 높은 성장을 기록

했던 러시아는 전년도 대비 8.8% 증가율을 기록하 다.  원자력 지역별 점

유율을 보면 유럽의 감소가 계속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비율이 과거 

10년간으로 15%에서 1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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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의 에너지 소비는 IEA가 2000년 11월에 발표한 ‘세계에너지전

망 2000’1)에 따르면 세계의 에너지소비는 앞으로 2020년까지 59%증가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성장의 중심에는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와 중남

미의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수요 급증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 기간

의 신장률은 년간 약 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력소비량도 크게 신장하여, 1999년의 13조kWh에서 2020년에

는 22조kWh로 증가할 것이다.  그 급증도 역시 아시아와 중남미지역의 개

발도상국에 기인할 것으로. 전력수요의 연평균 성장률은 3.5%에 달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공업국에서는 전력수요의 신장은 개발도

상국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에너지전망은 앞으로는 컴퓨터 

이용의 증가나 새로운 전기기기의 보급으로 신규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기는 하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을 것이며, 전력소비 유형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러한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원자력수요 현황과 전망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2000년도 말 기준으로 정리한 조사보고서2)에 따르

면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430기 3억 6334만 3000kW. 1999년 12월 31일

에 비하면 기수에서 5기, 설비용량에서 391만 8000kW 증가한 것, 건설중인 

경우는 43기 4143만 6000kW(전년 49기 4356만 3000kW) 그리고 41기 3133

만 8000kW(동 40기 2741만 3000kW)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세계 31개국의 원자력발전국 가운데 10%이상의 점유율을 갖는 나라

는 23개국에 이른다.  2000년에 새롭게 상업운전에 들어간 원자력발전소는 

8기로 그 가운데 인도에서는 카이거(Kaiga) 1, 2호기와 라쟈스턴(Rajastan) 

3, 4호기의 4기(가압중수로=PHWR: 각 220MW), 파키스탄에서는 챠스눕

1) World Energy Outlook: 2001 Insights Assessing Today's Supplies to Fuel 

Tomorrow's Growth 

2)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세계원자력발전의 개발과 운 : 2000년말 현재’, 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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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nupp)(가압수형경수로=PWR: 325MW)가 운전을 개시하는 등 아시아

지역이 5기를 차지했다.  이 밖의 발전소는 프랑스의 쇼우(Chooz) B1, 2호

기(PWR: 각 1,520MW), 슬로바키아의 모호프체(Mochovce) 2호기(러시아형

경수로=VVER: 432MW)가 있다.

<표 2.1.1>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비용량과 기수(2000년 말 기준)3)

(단위 : 용량-MWe, 기수-기)

*) IAEA Reference Data Series no.2, 2001.4

국  가

운전중 건설중 2000 원전 발전량*)

용량 기수 용량 기수 공급량(TWh) 비중(%)

미  국 101,171 103 - - 753.90 19.83

프랑스 62,920 57 - - 395.00 76.40

일  본 45,082 52 4,943 5 304.87 33.82

독  일 22,365 19 - - 159.60 30.57

러시아 21,556 29 3,000 3 119.65 14.95

한  국 13,716 16 4,000 4 103.50 40.74

  국 13,531 33 - - 78.30 21.94

우크라이나 11,818 13 5,000 5 72.40 47.28

캐나다 10,615 14 - - 68.68 11.80

스웨덴 9,822 11 - - 59.30 27.63

스페인 7,798 9 - - 54.80 39.00

벨기에 5,995 7 - - 45.40 56.75

기  타 36,960 67 24,493 26 233.00

합  계 363,343 430 41,436 43 2,448.40

3)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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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원자력발전량 전망은 1999년의 2조 3960억kWh에서 2015년에는 2

조 6360억kWh까지 증대하여 피크를 이루고 그 뒤 감소해 2020년에는 2조 

5820억kWh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증가는 대부분

은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으로 이들 국가의 원자력발전량은 1999년부터 

2020년에 걸쳐 년간 4.9%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선진공업국이나 동구권에서는 구소련의 구형로 등의 폐쇄가 예상되긴

하지만 이들을 신규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은 아직 없다.  유일한 예외

는 프랑스와 일본으로 양국은 앞으로 10년간 복수 신규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개시가 예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교토의정서가 발효하면 온실효과가스를 

수반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수명이 연장되거나 원자력발전소 설비용

량의 저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 국내 원전의 운  현황

2000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총 16기가 상업 운전 

중에 있으며, 이들의 설비용량은 1,371만 ㎾에 이르러 전체 발전설비용량 

4,845만 ㎾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 도입된 원전은 없으나 원

자력발전량은 전년도 대비 5.7% 증가한 1,090억 kWh로 국내 총발전량 

2,568억 kWh의 42.4%를 차지하 다.

원전 운 실적을 나타내는 이용률은 90.4%로 우리 나라 원자력이 최초 도

입된 1978년이래 23년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달성하 다.  이는 세계의 평

균 이용률 75.6%(1999년 기준)을 월등 상회하는 기록으로 이는 고장정지 횟

수의 감축과 장주기 핵연료의 기술개발 성과에 따른 결과라 더욱 값진 것이

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은 우리 나라 전력계통의 기저부하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담당하는 전력공급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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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연도별 원전설비 용량, 발전량 및 점유율

자료원)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공사, 2001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원자력

설비용량(㎿)
7,616 7,616 8,616 9,616 10,316 12,016 13,716 13,716

원자력

발전량(GWh)
58,138 58,651 67,029 73,924 77,086 89,689 103,064 108,964

원자력

점유율(%)
41.8 36.6 37.4 37.2 35.9 43.4 44.8 42.4

2.  원자력의 역할과 연구개발 주요 동향

가. 원자력의 역할 변화 가능성

전력산업의 개방과 이에 따른 구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선진국들은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고려함에 따라 원자력의 필요성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원자력의 이용증진

을 위해서는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친화성의 확보와 함께 원전계획 추

진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연구개발의 활성화가 

중요 관건이 될 것이다. 

원자력의 경제성은 미국의 실적 발전단가에서도 잘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전원별 발전원가는 각 전력회사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매년 제

출하고 있는 연료, 운전‧유지비 자료를 기본으로 유틸리티‧데이터연구소

(UDI)가 집계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림2.1.1>에서와 같이 1kWh

당 1999년의 발전코스트는 원자력발전이 1.83센트로 가장 싸고, 이어 석탄화

력 2.07센트, 석유화력 3.18센트, 가스화력 3.52센트로 되어 있다. 이 결과 80

년대 중반 이후 비로소 원자력발전이 석탄화력을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값

싼 발전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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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미국의 발전원별 발전원가 실적치(2000년 기준)

 경제성과 함께 미국의 원자력발전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안전성

을 들 수 있다.  원전의 사고율은 미국 전체 산업평균치의 10분의 1이하의 

수준이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피폭선량도 1980년과 비교해 

80%나 격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전력산업 자유화에 따라 도입된 경쟁원리가 원자력시장의 활성화의 

촉진재가 되고 있다.  경제성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그 자산가치를 비약적으

로 높이고 매수나 합병의 대상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나. 미국의 전력사정과 원자력

제철-제강회사와 같은 대용량 전력소비 기업들은 2001년에 겪었던 고에너

지 비용과 불안정한 전력공급 등 에너지 문제가 경 을 압박한 가장 큰 요

인중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초에 강제 

단전조치로까지 이어졌던 캘리포니아의 전력위기는 많은 제조업체들의 조업

단축과 종업원 해고로 이어진 바 있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기간산업인 

에너지 부문의 붕괴는 전체 산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다는 데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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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이 있다.

캘리포니아 전력 위기 때 주정부와 산업체들은 순환정전을 감수하고 에너

지 절약을 시행했으며 뒤늦게 발전소 증설을 위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 다.  

브라질도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경험했으며 당시 산업체에 20%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할당제를 실시한 바 있다.

최근에 겪은 에너지 위기의 극복의 대안으로 미국 정부와 산업체들은 원

자력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와 브라질에서 전력위기가 

발생했고,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자 많은 국가들은 원자력에 눈을 돌리고 있

다.  국은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을 부활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고, 미국은 

2001년 5월 20여년간 동결했던 신규 원전의 인허가 발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호주는 최근 우라늄 광산 건설을 승

인했다.  인도는 3기의 신규 원전을 2006년까지 상업운전할 계획이고, 러시

아는 오는 20년까지 지역난방을 위해 7억 달러 규모의 지역난방로를 2010년

까지 도입하기로 기획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화석연료에 비해 연료의존도가 매우 낮은 발전원이다.  현

재까지 알려진 세계의 우라늄 매장량은 NEA-IAEA의 자료4)에 따르면 호

주에 889천 톤(세계의 27%), 캐나다에 511천 톤(15%), 남아공에 354천 톤

(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우라늄의 주요 생산 및 수출국가는 호주

와 캐나다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원자력이 화석연료에 대한 실질적 대체에너지로서의 역

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원자력계에서는 

원자력기술의 주도권 확보와 유지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보존위

주의 에너지 정책을 개발중심 정책을 전환하 고, 특히 기존의 원전에 비해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핵확산 저항성 등을 크게 개선시킨 제4세대 원

4) Uranium: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1999, OECD/NEA-IAEA,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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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인 Gen-IV(Generation-IV)와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계획의 착수 등 원자력 연구개발의 주도권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다.  세계의 원자력 연구개발 동향

(1) 원자로 기술 개발

원자로 기술 개발은 크게 발전목적의 신형원자로와 발전을 포함한 다양

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중소형 원자로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발전목적의 대용량 원자로 개발은 미국, 유럽 여러 나라, 일본, 중국, 우

리 나라 등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새로 개발되는 원자로는 건설, 운

전, 유지보수 등의 경제적 이점 이외에 기존 상용원전에 비해 안전성을 제

고시키거나 피동안전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중대사고시 대처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사고시 상당시간 운전원의 조치가 없이도 원자로

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운전을 용이

하게 하거나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계통을 단순화하고 있다.

현재 개념설계 혹은 상세설계가 진행중이거나 건설된 원자로 외에도 최

근의 움직임으로는 웨스팅하우스가 기존 AP-600의 기본특성을 유지한 체 

용량을 격상시킨 AP-1000을 시작하 고 이의 유럽형인 EP-1000도 

ANSALDO와의 협력으로 AP-600과 SPWR을 참조로 개발 개시하 다.

중소규모 원자로 시장은 전망에 따라 원자력기술 선진국간에는 기술개발 

및 원자로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이미 부분적으로는 

기술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규모의 원자로는 대용량 원자로에 비해 

경제성 측면의 열세를 가지고 있지만 계통의 단순화 달성 용이성, 투자리

스크 감소, 가동 유연성, 신기술적용 용이성 등과 같은 장점으로 세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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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고속증식로의 개발은 일본,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에서 개발되

고 있다.  이 중 일본은 핵연료주기의 완성을 원자력개발정책의 최종 목표

로 설정하고 고속증식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

-연이 공동 참여하여 고속증식로 실용화 전략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고속증식로의 개발은 자체증식 특성을 통해 우라늄자원의 이용효율을 크

게 증대시켜, 핵연료의 자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원자력발전

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장수명의 액티나이드 원소를 

효율적으로 연소시키는 원자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 각국에서는 이 점

의 활용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해 에너지수요의 증대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비롯해 환경문

제로의 대응이 점점 중요하게 되어 가면서 고온가스로가 주목을 받고 있

다.  장래 원자력은 전력만이 아니라 핵에너지의 직접 이용에 의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과 이용분야 다양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1,000℃ 가까운 고온이 얻어지는 고온가스로는 고온에서 저온까지 

다양한 형태로 열에너지의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가스터빈에 의한 

고효율 발전, 청정 에너지원으로 유망한 수소제조, 화석연료의 개질과 같은 

에너지공급부문과 자원절약에 공헌하는 폐기물 재순환 부문 등 원자력에너

지의 이용분야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고온가스로 및 그 

이용기술의 실용화는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CO2 배출의 저감 등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의 고갈 가능성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더하여 자원안보의식의 대두에 따라 원자력 기술선진국간에는 기술개발 경

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경쟁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원자력 기술개발 경쟁력 확보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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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야 할 것이며, 1990년대의 세계 원자력 침체기에 축적한 기술개발 능

력을 극대화하여 아주 훌륭한 중간진입 시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핵연료 기술 개발

핵연료 기술 개발은 경수로 원전연료 고도화, 혼합 핵연료 활용, 그리고 

고속로 연료 개발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세계 각국의 핵연료 공급사들은 핵연료의 고연소도화를 위해 지속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새로운 문제점들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분야는 기존의 핵연료 분말제조 기법의 개

발, 소결체 개발, 피복관 소재개발 그리고 지지격자의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기술은 이미 상용 원자로에서 적용실험 단계에 도달하고 있

다.

다음으로, 혼합핵연료는 고속증식로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현

재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감축협정으로 발생한 핵무기에서 나온 플루토늄

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면서 최근 새로운 개념인 Inert 

Matrix 핵연료의 개발에도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혼합핵연료의 사용은 유럽의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국의 BNFL과의 안전성 분석문제로 인해 사용이 지연되

고 있다.  군사용 플루토늄의 소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25톤을, 러시아가 34톤을 각각 혼합핵연료 제조에 사용한다는 계획

으로 있어 상용 원자로에서의 혼합핵연료 사용은 확대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고속로 과제의 주목적인 증식성의 중요성이 감소되어 

핵확산 저항성의 강화, 발전 경제성과 장수명핵종 소멸특성이 중요 쟁점으

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미국에서는 핵확산 저항성이 높고 장수명 핵종

을 연소시킬 수 있는 ATW 및 GEN-IV 개념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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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 연구는 2000년에 AAA(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로 개칭되

었으며 참여기관도 확대되었다.  세계적으로 금속핵연료기술 개발에 대한 

활발한 진전은 없으나 미국 및 일본에서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후행핵연료주기관련 세계 각국의 연구는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통한 

전력생산과 직접처분으로 구분된다.  재활용이나 직접처분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모두 다른 데, 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은 재활용을 

국가 정책으로 삼고 있고,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사용후핵

연료의 직접 처분을 국가정책으로 정하고 있다.

재활용 정책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핵확산성과 경제성 문제이며 직접 처분

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 난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3)  폐로기술개발

2000년에 폐쇄된 체르노빌-3호기 원자로를 포함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약 

80여기의 원자력발전소가 폐로작업이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이며, 150여 기 

이상의 연구로, 핵연료주기시설 등이 제염‧해체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선진국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로는 

해체시스템 엔지니어링, 원전해체비용 산정연구, 방사능오염 측정기술, 잔

류 방사능 평가기술, 해체공법 및 기기,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기술, 

기기 및 시설 재활용을 위한 제염기술, 방사선 관리기술, 원격조작기술 등

이 개발되고 있다.  

미국, 국, 독일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내 원자로 및 원자력시설 해

체시 사용할 제염‧해체(폐로) 관련 기본기술과 장비들의 개발이 완료되어 

있으며, 현재는 원격조작 및 경제성 향상을 목표로 한 기술개발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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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 개발

100년의 탄생역사를 갖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은 최근 산

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 역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분야는 공업‧농업‧의료‧환경‧첨단과학 등의 연구와 상용화에 다양하게 이

용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이용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방사

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방사선

을 이용한 식품의 멸균 및 위생적 보관, 배연처리 등 환경공해 처리기술 

분야의 활용 증대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국 등 원자력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대형 연구로

를 이용한 기술을 고도로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으며, 21세기를 바라보고 

대형 방사광시설 등 가속기기술을 접목한 방사선이용 연구개발 시설을 확

충하며 관련분야 기술개발의 한계 극복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5) 국내 원자력기술개발

기존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산업계가 요구하는 중‧장기 현안기술을 포

함하도록 수정된 연구개발 계획인 1999년도 중점분야는 원자력 기술자립,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수요기술, 원자력 안전성 향상 및 방사선/RI 이

용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등이다.  이를 위해 원전기술자립에 필요

한 차세대원자로 설계 검증 및 핵심기술 개발,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가동

원전 성능향상기술 개발 및 표준원전 개량핵연료개발 등, 원자력 이용 다

변화를 위한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가속기 개발 등, 방사선으로부터 환경 

및 국민보호를 위한 전국 라돈방사능 조사 등이 신규과제로 추가되고 있

다.  또한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기술의 발굴에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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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2001년 7월 국가계획으로 확

정하 다.  동 계획은 원자력법(제8조의2)에 따라 국가 원자력정책을 체계

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

이다.  이 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2015년까지는 정책방향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

3. 주변국의 원자력정책 동향

주변국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향관계에 있는 국

가들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이 이에 해당하며, 연구 차원에서는 

북한5)도 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원자력정책은 원자력발전 등 원자력의 민수 이용을 목

적으로 하는 경우의 정책을 의미하며, 핵무기와 관련되는 핵정책과는 구분된

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은 모두 원자력을 민수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군사적 이용국가 즉, 핵무기보유국가도 3개국이나 되며, 이들 국가들은 

군사적 이용을 민수용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등에 따라 주변국의 

원자력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가. 주변국의 원자력이용개발 동향

1999년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43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되고 있다.6) 

이중 우리나라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극동 지역만), 대만에서 

총 186기를 운전하고 있어 세계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약 43%7)를 차지

5) 본 연구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북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나, 대부분의 경우 북한

을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6)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1,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USDOE, 

March 2001, pp.83

7) 우리나라 16기, 미국 104기, 중국 3기, 러시아 극동지역 4기, 대만 6기를 포함하여 186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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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비율(원자력점유율)

을 보면, 미국은 약 20%, 일본 34%, 대만 24%, 중국 1.2%8)로서 세계 평균 

약 16%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약 40%에 이르고 있다.9) 

그리고, 2000년 말 현재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들은 세계적으로 총 43기 

4,143.6만 kW에 이른다. 이중에서 우리나라의 주변국인 중국에서 8기 (683

만 kW), 일본이 5기 (494.3만 kW), 러시아가 3기 (300만 kW), 북한이 2기 

(200만 kW), 대만 2기 (270만 kW)로서 22기이고10), 우리나라가 건설중인 4

기 (400만 kW)를 포함하면 세계 총 건설중 원자력발전소의 60% 이상이 우

리나라의 주변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주변국들의 원자력이용개발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또한 동북아 지역 주변국의 원자력이용을 위한 핵연료주기 현황을 보면 

(<표 2.1.3> 참조) 핵보유국인 중국과 원자력기술선진국인 일본은 핵연료주

기 모두를 자립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등은 일부 국산화하고 

있는 등 원자력 이용개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

한 원자력기술 수준 측면에서 보면 미국, 일본은 세계 최선두그룹에 속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기술을 자립하고 있는 등 원자력기술 수준이 

세계 상위그룹에 해당하고 있으며, 중국도 핵무기 개발에 따른 기초 기술과 

핵연료주기 기술의 보유하고 있는 등 기술수준에서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상태이다.

8) 중국이 본격적으로 상용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서 현재 3기의 

원전이 운전중임에 따라 원자력발전 점유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

9) IAEA, IAEA Bulletin, Vol. 43, No. 2, 2001

10) 한국원자력산업회의, 世界原子力發電의 開發과 運營-2000년말 현재, 2001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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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동북아 주변국의 원자력이용개발 현황

상기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국들은 원자력이용과 기술수준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선두그룹에 속하고 있고, 이에 <표 2.1.4>에서의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활발한 원자력이용개발 정책을 수립․수행

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다음부터 국가별 원자력정책 현황을 기술한다.

<표 2.1.4> 동북아 지역 주변국의 원자력이용개발정책 환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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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원자력정책

(1) 부시 행정부의 신에너지정책

부시 행정부가 들어 선 이후 미국에서는 2001년 2월 체니 부통령을 의장

으로 하는 NEPD11) 그룹을 구성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하

다. 이 그룹은 7개 부처12) 장관들을 포함 총 14명으로 구성되었고, 신뢰

할 수 있고, 공급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미래 에너지의 생산 및 배

분을 민간 부문(필요한 경우 주정부 및 지방정부 포함)에서 진흥토록 유도

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에

서 겪고 있는 에너지 부족 및 가격 상승 현상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

다. 

이 그룹에서 제출한 보고서인 ｢국가에너지정책｣13)을 2001년 5월 17일 부

시 대통령이 소개하는 성명을 발표하 고, 부시행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

를 마련하게 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총 105개 사항을 권고

하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클린턴 행정부시 상

대적으로 등한시했던 에너지원 개발 및 공급 확대 측면을 강조하고, 향후 

｢국가에너지정책｣의 권고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술 검토, 관

련 입법, 예산 배정 등 후속작업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

신 ｢국가에너지정책｣은 이제까지의 미국 정책과 다르게 원자력의 이용 

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권고하고 있으며, 부시 대

통령은 “청정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1) 국가에너지정책개발(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그룹

12) 국무부, 재무부, 내무부, 농업부, 상무부, 교통부, 에너지부의 7개 부처

13) National Energy Policy, Report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 

Ma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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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거하여 NRC의 인허가 절차 신속화, 원자력 손해배상법 연장,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촉진 등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고무시킬 조치의 검

토 및 이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방사성폐기물 감축을 위한 핵연료 

conditioning,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 기술에 대한 재검토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향후 미국내의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자력 발전 및 

산업 확대와 원자력 연구개발의 활성화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원자력 산

업, 연구개발, 안전규제 분야 등에서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대폭적인 확대

가 전망된다.

(2) 원자력 연구개발

미국에서의 원자력연구개발은 무기 분야와 민수 이용 분야로 대별되어 

추진된다. 에너지부(DOE)의 원자력국(NE, Office of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이 미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및 핵개발 프로그램

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립연구소들은 임무지향형 연구소로서 핵무기 개발

에 적극 간여하고 있고, 또한 민수용 원자력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2001년도 DOE의 원자력연구개발 예산(<그림 2.1.2> 참조)을 보면, 주요 

민수용 원자력연구개발은 크게 동위원소이용 동력 개발, 실험로 관련, 대학

연구로 핵연료 및 연구 지원,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추진 및 NEPO (Nuclear Energy Plant Optimization)로 구분 추진되고 있

다. 여기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로는 기존 원전의 

운 을 효율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즉, NEPO 프로그램, 미국의 원자력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NERI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원자력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14)) 개발을 위한 GIF15) 및 I-NERI16) 프로그

14)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

15)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16) International NERI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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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추진이 있다.

(출처) http://nuclear.gov/image/budget2001.gif

<그림 2.1.2> 미국 DOE 원자력국의 2001년도 예산 내역

미국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은 민간산업체

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보다는 미래 원자력이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나 기술 혁신의 유발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서 기술

한 NERI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

을 국제협력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여 GIF와 

I-NERI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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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21세기 에너지 위기 및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인

류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탱하기 위한 에너지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원자

력에너지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인류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

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궁극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더

욱 경제적인 에너지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원자력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원자력시스템이

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자력기술선진 9개국(미국, 한국, 일본, 프랑

스, 국, 캐나다,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과 함께 제4세대 원자력시스

템을 공동 개발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GIF라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공

동개발기구를 발족17)하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념과 관련 연구개발 추

진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GIF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최

적 개념을 도출하고 관련 연구개발 계획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4세대 원자

력시스템 기술지도(Technology Roadmap)를 작성하고 있으며 2002년 9월

에 완료할 예정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간 연구개발협력이 활발하

게 추진될 전망이다.18)

한편, 미국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 공동연구

개발 협력을 위하여 I-NERI 프로그램을 양국간 협력 형태로 추진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를 필두로 일본 및 프랑스와 I-NERI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NEPO 프로그램은 현재 운전중인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들의 성능 개선

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발전소의 노후화와 전력생산의 최적화에 중점

을 두고 있다.19) NEPO 프로그램은 기술혁신보다는 기존 기술 개선이 우

17) 미국은 2000년 1월 한국,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기술 선진 8개국을 초청하여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공동개발을 위한 GIF 결성을 추진하 고,  2001년 7월 본격 출범하게 되었

다.

18) GIF 및 BINERIC 참가보고서, KAERI/OT-789/2001,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10

19) Long-Term Nuclear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NERAC 

Subcommittee on Long-Term Planning for Nuclear Energy Research, Jun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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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에 따라 민간산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0년

도와 2001년도에 5백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다. 일본의 원자력정책

일본의 원자력이용개발정책은 원자력기본법과 원자력 연구․개발․이용에 

관한 장기계획(이하 “장기계획”)에 의거하고 있다. 장기계획은 일본이 원자

력평화이용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시작한 1956년에 처음으로 책정된 후 

1994년 제8차 장기계획까지 약 5년마다 개정되어 왔으며, 제9차 개정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고속증식로 ｢몬주｣ 사고, 재처리시설 사

고, JCO 사고 등)를 깊이 고려하고, ’94년 이후 원자력이용개발을 둘러싼 국

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21세기 일본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과 원자력이 갖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원자력이용개발의 기본방침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있다.20)

(1) 제9차 장기계획 책정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주｣ 사고(’95. 5), 쓰루가 원전 일차냉각수 유출사

고(’96. 8), 도까이 재처리시설 화재․폭발사고(’97. 3), JCO 핵임계사고(’99. 

9)  등 일련의 원자력사고로 국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감과 원자력안

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제1차 원자력정책원탁회의(’96. 

4), 고속증식로간담회(’97. 1), PNC개혁검토위원회(’97. 4), 제2차 원자력정

책원탁회의(’99. 1) 등 원자력정책 재검토를 위한 일련의 회의가 개최되어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 해소, 원자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반  등

과 함께 핵연료주기 정책 추진 및 원자력시설 안전확보 등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 다. 

이러한 상황들을 반 하여 ’99년 5월 장기계획 개정을 위한 ｢장기계획책

20) 원자력기술정책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RR-2101/2000,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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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의｣를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심의를 개시하 는데, 산하에 중

요분야별로 6개 분과회를 설치하여 집중 심의하 다. 심의에 있어서 분과

회의 모든 심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 고 심의를 거쳐 2000년말 장기계획이 원자력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책정되었다. 

장기계획에서는 국민․사회와 원자력과의 조화, 에너지안정공급을 위한 

경수로 발전 체계의 정비, 고속증식로 및 관련 핵연료주기 확립을 위한 연

구개발 추진, 다양한 첨단 원자력 기초기반 연구개발 추진, 국민생활에 공

헌하는 방사선 이용의 고도화,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 원자력활동 이해 추

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계획 책정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TMI사고와 체르노빌사고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주｣ 사고

부터 JCO 핵임계사고에 이르는 일련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치 한 준비와 

공개적 행정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에 의한 장기계획 개정을 추진하 고 핵

연료주기 확립이라는 기본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크다.

(2) 원자력정책 기본방향

지구환경문제나 일본의 지리적․자원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절

약, 재생에너지의 활용 등을 최대한 추진하면서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이산

화탄소의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계속적으로 주력 

발전원으로서 역할하도록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핵연료주기의 확립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

수되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라늄의 이용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줄

이는 환경부하의 감소의 관점에서, 고속증식로 주기기술을 불투명한 미래

에 대비한 유력한 선택안으로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26 -

현재 의료․농업․산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 이용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계속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 측면에서 원자력은 기초과학분야에서의 새로운 지식과 견해를 

가져다 주는 한편 생명과학이나 물질 및 재료 등의 분야에서의 최첨단의 

연구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급효

과 극대화를 목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원자력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확보와 입지지역주민을 위

시한 국민이해와 협력 증진에 크게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

본의 원자력정책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또한 일본의 

플루토늄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주요

한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플루토늄 이용에 대해서는 잉여 플루토

늄을 보유하지 않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

다.

(3) 원자력발전과 핵연료주기의 기본방향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자급률 향상, 에너지 안정공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주발전원으로서 역할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핵연료주기 기술은 원자력이 장

기간에 걸친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므로, 이를 실용화해 나

감으로써 일본의 에너지공급 시스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 및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얻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

되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

고 있다.

원자력 연구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처분

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관련법 등의 정비를 통한 환경정비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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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고속증식로 주기는 우라늄 자원의 이용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으

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내의 잔류방사능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미래의 유력한 기술 선택안으로서 규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실시

하면서 고속증식로 주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플루토늄 이용에서는 안전확보를 대전제로 하고,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국제적 이해와 신뢰를 얻는 외교적 노

력과 함께 잉여 플루토늄을 갖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한층 더 명확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플루토늄 재고에 관한 정보 관리와 공개에 충실하도록 한

다는 등의 플루토늄 이용의 투명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위탁재처리와 일본 국내 재처리 공장에서 회수되는 플루토늄은 당

분간 경수로에 이용하고 고속증식로 연구개발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

구개발에 이용되는 플루토늄의 수요는 관련 연구개발 계획과 진척상황을 

고려하여 플루토늄 수급의 전체를 유연하면서도 투명한 이용이 되도록 하

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안전한 처리와 처분을 발생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며,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처분이 안전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시설의 폐

지조치는 설치자의 책임 하에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

원을 얻으면서 추진하도록 한다. 

라. 중국의 원자력정책

(1) 원자력개발 기본정책 방향

중국에서 원자력의 에너지 이용 분야에 있어, 중국의 원자력정책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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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전은 수․화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 원자력기술자립을 추진한다.

◦ 원자력안전을 최우선 명제로 삼는다.

◦ 원자력개발을 지원할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 원자력기술자립을 위한 관련 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2) 원자력발전의 역할

중국에서 전력생산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탄과 수력이다. 석탄은 

확인된 매장량이 약 6,000억톤에 이르고, 수력도 개발 가능한 설비용량이 

360GW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력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서 

1997년말까지 단지 56GW 정도만이 개발된 상태이다. 석탄의 경우는 매장

지역의 편중성으로 인하여 공급지역과 수요지역간의 수송비용 부담이 크는 

등의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수요지역 중심의 전원개발이 필요하게 되어 

원자력발전의 개발 도입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에서의 전원개발 기본정책은 수력개발에 우선순위

를 두고 동시에 화력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원자력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3) 원전기술 개발 정책

중국에서 2010년까지 전력소비는 2010년까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원개발계획도 2000년에 290GW의 설비용량을 개발하

여야 하고, 2010년까지는 500GW, 2020년에는 700-800GW가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에 수립된 중국의 원전개발계획(<표 2.1.5> 참조)

에서는, 2010년까지 화력 및 수력을 완전히 개발한다고 가정하여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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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대한 부족분이  20GW 정도 발생하게 되고, 이를 원자력으로 충당

한다는 것이 원전개발 계획의 중심이다.21) 현재 중국에서는 운전중인 원전 

3기와 건설중인 원전 6기 및 주문중인 원전 2기를 모두 합쳐도 8.2GW의 

설비용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2010년까지의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앞으로 12GW의 새로운 원전 설비용량 증설이 요구된다. 

<표 2.1.5> 중국의 원전개발 계획(1997년)

연도 총설비용량(GW) 원전설비용량(GW) 원전점유율(%)

1995 217 2.1 1.0

2000 290 2.1 0.7

2010 500 15-20 3.0-4.0

2020 700-800 40-50 5.0-6.0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서 원자력기술 자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자력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에서는 원자력 공급안전성과 환경안전성 그리

고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원자력기술자립은 과거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구축된 원자

력과학기술 및 시설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선

진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민수용 원자력기술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원자력기술협력에서는 수입을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입찰 방법을 

채택하지만 국내 원자력관련 정책을 따르고, 원자력기술 자립에는 설계․

제조․건설 및 운전․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핵연료공급은 국내 

조달로서 충당한다는 자립정책을 견지하고, 이를 위해 원자력개발에 따르

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라늄탐사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4) 원자력 인프라

21) 원자력기술정책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RR-1984/99,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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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원자력개발 역사는 핵무기개발과 관련하여 40여년에 이르고 있음

에 따라 원자력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 즉, 우라늄 탐사, 

hydro-metallurgy, 동위원소 분리, 핵연료 제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방사

성폐기물 관리 등의 핵연료주기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기술을 민수용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핵연료주기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기술은 기체확

산법에서 원심분리법으로 전환디고 잇고, 핵연료 성형가공 시설은 300MW

급 원전을 포함하여 600MW급 및 900MW급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규모

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라늄 탐사 및 hydro-metallurgy 분야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in-situ leaching 혹은 heap leaching 법이라는 신기술을 채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라늄자원은 풍부하나 경제적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우라늄 가공 능력은 500-600 톤-U 수준으로 추정되며, 추가 가능

량도 1,000 톤-U 정도이다. 그러나 원전 개발에 따라 소요될 우라늄 양은 

2005년에 900-1,500 톤-U 정도, 2010년에는 2,400-3,000 톤-U 정도이며, 

2015년까지는 3,200-4,000 톤-U 정도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우라

늄 매장량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 이에 우라늄 탐사 활동

의 강화와 함께 수요관리(예를 들면, 재순환 사용 등)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 다.

마. 러시아의 원자력정책

러시아의 원자력정책은 MINATOM에 의하여 “1998∼2005년 및 2010년까

지의 러시아 원자력개발 프로그램22)”이라는 제하로 설정되어 수행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원전 단지의 운 과 향후 건설될 

차세대 원전의 개발을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22) 원제는 the Programme for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in 

1998-2005 and the period up to the year 201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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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있어서 원자력개발 전략 프로그램의 설정은 두가지 환경 요인에

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유럽과 같은 원자력기술 선진국

에서는 핵연료 공급이 안정되고 있고 에너지가 풍부함에 따라 원자력 프로

그램을 축소하고 있으며, 둘째,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에너지생산을 

급격히 증대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20세기에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하 던 

원자력국가들의 발자취를 뒤따르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산업발

전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혼란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조정

하는 것에 전략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의 한계와 환경규제 등에 따라 러시아는 화석연료 이용에 있어서의 

제약을 분명히 인식하고,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이고 경쟁력있는 에너지원임

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원자력기술이 기존의 에너지원

에 비해 경쟁력있도록 개발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인식하며, 또한 

지금까지의 원자력기술 개발 경험을 살려 경쟁력있는 원자력발전기술의 개

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99년 12월 21일 MINATOM 이사회는 

MIANTOM이 작성한 “The Strategy for Russian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the First Half if the 21st Century23)"라는 제하의 전략프

로그램 보고서를 승인하 고, 정부의 검토의견을 반 하여 2000년 5월 25일 

수정․보완된 후 정부의 승인을 득하 다. 이하에 이 전략 보고서의 내용을 

개괄한다.

(1) 원자력개발 기본방향

상용 원자력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2단계로 구분되어 추진하도

록 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열중성자 원자로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

하고 고속증식로에 이용할 플루토늄을 생산․축적하도록 하며, 두 번째는 

23) Mini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Atomic Energy, "The Strategy for Russian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the First Half if the 21st Century", Moscow,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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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증식로서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를 점차 대체하면서 원자력을 대규모

로 도입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의 전략적 목적은 자원의 

재순환을 통하여 값싼 에너지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전술적인 목적은 

우라늄을 이용하는 원자로를 통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공급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원자력개발 현황

러시아에는 29기, 21.1GWe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되고 있다. 이중 13기

는 VVER형(가압경수형)이고, 11기는 RBMK형(흑연감속형)이며, 4기의 

EGP형(가압수냉각․흑연감속형 원자로로서 열․전기병합용 원자로임) 및 

1기의 고속증식로(BN-600)이다. 그리고 건설중24)인 원전이 5기로서 

VVER-1000형이 4기, RBMK-1000형이 1기이다.

러시아에서 원자력발전이 에너지공급 특히 전력공급에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민간 원자력산업은 어떤 위기에 봉착하여 있다. 이

러한 위기는 서구에서 고속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있고, 세계에너지 공급

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감소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와 함

께 원자력 폐지를 주장하는 반 원자력 인식이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원자력산업 현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오늘날 원자력산업은 운전 안전성은 충분히 수용할 만하며, 점차 

차세대(제3세대) 원자로로서 교체됨에 따라 더욱 안전하게 운 될 것이다.

둘째, 비용 효과적인 천연우라늄자원은 한계가 있다. 지금과 같이 우라늄

을 연소만 시키는 열중성자 원자로에서는 러시아에서나 세계 전체에서도 

21 세기 내에 우라늄자원을 고갈시키게 될 것이다. 천연 우라늄 자원의 고

갈 시기는 MOX 연료의 사용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나 궁극적으로는 고속

증식로로 가야할 것이다.

24) VVER-1000형은 Rostove에 2기, Kalinin 및 Balakovo에 각각 1기가 건설중이고, 

RBKM-1000형은 Kursk에 1기가 건설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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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원자로의 공학적 안전장치의 과다한 설비는 원자력의 경쟁력을 저

하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추세로 되어 있다.

(3) 원자력개발 전망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에너지연구소에서 전망한 바에 의하면, 2020년까

지 러시아의 전력수요는 최대성장 시나리오 하에서 1,545 TWh, 중간 성장 

시나리오에서는 1,200 TWh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부터 1년 단

위로 본 전력수요 증가 전망은 다음과 같다.

○ 고성장 시나리오 : 2000년 864 TWh, 2005년 995 TWh, 2010년 1,135 

TWh, 2015년 1,315 TWh, 2020년 1,545 TWh

○ 중간 성장 시나리오 : 2000년 864 TWh, 2005년 945 TWh, 2010년 

1,020 TWh, 2015년 1,100 TWh, 2020년 1,200 TWh

한편 원자력발전 전망에서는 2050년까지 설치용량이 90.5 GWe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발전량은 674 TWh로서 총발전전력량의 2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2000년부터 10년 단위로 전망한 바는 다음과 같다.

○ 설치용량(GWe) : 2000년 21.2, 2010년 32.2, 2020년 50.0, 2030년 65.0, 

2040년 72.5, 2050년 90.5

○ 원자력발전량/발전비중(TWh/%) : 2000년 130/15, 2010년 224/22, 2020

년 350/25, 2030년 484/26, 2040년 540/21, 2050년 674/20

(4) 원자력개발 전략

러시아가 채택하고 있는 원자력개발 전략의 기본원칙은 핵연료 재순환, 

자연 안전성 확보 및 경쟁력 확보의 3가지이다. 핵연료 재순환은 천연우라

늄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속증식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자연 안전성 확보는 고유안전성을 가진 원자로 개발을 통하여 사

고 위험성을 대폭 감소하고 일반 대중에 대한 방사선위험을 크게 줄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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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안전원칙의 적용은 과도한 공학적 안전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다. 경쟁력 확보

는 과거의 비용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으로부터 탈피하여 더욱 안전한 것을 더욱 값싸게 한다라는 원칙으로의 전

환을 의미한다.

바. 대만의 원자력정책

(1) 에너지정책

대만은 국내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자원의 96% 이상을 수

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급원의 다양

화를 추구하고, 환경보전을 고려하는 에너지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에너지정책의 주안점은 ① 에너지 효율 향상, ②에너지 오염 방지, ③ 

에너지 연구개발, ④ 에너지공급 안정성 보장, ⑤ 타당한 에너지 가격의 유

지이다.25) 한편 전력사업에서는 2020년의 발전원 구성비 목표로서 석탄 3

5∼ 37%, 석유 4∼5%, 천연가스 27∼29%, 수력 9∼10%, 원자력 9∼20%, 

신에너지 1∼3%로 설정하고 있고, 또한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발전, 송전, 배전을 분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 원전 및 연구로 개발

대만의 발전설비 구성을 보면, 화력 64%, 원자력 19%, 수력 17%이다. 현

재 원자력발전소는 3개 부지에 총 6기(514만 kWe)가 운전 중에 있고, 원자

력발전 점유율은 약 26%에 이르고 있다. 대만은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하

여 원자력발전을 화력의 대체 발전원으로서 고려하고 있고 제4 부지에 새

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1999년 용문(龍門) 원자력단지의 건

설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다.(부지의 위치는 아래의 <그림 2.1.3< 참조)

25)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연감-1999, 199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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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대만의 원자력시설 분포도

이 계획은 1980년에 입안되어 건설 승인을 얻은 바 있으나, 1986년에 국

회에서 당시 고조되고 있는 환경문제 등에 편승하여 예산동결조치를 취함

으로써 건설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그 이후 1992년 국회가 

예산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1993년 국제입찰을 공고하여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 하 으나, 국회가 다시 1996년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건설계획이 표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만 정부에서 

본 계획에 따른 건설의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재추진이 이루어지

게 되어 추진되었으나, 2000년 총통선거26)에서 승리한 민진당이 내세운 선

거공약27)에 의하여 그 추진이 다시 한번 중단 위기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민당이 총통 파면을 위한 법률을 추진하는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후 대법원의 재정을 거쳐 정부는 2001

년 2월 건설 속개를 결정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26) 2000년 3월 18에에 실시된 선거에 의하여 대만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게 된 

것으로서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정권이 교체됨.

27) 민진당은 선거공약으로 건설중인 용문(龍門) 원자력발전소의 계획 중지와 현재 운전중

인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 조치한다는 것을 내걸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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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만의 원전 건설 계획의 표류는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이슈화와 이에 편승하는 정치권의 시각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한 

모든 국가의 원자력계가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인 국민이해가 걸림돌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만 원자력연구소는 1987년에 폐쇄 조치되었던 연구로를 재가동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 다. 이 조치는 기존의 연구로인 TRR-1을 새롭게 TRR-2

로 개조한다는 것으로서 노심부분을 교체하여 건설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계획은 1998년 정부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되고 있다. 

TRR-2의 사양은 출력 20MW, 중성자속 2.0×1014 정도이고, 주요 이용 

목적으로는 ① 중성자 빔 이용, ② 연료재료 조사시험, ③ 방사성동위원ㅅ 

생산, ④ 의료용 조사, ⑤ 방사화 분석 등이다. 

(3) 방사성폐기물 처분

대만에서 원자력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큰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 방

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난유도 시설에 임시 저장할 방침을 정하고 당초 총 33만 배럴을 

용량으로 하 으나 섬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현재 사용중인 제2단계 

공사부터는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대만전력공사는 난유도와의 계약에 따라 현재 저장된 9만여 배럴의 저준

위 방사성폐기물을 2002년까지 철거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

하여 란유도 주변 섬을 대상으로 처분장 후보지를 물색하여 왔고, 총 6개 

후보지를 잠정 선정하 으나 주민 반대로 인하여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

다. 이러한 연유로, 대만 당국은 국제협력을 통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추

진하여, 북한과 처분계약을 맺은 바 있으나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며, 러시아와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계

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 37 -

북한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과로 추진되었다. 먼

저, 대만전력공사와 북한간 방사성폐기물 이송계약 체결은 1997년 1월 17

일에 대만전력공사와 북한이 계약당사자로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향후 2년 내에 대만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60,000 배럴을 배럴당 

1,150달러의 가격(현금으로 지급)으로 북한으로 반입하여 처분하며, 그 이

후에 추가로 140,000 배럴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을 옵션으로 한다는 것

으로서 총 반입량은 200,000 배럴이게 되었다. 이러한 계약의 배경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인 란유(Lanyu) 처분장이 포화상태

(저장용량 98,112 배럴)에 근접하여 새로운 처분장을 확보하려 하 으나 주

민반대로 실패하고, 또한 2002년까지 란유에 저장된 폐기물을 모두 제거하

기로 약속함에 따라, 새로운 처분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방사성폐기물 국제 거래에 대한 도

덕적 문제, 북한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 및 북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또는 

저장 기술능력에 대한 의구심 제기 등과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대만 정부는 이 계약 승인을 지연하여 왔으며, 또한 본 계약을 향후 2년간 

연장한다는 등의 조치를 취하 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진척이 없다.

4. 미국 원자력정책의 전환

가. 미국의 원자력정책 전환 현황

2001년 5월 17일 캘리포니아주의 대정전을 경험한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작성 발표하 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체니부대통령을 의

장으로 국가에너지정책기획그룹(NEPD)이 약 4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에 걸쳐 완성된 것이지만, DOE는 물론 재무성, 운수성, 내무성, 상무성 등

이 관여하여, 문자대로 범부처적 에너지정책으로 작성되었다.  더욱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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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맞지 않을 경우는 법개정을 해서라도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삽입

하는 등 부시정권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새로운 “국가 에너지정책” 가운데 주요 내용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것

이 원자력발전의 확대이다.  미국은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 103기를 갖는 

세계최대의 원자력발전대국이지만 1974년 이후 신규 원전의 발주는 없었다.  

미국 원전의 40기는 1970년대에 발주된 것이고 그 중 가장 마지막 원전도 

1996년에 운전을 시작한 왓츠버(Watts Bar) 1호기이지만 운전중인 103기의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순조로운 운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운전실적과 부시 신정권의 에너지 정책변화에 힘입어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원자력발전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원자력발전량은 1980년의 3,000

억kWh에서 2000년에는 7,300억kWh로 급증하여 높은 이용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나. 제 4세대 원자로 계획

 제 4세대 원자로의 개발에 대해서는 1999년 미국원자력학회의 회의에서 

DOE 원자력에너지 과학기술국장 맥우드의 발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제 1세대는 초기의 원형로인 쉬핑포트(PWR)이나 드레스던(BWR)이 대

표격이다.  제 2세대는 그 후 상업용로인 경수로나 CANDU형이었고, 제 3

세대는 제 2세대의 개량형인 개량형 비등수형원자로(ABWR)나 유럽가압수

형로(EPR), AP 600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제 4세대는 또한 차세대 원자로로 ①높은 경제성, ②보다 높은 핵

확산저항성, ③보다 높은 안전성, ④폐기물의 최소화라는 특징을 갖는 것으

로 정의되고 있다.  이 특징에 대해서는 2000년 5월에 개최된 국제워크샵에

서 다음과 같이 더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①세계적으로 다른 발전원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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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자본비는 약 1,000US달러/kW, 건설기간은 3∼4년 정도이고, ②연료사

이클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할 

것, ③로심손상 가능성이 극히 낮고 인적오류에 대해서도 높은 여유를 갖고 

있을 것, ④연료주기, 수송, 해체, 제염의 모든 부분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최

소가 되도록 설계할 것이었다.

 제 4세대 원자로는 NERI의 대상이 되는 경수로이다.  NERI는 1997년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의 권고를 받아 1999년 회계연도에서 예

산 배정된 혁신적 원자력연구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제안에 공모된 명칭이

었다.

 미국은 앞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적으로도 기술의 유지,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내에서의 원자력전공 학생의 감

소에 대응하여,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매력적인 개발프로젝트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NERI가 개시되었다.  또 DOE는 NERI계획의 국제판인 ‘인터내셔

널 NERI계획’을 2002년의 회계년도에서 개시한다.

다. 미국의 2002년도 원자력관련 예산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2002년 에너지 및 수자원 개발에 관한 세출법안은 

하원에서는 399대 29, 상원에서는 96대 2로 각각 투표결과가 나오면서 통과

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DOE)의 원자력에너지, 과학 및 기술

국에서 관장하는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에 총 2억5천만 달러가 배정됐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DOE의 원자력에너지연구기획(NERI)에 대한 연구자

금 증액과 방사성폐기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자금 감소로 요약된다.  

NERI는 개량형 원자로 및 개량형 핵연료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DOE가 요청한 금액보다 1,400만 달러가 증가된 3,200만 달러가 배

정됐다. 반면 유카마운틴 프로젝트에는 DOE가 요청한 금액보다 7,000만 달

러가 감소된 3억 7,500만 달러가 배정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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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 R&D 분야

지출법안은 DOE가 수행하고 있는 3개의 원자력에너지 R&D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자금을 증액시켰다.  DOE는 NERI, NEPO(Nuclear Energy Plant 

Optimization), NET(Nuclear Energy Technologies)를 수행하고 있다.  

NEPO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로 산업체와 연

구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DOE가 요청한 금액보다 250만 달러

가 많은 700만 달러가 배정됐다. 

NET는 3+세대 및 4세대 원전으로 알려진 신형 원자력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DOE가 요청한 금액보다 750만 달러가 많은 1,200

만 달러가 배정됐다. 예산위원회는 400만 달러를 4세대 기술의 로드맵을 

완성하는데 사용하고, 300만 달러를 로드맵의 장기 권고에 따른 신형 원자

로의 개발에 사용하며, 산업체와 공동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관련

된 사항(조기부지승인, 통합인허가, 표준설계인가)의 연구에 3백만 달러를 

사용하고, 200만 달러를 신형 원자로 설계의 인가를 위해 필요한 핵연료 

및 재료물성 연구에 사용할 것을 지시하 다. 

(2) 유카마운틴 프로젝트

DOE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승인된 37,500만 달러의 예산은 

애초의 상하원 법안간의 타협의 결과이다.  하원은 DOE가 요청한 44,500

만 달러에서 44,300만 달러를 승인했다. 

반면 상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라이드 의원의 반발로 이를 27,500

만 달러로 삭감해 버렸다.  네바다주 의원인 라이드는 자신의 주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연구자금을 삭감함으로써 

프로그램 진행을 늦추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삭감은 하원이 승인한 수

준과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자각으로 상원의원들에 의해 타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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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37,500만 달러가 결정됐다.  예산위원회는 보고서에서 9,500만 

달러를 방사성폐기물기금에서, 28,000만 달러를 군사용 폐기물처분 계정에

서 부담하도록 했다. 올해 방사성폐기물기금에는 약 7억 달러가 추가로 적

립될 예정인데 적립되는 금액에 비해서 사용되는 금액은 아주 적다. 

예산위원회는 DOE가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해 부지권고보고서와 최종 환

경 향평가서의 적시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두 

보고서는 2001년 7월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2002년 2월까지로 늦춰진 상태

이다. 위원회는 일부 과학적, 공학적 작업이 부지권고 보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NRC와 방사성폐기물기술검토위원회가 우려하는 기술적 

사항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작업이 부지권고 보고

서의 제출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한 네바다주의 감독활동에 대해서 2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

했고 지방의 관련단체에 600만 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들 자

금이 의회 또는 주 의회에 계류중인 문제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향

을 주는 행위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유카마운틴 프로젝트에 대한 로비 혹

은 소송에도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3) 원자력규제위원회

의회는 NRC에 51,69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NRC 감사국에 

대한 620만 달러가 포함된 금액이다. NRC는 그러나 이 예산을 개정된 10 

CFR 35의 집행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위원회는 규정했다. 10 CFR 35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사용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는데 2000년 10월 

NRC가 채택한 것이다. NRC는 상원과 하원 예산위원회에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나쁜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규제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설명한 이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NRC는 최소 규제부담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2001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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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는 신규 원전 인허가에 대비한 예산으로 1,000만 달러를 추가 요청

했는데, 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예산위원회는 이 자금이 비용징수 

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4) 기타 원자력 프로그램

의회는 방사성동위원소 지원 및 생산에 2,620만 달러를 승인했다. 이는 

800만 달러가 증액된 금액이다. 여기에는 2002년 예상되는 900만 달러의 

비용징수가 포함되어 있다. 

의회는 대학의 원자력공학 및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 DOE가 요청한 금액

보다 550만 달러가 많은 1,750만 달러를 배정했다. 예산위원회는 추가금액

을 대학 연구용 원자로 활용방안을 논의한 원자력에너지연구자문위원회의 

최종 권고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DOE는 지역별로 분산된 연구

용 원자로 사용자 시설 및 교육 훈련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5) 우라늄 시설

2001년도에 신설된 우라늄 시설의 유지와 보수 계정은 우라늄 농축시설 

제염 및 해체 기금 적립과 기타 우라늄 관련 활동을 위한 계정이다. 의회

는 총 41,94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제염 및 해체 기금을 위한 29,960만 

달러, 기타 우라늄 활동에 12,380만 달러로 구성된다. 

(6) 원자력 안전 국제협력

구소련 설계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향상을 위한 DOE의 원자력안전 국

제협력 프로그램에는 DOE 요청금액보다 380만 달러가 적은 1,000만 달러

가 배정됐다. 

(7) 핵무기 해체 물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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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DOE의 핵분열 물질 처분 프로그램에 요청금액보다 5,430만 달러

가 많은 30,240만 달러를 배정했다. 여기에는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형원자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미국-러시아 공동프로젝트

에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미국은 미국과 외국

에서 차세대 원자로의 가능성을 위해 이 기술을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는 DOE가 MOX 연료의 상업적 활용을 추진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행정부가 처분프로그램을 일관적으로 추진하지 않

고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는 것과 적은 예산으로 인해 플루토늄 처분 프

로그램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DOE는 플루토늄 처분자금을 일관

성 있게 현재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 다.

5. 독일의 신에너지 정책

가. 독일의 원전 현황

독일의 원자력발전소는 총 19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이들의 용량은 22,365 

MWe에 이르고 노형별로는 6기의 BWR을 포함하여 13기의 PWR로 구성되

어 있다.  2000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량은 159.60 TWh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총발전 전력량의 31 %에 달한다.  또한 평균가동률이 91%

를 달성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의해 억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약 

17,000만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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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독일의 원전현황과 잔여발전량

a) 2000년 1월 1일 기준

원자력발전소 원자로형 설비용량
상업운전개시

(yy.mm)
잔여발전량(MWh)a)

Bunsb ettel KKB

Gundremingen B

Gundremingen C

Isar KKI 1

Kr mmel KKK

Philippsburg 1

Biblis A

Biblis B

Brokdorf

Emsland, KKE

Granfenrheinfeld

Grohnde

Isar KKI 2

Neckar GKN 1

Neckar GKN 2

Obrigheim KWO

Philippsburg 2

Stade KKS

Unterweser KKU

BWR

BWR

BWR

BWR

BWR

B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806

1,344

1,344

  912

1,316

  926

1,225

1,300

1,440

1,440

1,345

1,430

1,475

  840

1,365

  357

1,458

  672

1,410

77.02

84.07

85.01

79.03

84.03

80.30

75.02

77.01

86.12

88.06

82.06

85.02

88.04

76.12

89.04

69.03

85.04

75.05

79.09

 4,767

16,092

16,835

 7,835

15,822

8,714

6,200

8,146

21,788

23,007

15,003

20,090

23,121

 5,735

23,604

   870

19,861

 2,318

11,798

합계 (MWe) 22,365 251,605

나. 독일의 원자력 정책

(1) 탈원자력정책 합의 현황

1998년 9월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SPD)이 제1여당이 되어 연합‧녹색당

과의 연립정권을 출범시키면서 선거기간중 공약사항중 하나 던 탈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연립정권은 탈원전을 반 한 원자력법 개정법안의 

조기 의회제출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전력업계와 관련 종사자들의 강력

한 반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9년 1월 이후 연립정부와 전력회사 간

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다가 2000년 6월 14일 연립정부의 슈레더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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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러 연방경제장관 그리고 트릿틴 연방환경장관과 전력회사 대표들간에 원

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본격적으로 32년으로 하는데 합의가 되었다.

그 후 2001년초에 방사성폐기물 수송이 재개되어 연방환경부가 법률에 

관한 안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서명이 이루어졌다.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전중인 원자로는 각 원자로의 총운전기간을 32년으로 보고 계산한 

잔존발전량인 2,623TWh까지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한 원자력발전소에

서 다른 원자력발전소로 잔존발전량의 전용이 가능하다.  (그 결과 구

형 발전소를 조속히 폐지하고 그 잔존발전량을 효율이 높은 원자력발

전소로 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탈원자력을 달성하는 시기는 

운전개시이후 32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②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는 2005년 7월에 종료한다. 이 시점에서는 국, 

프랑스의 재처리공장으로의 연료수송이 인정되어 수송된 양의 재처리

는 인정된다.

③ 사업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5년이내) 발전소 부지내 

또는 부근에 (소위 분산형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가진다. 재처리 종료 및 분산형 저장시설 설치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수송 필요성이 극소화되어 각 주의 부담이 공평하게 된다.

④ 신규 원자력발전소는 건설하지 않는다.

⑤ 연방정부는 높은 안전기준의 유지 및 원자력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잔

존운전기간 중의 원자력발전소의 방해없는 운전 및 후행핵연료주기를 

보증한다.

(2) 탈원자력 합의의 의미 해석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 대해서 향후 주목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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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독일의 전력회사는 핵물질 수송 등에 여러가지 정치적 방해를 

받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운전가능한 시한 내에서는 안정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한편 전력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합의

는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합의서명에 대한 전력회사의 입장은 연방정

부에 의한 탈원자력정책을 전력회사가 인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운전기간과 방해받지 않는 계속적 운전이 인정되었다는 점

에서 현실주의적인 타협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다. 전력사의 입장에서 이러

한 합의는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아 서명한 현실적인 타협이며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원자력관련 문제를 차후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에는 바이에룬주 등 남부에 있는 주(야당이 다수파를 차

지하는 주가 많음)에서는 주정부가 임명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연방의회

에 이 법안을 상정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의향을 표명하 으며, 이번의 

합의서에 서명에 대한 남부의 주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원자력 추진파이며 최대 야당인 기독 민주/사회 동맹(SDU/CSU)은 정식

서명 다음날인 6월 11일 정권에 복귀하려면 즉시 연방회의에서 단계적 폐

지안을 없애고 이것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독

일 총선거는 통상 4년마다 치루어지며 다음은 2002년 후반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총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에서 탈

피하여 현실적으로 에너지효율화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등

의 대체에너지로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독일은 풍력발전이 비약

적으로 증가하고는 있듯이 에너지효율화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크게 기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8년 6월의 유럽환경장관회의에서는 

독일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21%를 삭감할 것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와 탈원자력정책을 어떻게 양립시켜 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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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중간저장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지만, 최

종처분문제-특히 2000년 6월에 합의에 따라 탐사가 일시중단된 고아레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독일에서의 탈원자력정책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

며,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도 2002년으로 예정된 총선거결과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3) 독일 야당의 원자력 정책28)

현 독일의 게하르트 슈뢰더 연립정부의 최대 야당인 기독사회연맹은 올

해 실시되는 연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현 정부가 수립한 원자력 폐쇄 정

책을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사회연맹(CSU)의 총수인 에드문드 스토이버의 대변인은 지난 목요

일 원자력정보 소식지인 NucNet과 가진 인터뷰에서 에드문드 스토이버가 

올 9월 선거에서 승리해 수상이 되면 현재의 반원전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

고 밝혔다.  바바리아주의 주지사이면서 CSU의 총수인 스토이버는 현재 

CSU와 기독민주연맹(CDU)의 연립정당에서 보수파 공동 수상 후보이기도 

하다.  CSU 대변인 안드레아스 바이써는 현재 연립야당의 에너지정책이 

구상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현 적녹연립 정부가 마련한 원전 가동기

간 제한협정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발간된 에너지정책 보고서에서 경제장관 베르너 뮬러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야심찬 목표'가 독일 경제를 악화시키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뮬러 장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인 

인사이면서 원전 가동 연수를 제한하는 협정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주요 역

할을 수행했다. 그는 또한 독일 녹색당의 기후변화 방지와 원전 폐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치적 시도가 결국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28) http://www.worldnuclear.org/backref/news/02/02_20.htm 참조



- 48 -

하게 만들어 원자력의 사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독일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는 원자력이 독일산업의 미래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다. 독일의 에너지환경 정책

(1)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

 유럽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독일의 풍력발전 비중은 세계

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독일이 시행하고 있

는 신‧재생에너지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법적 토대

독일의 풍력발전 증대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

력매입법은 독일전력사연합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0년 12월 의회

에서 모든 정당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 전력

회사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으로 매

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소비자 전력가격의 90%, 설비 용량 500kW까지의 소수력, 

바이오매스, 매립지 가스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소비자 전력가격의 

80%에 지역 전력회사가 매입하여야 한다.

전력매입법이 제정되면서 풍력과 태양광 전력의 가격이 1kWh당 약 17

페니히로 책정되었고, 이는 태양광 발전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

나 풍력발전 비용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풍력발전시

설의 급속한 증가를 유발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풍력 발전 설비는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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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2배씩, 1995년부터는 매년 약 40%씩 증가하여 세

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 지원 정책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 수

행된 정책으로 “1000지붕 프로그램”이 있다.  이 지원책은 비록 성공했다

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지만 독일의 태양광 발전 시설 증가에 상당한 기여

를 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주택 소유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속 지원책

없이 프로그램이 끝나자 일부 회사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등 태양광 발

전시장은 급속하게 쇠퇴하 다.

(다) 아헨 모델

 “1000지붕 프로그램”이후 몇 년간 정체 상태를 겪었던 태양광 발전은 

1992년 말 “아헨모델”의 도입으로 도약의 전기를 맞이 했다.  “아헨모델”

은 전력 수급을 위해 새로운 발전 시설을 건설할 경우 그 비용을 전력가

격에 반 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의 생산비

용을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이 증가된 비용을 소비자 가격

에 반 하자는 것이다.

 “아헨모델”은 1992년 말 아헨시 의회에서 태양전기는 1kWh당 2마르크, 

풍력전기는 0.4마르크로 매입한다는 결정을 한데서 유래한다.  이후 이 결

정은 1994년 6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전력가격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다.  “아헨모델”은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퍼져나갔고, 이 후 태양광 

발전 시설을 급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독일에서는 현재 30여개 이상

의 지방정부가 이 모델을 시행하고 있다.  이 모델의 도입으로 독일의 태

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1990년의 1.5MW에서 1997년에는 34MW로 급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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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생태계보호 세제 개혁 동향

(가) 환경을 고려한 유럽의 에너지 조세 정책

 1990년 이후 유럽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환경을 보존

하고, 동시에 고용도 창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오고 있다.  유럽 

제국의 공통적 노력외에도 각국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환경보존을 위

한 에너지세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선 CO2 및 국지성 오염원 배출

을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탄소세나 혹은 유황세 등의 세제를 도입하고 있

다.  국의 기후변화부과금이나 독일이 생태적 세제 개혁 등도 이와 같

은 맥락에서 부과되는 세제이다. 

(나) 생태적 세제 개혁(Ecological Tax Reform)

이 문제의 핵심은 깨끗한 환경에 대한 시장가격이 너무 낮아 환경훼손

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전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 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는 깨끗한 환경이라는 상품

에 대한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환경에 대한 소비를 줄이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생태적 세제 개혁이란 환경에 대한 시장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반

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함으로써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 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구조적 실업까지 동시에 해결하겠

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여기서 환경보존을 위해 에너지에 특별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중 환경악화와 가장 상관도가 높은 상품이 바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환경훼손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화석에너지이며,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협약도 

바로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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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주목받지 못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는 환경 단체, 정치인은 물론 일부 기업체도 지지하게 되었다.  물론 독일

의 기업연합회는 에너지세가 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에너지가격 

인상이 에너지 절약과 소비효율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하고, 

에너지소비에 따른 환경훼손 비용을 직접 유발자에게 부담시키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다.  

또 독일의 정당 중에서 생태적 세제 개혁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사민

당과 녹색당이 1998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생태적 세제 개혁이 시행되게 

되었다.  두 당은 연립 정부를 구성한 후 선거 공약으로 삼았던 에너지세 

도입을 위한 법안 준비에 착수했고, 연방 의회와 연방 상원의 동의를 거

쳐 1999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다) 생태적 세제개혁의 내용

1) 1단계

생태적 세제개혁에 따라 에너지세제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자동차 연료는 0.06DM/ℓ, 경질유는 0.04DM/ℓ, 

천연가스는 0.0032DM/kWh 그리고 전력은 KWh당 0.02DM의 에너지세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낮은 에너

지세가 적용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전력 0.004DM/kWh, 경질유는 0.01DM/ℓ, 천연가스는 0.008DM/kWh의 

에너지세를 적용하 다.  이 밖에도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연간 70% 

이상 가동될 경우 1차 에너지 이용효율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세를 완전 

면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독일정부는 에너지세 납부에 대한 반대급부

로 기업 및 근로자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을 인하해 고용창출을 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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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1단계 에너지세 부과 내용29)

에너지세

자동차 연료 60 DM/㎘; 30.6 EUR/㎘

경질유 40 DM/㎘; 20.5 EUR/㎘

천연가스 3.2 DM/㎿h; 1.6 EUR/㎿h

전력 20 DM/㎿h; 10.2 EUR/㎿h

2) 2단계

생태적 세제개편의 2단계는 2000년 1월 실시되었으며, 2003년까지 단계

적으로 전력과 석유제품에 대한 에너지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독일정

부는 에너지세제가 계획대로 개편될 경우 1999년 첫해에 8,400백만DM, 

2000년 5,100백만DM, 2001년 5,400백만DM, 2002년 5,300백만DM, 2003년 

5,400백만DM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1.8>  세율 인상 방안

주)무연휘발유: 황함유량이 10mg/kg 이하일 경우 2003년 세율 1.31에서 1.28로 감면

   경유: 황함유량이 10mg/kg 이하일 경우 2003년 세율 0.95에서 0.92로 감면

단위 황 함유량 2000 2001 2002 2003

무연 휘발유 EUR/㎘
50mg/kg 

이하
562.7 593.4 623.8 669.8

경유 EUR/㎘
50mg/kg 

이하
378.5 409.2 439.7 485.7

천연가스 EUR/㎿h - 27.3 28.8 30.3 31.8

전력 EUR/㎿h - 1,058.8 1,111.7 1,164.1 1,217.0

(라) 생태적 세제개편 1년의 평가

29)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enveco/env_database/germany2000.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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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세제개편의 원리는 에너지 세수증대를 기업과 근로자의 노동비

용 절감으로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조세중립성을 표방했지만, 실제 결과는 

원래의 이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개별 기업이 노동집약도 및 자본

집약도의 차이에 따라 기업마다 다른 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자 평소 에너지세 인상에 불만이 많았던 독일기

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매우 강력한 로비를 펼쳐나갔고, 결국 사민당 정부

도 이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 결과 사민당정부는 기업들의 조세부담경감

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 는데, 우선 연간 50㎿h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농업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신설된 전력세의 20%(0.004DM/kWh)만을 

부과하기로 하 으며, 또 공공운송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설 전력세의 

50%(0.01DM/kWh)만을 부과하기로 하 다.  그리고 에너지세 신설로 인

한 조세부담 증가분이 만약 사회보장기여금 감면혜택보다 20% 이상 많을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세 부담증가분과 기여금 감면혜택의 

차액에 대해 80%를 감면키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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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차세대형 원자력시스템 개발 동향

1.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

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특성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이후 개발된 지금까지의 원자력시스템들을 제1세대

로부터 제3세대로 구분하고, 향후 미래(2030년 이후)를 책임질 혁신적인 개

념의 원자력시스템을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30)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림 

2.2.1> 참조)

<그림 2.2.1> 원자력시스템의 변천과 전망

제1세대는 1950년대에 도입된 초창기 원전으로써 미국의 Shippingport, 

국의 Magnox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제2세대는 1960년대 이후 원자력이용이 

30) 재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문 명은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이며, 약칭 

Gen IV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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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확대되면서 도입된 원전들로서 현재 운전되고 있는 원전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미국의 PWR, BWR 원전들, 캐나다의 

CANDU, 러시아 VVER과 RBMK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도입된 

고리와 월성 원전들이 이에 해당된다. 제3세대 원전은 1980년대 표준화되고 

개량화된 원전들로서 미국의 System 80+, ABWR, AP 600, 유럽의 EPR 등

이 이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KSNP(한국표준형 원전, 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인 광 및 울진 발전소들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향

후 2010년까지 단기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원전들로서 제3세대 원전들을 경

제성과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더욱 개량화한 원전들을 제3세대 플러스라고 

부르며, 미국 DOE가 미국내에 2010년까지 단기적으로 원전도입을 위한 검

토를 위해서 NTDG(Near-Term Deployment Group)을 구성하고 제3세대 

및 제3세대 플러스 원전들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낸 바 있다. NTDG에서 검

토한 원전들은 ABWR, ESBWR, SWR1000, AP600, AP1000, IRIS, PBMR, 

GT-MHR의 8가지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APR-1400이 이에 해당

된다. NTDG에 관한 자세한 것은 다음에 기술한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기술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향후 지속적

인 에너지공급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성

(Sustainability)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즉, 인류의 지속적인 발

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료자원의 활용성을 증대시켜 에너지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시켜 환경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핵확산저항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궁극적인 안

전성(Safety and reliability)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과 노심 용융 등 중

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경제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 발전원에 비해 전

수명 운전비용에서 경제성 우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초기 자본투자 감소를 

재정적 위험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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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 추진배경 및 경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미래의 급격한 에너지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인

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적 지지와 경제성 및 안전성

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원자력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에서 출발하 다. 이에 

미국 등은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8개국31)과 

함께 GIF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을 결성하여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국제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 1월 정책그룹 회의를 

시발로 약 반기별로 회의가 개최되어 왔으며, 회의별 주제와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에 기술한다.

(1)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 정책그룹 회의

미국이 2000년 1월 한국 등 8개국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여 제4세대 원자

력시스템 개발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정책 책임자급 모임을 개시한 것이 

GIF의 시초가 되었다. 당시 초청된 국가들이 GIF 창설 회원국이 되었다. 

당시 가장 중요한 회의 결과는 원자력의 필요성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이다. 공동선언문은, 향후 50년

간 전력소비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과 온실효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 담당할 

것임을 인식하고, 기존의 제3세대 원전은 향후 20년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나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다자간 협력형태로 

개발될 것이라고 하고, 이의 후속조치로서 각국의 실무자 그룹을 구성하여 

향후 개발될 기술 내용과 다자간 협력에 따른 제반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

31) 미국과 함께 GIF에 참여하고 있는 8개국은 한국, 프랑스, 일본, 국, 캐나다, 아르헨티

나, 남아공 및 브라질이며, 현재 스위스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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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 전문가그룹 회의

제1차 회의의 후속으로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전문가그룹 회의가 2000

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각국별 관심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다자간 협력 연구를 

위한 조직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WRANGR(World Research 

Alliance for Next Generation Reactor)32)를 설치하기로 하 다. 그리고, 제

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분야와 관심 연구분야를 발굴

하기 위하여 70개의 분야에 대해 각국의 관심정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기타 WRANGR 운 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3)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 전문가 Workshop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에 더하여 제4세대 원

자력시스템의 모양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0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workshop이 개최되었다. 여기

에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정책 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는 9개국의 전문가 

외에도 독일, IAEA 등에서도 전문가들이 참여하 다. 

이 Workshop에서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개발 목표년도를 2020년(현

재의 목표는 2030년임)으로 하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설계 특성에 대

해 4개의 그룹, 안전, 경제성, 폐기물 및 핵확산저항성으로 나누어 논의하

다.

안전그룹에서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노심 손상확율이 10-6보다 작아

야 하며, 원전 경계 밖에서 조치가 필요한 방사선 누출이 없어야 하고, 발

32) 현재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 공동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의 공식적인 명칭이 GIF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 회의에서는 WRANGR

로 잠정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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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가능한 사고에 의해서도 심각한 노심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자로 종합시험을 수행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

조하 다. 또한 원전 수명기간 계통 전체의 ALARA를 고려하여 설계하여

야 하고, 인적오류를 최대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논의되었다.

경제성 그룹에서는 발전단가가 3 센트/kWh보다 작아야 하며, 건설비 단

가는 1,000$/kWe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총 프로젝트 lead time은 48

개월 이내, 건설 lead time은 36개월 이내라야 한다는 점등이 강조되었다.

폐기물 그룹에서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이전의 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 저장시설이 확보되고 운전 

중이어야 함을 강조하엿다. 그리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가능한 한 폐

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다.

핵비확산 그룹에서는 핵확산 가능성이 현재의 원전보다 훨씬 어려워져야 

하며, 제4세대 워자력시스템의 핵비확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

정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4) 서울 GIF 회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체가 본격적으로 설립되어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으로 명명되고, 정책 및 전문가 그

룹이 함께 모인 연석회의가 2000년 8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본 회의체 참여 9개국과 OECD/NEA, IAEA, EC, NRC 

등이 참여하여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개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

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의의 명칭을 본격적으로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으로 하기로 하 고, GIF의 본격적인 구성․운 을 위

한 헌장 초안을 검토하 다. 한편, 지난 워싱턴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각국별 연구 수요 및 관심사항에 대한 재검토와 확인이 있었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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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 국제협력을 위한 전문가그룹의 역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기술

적 개발목표 초안을 검토하 다. 

(5) 파리 GIF 회의

2001년 3월 파리에서 GIF 회의가 개최되어 GIF 헌장에 대한 검토, 제4세

대 원자력시스템 기술적 개발목표에 대한 최종(안) 검토 및 국제공동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또한 제4세대 원자

력시스템의 최적 개념을 선정하고, 이의 효과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

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적 로드맵 작업의 추진 방안과, 이에의 GIF 

회원국 전문가 참여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4개의 원자로 개념별 기술작업그룹(TWG, 

Technical Working Group)에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하고 6명의 전문가를 

추천하 다.

(6) 마이애미 GIF 회의

2001년 10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GIF 회의에서는 GIF 헌장에 대한 서

명이 완료됨에 따라 GIF 공식 출범을 위한 행사가 있었고, 신규 회원국으

로서 스위스의 참여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한편, 제4세대 원자력시스

템 로드맵 작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념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들의 가중치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음 GIF 회의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 다.

그리고 다음 GIF 회의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선정 기준에 대한 가중치 

논의에 더하여 로드맵 초안에 대한 검토, 연구개발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

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중 국 런던에서 개최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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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 전망과 기대효과

2000년 1월 워싱턴 정책그룹회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20년 정도까지

는 현재 개량화되고 표준화된 제3세대 원자력시스템이 본격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형 경수로(EPR), 일본은 신형 경수로(ALWR), 우리나라는 

APR-1400 등 현재 원자력기술개발의 선도그룹에 속한 나라들은 제3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건의 완료한 상황에 있고, 몇몇은 이미 건설되고 있거

나 운 되고 있는 것도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신국가에너지 정책에서 

미국 내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원자력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

기적(2010년까지)으로 3세대 원자력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3세대 원자력시스템만으로는 향후 30∼40년 이후의 전력공급에 있어서 타 

발전원과 경쟁하는 데 반드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되지 않고, 또한 지구 

환경문제 등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핵확산 우려가 전혀 없는 원자력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에 의하여 제4세데 원자력시스템 

개발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2002년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최상 개념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중심으

로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국제협력에 의해 추진되어 2030년경부터 본격적으

로 상업화 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이 본격 참여하고 잇는 우리나라는 

제3세대 원자력시스템인 APR-1400의 개발 경험이 풍부하여 제4세대 원자

력시스템 개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GIF 회원국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과 병행하여, 제4세

대 원자력시스템 로드맵 작업에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고, 

미국과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효과적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I-NERI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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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향후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이 될 가능

성이 큼에 따라 세계 원자력산업 주도권의 향방이 이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

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 참여와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하여 원자력 G5 진입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 로드맵 작성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로드맵 작성은 2030년경 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최상

의 원자력시스템 개념을 선정하고, 이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항목의 도출

과 추진계획을 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2001년 1월경부터 로드맵 

작업이 추진되었으며, 2001년 3월부터는 GIF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국제공동 작업으로 추진되었다. 

(1)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적 목표

제4세대 개발을 위한 정신(GIF 헌장)에 부합되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3가지 분야에서 8가지 개발 목표가 설정되었고, 이것이 최

상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기술적 목표의 3개 

분야는 지속성(Sustainability), 안전성(Safety and Reliability) 및 경제성

(Economics)이다. 지속성에는 3개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연료활용성

의 증대, 폐기물 관리, 핵비확산 증대이고, 안전성에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전, 투자보호 및 비상대응 필요성 제거의 3가지 목표가, 경제성에서

는 전수명기간 동안의 운전비용 최소화 및 재정 위험의 감소의 2가지 목표

가 설정되었다. 목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2.2.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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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기술적 목표

분야 기술적 목표

1

Gen IV nuclear systems and fuel cycles will provide 

sustainable energy generation through long-term availability 

of systems and effective fuel utilization for worldwide 

energy production

Sustainability 2

Gen IV systems will minimize and manage their nuclear 

waste, enabling them to significantly exceed current levels 

of protection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notably reduce the long term stewardship burden in the 

future

3

Gen IV nuclear energy systems and fuel cycles will 

increase the assurance that they are a very unattractive 

and least desirable route for diversion or theft of 

weapons-usable materials

1
Gen IV nuclear energy systems will excel in safety and 

reliability

Safety/

Reliability
2

Gen IV nuclear energy systems will reduce the likelihood 

and severity of reactor core damage and enable the rapid 

return to plant operation

3
Gen IV nuclear energy systems will eliminate the need for 

offsite emergency response

Economics 1
Gen IV nuclear energy systems will have a clear life-cycle 

cost advantage over other energy sources

2
Gen IV nuclear energy systems will have a level of 

financial risk comparable to other energy projects

(2) 로드맵 추진 현황 및 경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로드맵 작업은 GIF 회원국 전문가들

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 4개의 기술작업그룹(경수로, 가스로, 액체금속로 및 

기타)과 작업그룹별 공통 분야를 검토하는 Crosscut 그룹(핵연료주기, 안

전, 경제성 등), 작업그룹별 작업결과를 통합하는 통합그룹(RIT; Roadmap 

Integration Team), 원자로 개념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EMG(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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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Group)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되고 있다. 로드맵 작업을 위한 

팀의 구성은 다음 <그림 2.2.2>와 같다.

(주) NERAC (Nuclear Energy research Advisory Committee)

    DOE-NE (Department of Energy - Nuclear Energy Office)

<그림 2.2.2>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로드맵 작업 조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개의 기술작업그룹과 3개의 crosscut 그룹에 참여

하고 있다. 경수로 그룹에는 연구기관과 산업체에서 각기 1명씩 총 2명이 

참여하고 있고, 가스로 그룹에는 산업체에서 1명, 액체금속로 그룹에는 연

구기관 1명, 대학 1명으로 총 2명, 기타 그룹에는 연구기관 1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Crosscut 그룹에는 핵연료주기 그룹에 연구기관 1명이 참여하

고 있고, 안전성 그룹과 핵연료 그룹에는 기술작업그룹 참여 전문가가 각

각 참여하고 있는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로드맵 작업을 위해 국내 전문가

가 참여하고 있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 로드맵 작업을 위하여 먼저 세계 각국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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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개념을 제안받았다. 제안된 개념들은 전 세계

에서 100여개에 이르 고, 이를 상기한 기술작업그룹별로 분류하고 기술작

업그룹 내에서도 4∼5개의 소그룹으로 다시 통합 분류하여 감토․평가하

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념 제안에서 미국이 40여개로 가장 많이 제안

하 고, 일본이 20여개, 우리나라는 총 10개의 개념33)을 제안하 다.

현재 각 기술작업그룹들은 EMG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개념

그룹별로 거의 평가를 마친 상황이고, 평가결과에 대해 GIF의 검토를 기다

리고 있다.

(3) 향후 계획

2002년 1월에 로드맵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2002년 2월 GIF 회의에서 

평가방법과 로드맵 초안에 대해 검토를 받을 것이며, 2002년 5월에는 최상 

개념에 대한 평가를 수행, 2002년 6월에 로드맵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해 

GIF의 검토를 다시 받고, 2002년 9월에 최상 개념을 확정 및 관련 연구개

발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미국의 제3세대 원전 단기 도입 계획

가. 배경

미국은 현재 103기의 원전을 운전중이고, 원자력발전 점유율은 약 20%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1979년 TMI 사고 이후에 새로운 원전 발주가 없었으

며, 원자력 분야의 산업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게 된 상황이다. 또한 지구 환

경문제 등에 따라 원자력이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어서, 2001년 5월 부시 행

33) 우리나라는 경수로 그룹에 4개(SMART, Bloc Type PWR, CANDU-like Tube Type, 

DUPIC), 가스로 그룹에 1개(DUPIC 개념 바탕한 고속중성자 가스로), 액체금속로 4개

(KALIMER, KALIMER with DUPIC, MHD, Elimination of Secondary System)를 제안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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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에서 전력수요 증가를 충족

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 다. 이에 따라 

NEI(Nuclear Energy Institute)는 2020년까지 원전 50,000MW의 운전개시를 

목표한 Vision2020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원자력선진 9개국이 참

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상용화 목표시기가 2030년임

에 따라 현재 직면한 미국의 전력수요 증가 문제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0년에 미국 내에 제3세대형 원전 도입을 목표

로 검토를 하기 위해 NTDG(Near-term Deployment Group)을 구성하여 운

하 다. 

NTDG의 임무는 미국 내에 단기(2010년)에 신규 원전을 건설․운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제도적 및 규제상의 과제(gap)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DOE)가 취해야할 행동계획(Action items)을 권고하

는 것이다. NTDG는 주로 미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아래와 같다.

<표 2.2.2>  NTDG 구성

구분 참가기관

원전 사업자 Duke, Southern Nuclear, Exelon

원자력공급자

(Vendor)
Westinghouse, GE, GA

국립연구소 ANL, INEEL

대학 Penn State

산업체 EPRI

정부 DOE-NE, NERAC

이에 따라 NTDG는 먼저, 신규 원전 후보를 도출하여 평가하 고, 두 번

째는 2010년까지 건설․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을 

추진하여야 하는지를 도출하여 평가하 으며, 이러한 NTD의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 전략 개발 및 향후 DOE가 취해야할 Action item들을 건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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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규 원전 후보 도출 및 평가

먼저 신규 원전 후보 도출을 위하여 미국 DOE는 후보 원전 개념들을 제

안받았다. 이에 다음의 8개 후보원전 개념들이 제안되어 도출되었고, 추가의 

3개 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로 평가하지 않았다. 먼저 제안된 후보 원전

들은 다음 <표 2.2.3>과 같다.

<표 2.2.3> NTDG 후보 원전

후보 원자로 공급회사 특   성

ABWR GE

1,350 MWe BWR, 

NRC로부터 설계인증 획득, 일본에서 건설․운

 중

SWR1000
Framatome

ANP

1,013MWe BWR, 

유럽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되고 있음.

ESBWR GE
1,380MWe 수동안전성 BWR, 

현재 개발중

AP600 Westinghouse
610MWe의 수동안전성 PWR, 

NRC로 부터 설계인증 획득

AP1000 Westinghouse

1,090 MWe 수동안전성 PWR, 

AP 600을 용량 증대한 것, 아직 설계인증 미획

득

IRIS Westinghouse
100∼300 MWe 1차계통 통합 PWR, 

현재 개발중

PBMR ESKOM

110 MWe modular direct cycle helium- cooled 

pebble bed reactor, 

현재 남아공에서 건설계획 중

GT-MHR
General

Atomics

288 MWe modular direct cycle helium- cooled 

reactor, 

현재 러시아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는 중

그리고 2010년까지 도입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3가지 원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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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 (European PWR) : 1,545 또는 1,750MWe급 PWR로서 NTDG에 

제안되지 않음에 따라 평가하지 않음.

- System 80+ : 1,350MWe급 PWR로서 한국에서 건설되고 있으나, 

WEC(구 웨스팅하우스사)사에서 본 원전 개념을 미국 내에 도입할 의

향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평가하지 않았음.

- CANDU : 캐나다 고유노형으로서 최근 경수 냉각, 중수 감속 방식의 

개발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 특별히 도입하지 

말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으나 아직까지 미국내에 도입된 경험이 

전혀 없에 따라 평가하지 않음.

후보 원전의 2010년까지 미국 내에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표 2.2.4>에 나타난 것과 같이 6개의 기준으로 평가하 다.

<표 2.2.4> NTDG 후보 원전 평가기준

기  준 주요 내용

1. Regulatory Acceptance
미국 NRC로부터 설계 인증 획득, 또는 실증로에 

대한 건설 허가를 받은 경험

2. Industrial Infrastructure

기기 및 부품 공급업체,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의 

유무, 또는 관련 기기 및 부품 등을 조립․완성

시킬 의향을 가진 업체의 유무

3. Commercialization Plan

2010년까지 상업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 시장 전망, 공급업체 확보 계획, 연료공급 확보 

방안, 산업체 제작 능력 확보 방안 등

4. Cost Sharing Plan

정부와 민간의 비용 분담 계획

- 정부와 민간의 비용 분담 부문에 대한 구분과 

투자 계획

5. Economic 

Competitiveness

확실한 경제성 평가 결과와 실증

- 자본비용 규모, 최초 발전소 건설비용 등

6. Fuel Cycle Industrial 

Structure

핵연료 공급 보장

- 저농축 우라늄 사용, 비순환 주기 산업체의 확

보 또는 확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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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평가 기준은 모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규제 수용성은 후보 원전

이 미국 NRC의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가로서, 특히 새로운 규제기준인 

10CFR52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1980년 이후 지금까

지 신규 원전 건설 경험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원자력산업 인프라가 무척 취

약함에 따라 신규 원전의 건설을 위해 기자재의 공급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성으로서, 타발전원

에 비해 경제성 우위를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다음 <표 2.2.5>와 같이 

ABWR과 AP600이 기준에 대한 충족도가 가장 높고, IRIS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2.5> NTDG의 후보 원전 평가결과

     기준

 노형

1.

Regulatory 

Acceptance

2.

Industrial 

Infra

3. 

Commer- 

cialization 

Plan

4.

Cost 

Sharing Plan

5. 

Economic 

Competi- 

tiveness

`6. 

Fuel Cycle 

Industrial 

Structure

ABWR 충족 충족 충족 가능 충족 충족 가능 충족

SWR 1000 충족 가능 충족 자료 미제출 충족 가능 충족 가능 충족 가능

ESBWR 충족 가능 충족 미 충족 충족 충족 가능 충족

AP 600 충족 충족 충족 가능 충족 충족 가능 충족

AP 1000 충족 가능 충족 충족 가능 충족 충족 가능 충족

IRIS 미 충족 충족 가능 미 충족 충족 신뢰성 부족 충족

PBMR 충족 가능 충족 가능 충족 가능 충족 충족 가능 충족 가능

GT-MHR 충족 가능 충족 가능 충족 가능 충족 충족 가능 충족 가능

한편 평가를 통하여 후보 원전을 시의 적절하게 2010년까지 미국 내에 도

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 워전별로 해결하여야 하는 또는 추진하여

야 하는 과제들을 도출하여 다음 <표 2.2.6>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결론

적으로 후보 원전별 2010년까지의 도입 가능성을 <그림 2.2.3>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그림에 의하면 2010년까지 도입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전 후보는 

ABWR이며, 가장 가능성이 낮은 원전 후보는 IRI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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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NTDG 후보 원전별 추가 노력이 요하는 과제

노 형 주요 사항

ABWR - 경제적 경쟁력 확보

SWR 1000
- Framatome ANP사의 추진 약속

- 미국 규제당국과 산업기준으로부터의 인허가

ESBWR - 상세설계 완성과 설계인증 획득

AP 600
- 상세설계 완성을 위한 재정지원

- 경제적 경쟁력 확보

AP 1000
- 설계 인증 획득

- 상세설계 완성을 위한 재정지원

IRIS

- S/G 설계․제어 및 접근성 확보

- 통합시스템의 안전 성능에 대한 실증

- 통합형 CRDM 개발 

PBMR

- Exelon사의 추진 약속

- 연료 개발 및 인허가 수용성

- 고온 재료의 성능 보증

- Power Conversion System의 불확실성

GT-MHR

- 러시아 정보 등의 미국 적용을 위한 서류화

- 러시아 프로젝트의 연속성

- 연료 개발 및 인허가 수용성

- 고온 재료의 성능 보증

- Power Conversion System의 불확실성

<그림 2.2.3> NTDG 후보 원전별 2010년까지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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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과제의 도출 및 평가

NTDG에서는 2010년까지 시의 적절하게 미국내에 원전을 도입하기 위해

서 반드시 해결되거나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평가하 다. 또한 현

재 원전 도입에서 중요한 현안이기는 하나, 2010년까지 도입에 있어서 그 

해결에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과제도 도출하여 제시하

다.

먼저 반드시 해결되거나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는 경제성 확보, 경쟁적 

전력시장 하에서의 사업성 확보, 새로운 규제기준인 10CFR52의 효율적 시

행, 원자력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국가원자력전략(National Nuclear Energy 

Strategy) 개발의 5가지를 제시하 다.

신규 원전은 경쟁적 전력시장(Deregulated Marketplace)에서 경제성 우위

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특히 자본비가 반드시 타발전원에 비해 적도록 

노력해야 하고, 운전유지비는 현재 운전중인 최고 수준의 발전소와 같거나 

적은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원전은 대규모 자본 비용이 필

요하며, 건설 및 인허가 등에 장기간의 리드타임이 소요되는 등에 따라 시

장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성 증대를 

위하여 경쟁적 전력시장 하에서 사업성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허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준비된 10CFR52는 신규 원전에 

새롭게 적용된 경험이 없다. 이에 따라 이 10CFR52가 신규 원전 도입에 있

어서 충분히 비용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실증이 필요하다. 그

리고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설계인증을 받는 데에 약 6∼8년이 걸리는 것

을 상당히 줄여야만 경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오랫동안 미국 내에 신규 원전 건설 경험이 전문한 관계로 원자

력산업 인프라(전문인력 부복, 관련 장비 및 기기 부족, 전문업체 부족 등)

가 매우 취약한데 이의 복구 또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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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 국가에너지정책에 부합되는 새로운 국가원자력전략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는 민간의 신규 원전 도입 유도를 위한 투자 유인 및 지원 등이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자력의 안전성, 사용후핵연료관리, 국민 수용성 및 핵물질 비확산 

등은 현재 원자력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이번 단기

적인 원전 도입에 있어서 추가적인 노력을 요하지 않는 과제로서 평가되고 

있다. 즉, 현재 검토되고 있는 후보 원전들은 모두 NRC의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관리 문제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문

제가 없고 또한 원전사업자들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노

력이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수용성은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

를 볼 때 신규 원전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60%가 넘는 등에서 그리고 과

거 여론조사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물질 비확산은 현재 제안된 

후보 원전 모두는 핵물질 확산 가능성이 거의 없는 노형이라는 점에서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결 과제 중에서 가증 중요한 경제성 확보 방안에 대해 최소

한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인허가 및 건설 소요기간 단축

◦ 사업 추진 결정 이전에 인허가 현안사항 해결

◦ Overnight cost를 $1,500/kWe 이하 유지

 - $1,200/kWe인 경우 시장 진입에 더욱 유리

◦ 발전비용(연료 및 운전유지비)는 $10/MWh 이하 유지

◦ 수명기간 가동율 85% 유지

◦ 최고의 안전운전 실적 유지

 - 규제기관에 의한 강제정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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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부지는 운전개시 후 최소 10년간 $40/MWh의 전력가격 유지가 

전망되는 지역으로 선정

◦ 장기전력판매 협정 체결 

 - 최소 $40/MWh로 계약 체결 노력

◦ 최적의 재정계획 확보

 - 주주의 투자회수율 15% 이하, 자기자본비율 40% 이하, 부채상환 기

간 10년 이상

라. 종합전략 및 활동계획

NTD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두가지 노형을 뱅행하여 도입

하는 dual track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즉, 대형일 경우 경제성 확보가 용

이하고, 경험이 풍부한 경수로와 중소형로로서 자본 투자위험이 적고, 전력

수요 변화에 대응성이 좋은 가스로를 병행하여 도입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한 2010년까지 시의 적절하게 신규 원전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3단계의 추진전략을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

다. 즉 제 1단계는 10CFR52의 재정비 및 실증, 제2단계는 설계 완료, 제3단

계는 건설 및 시운전이다. 한편, 소요자금은 제1단계와 제2단계가 완료될 것

으로 추정되는 2007년까지 약 1억불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제2단계의 설계 

완료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빈용을 분담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다음은 종합전략의 개요이며, 이어지는 그림 

2.2.4는 2010년까지 신규 원전이 상업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시간계획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사업추진 성공을 위한 최소 시간 요건은 

사업추진결정은 2003년 이전에, 인허가 완료는 2006년말까지, 건설은 최소 

2007년에 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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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D 추진전략 개요]

(1)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10CFR52 재정비 및 실증

- 2단계 : 설계 완료

• 민간 투자에 의한 설계 실증 완료

• 최소 1개의 경수로와 1개의 가스로에 대해서는 민간/정부의 비용 분

담에 의한 설계 완료 필요

- 3단계 : 건설 및 시운전 (경수로와 가스로의 병행 건설 추진)

(2) 소요자금 확보 방안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2단계 수행을 위하여 약 1억불 소요 추정

• 인허가 절차 비용 : 8,300만불∼8,800만불

• 설계 완료 비용 : 1,500만불∼3,000만불

   (민간과  정부의 50:50 비용분담에 의해 수행

- 건설 및 운전 개시(3단계)는 민간 투자로 하며, 정부는 민간 투자 유인

을 위한 인센티브 보장

(3)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

-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국가원자력개발전략의 공식화

- 민간과 정부의 비용 분담 (Cost Sharing)

- 정부․민간 협력협정, 산업체간 컨소시움 구성 

- 정부의 민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

• 세제 혜택, 장기전력판매 협정 지원, 투자위험 감소를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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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 계획 준비

- 중동 정세의 불안, 테러의 발생 등으로 국제 에너지 위기 발생 가능성

이 높아질 경우에 원자력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한 예비 계획 

준비

<그림 2.2.4> NTD 추진을 위한 시간계획

이에 따라 NTDG는 다음 사항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시의 적절한 민간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함.

◦ 발전회사는 신규 원전 도입 추진을 2003년 말까지 결정해야 함.

◦ 경쟁적 전력시장(Deregulated Marketplace)하에서 경제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경수로에 비해 가스로는 2010년 도입을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요하

는 과제가 많음에 따라 이의 해결 노력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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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과 정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

한편, 미 에너지부 등 정부에서 취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서 다음 4가

지를 권고하고 있다.

1)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단계별 추진을 이행해야 함.

- 단계별 추진사항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필요(Market-driven)에 의하여 

추진 되어야함.

- 1, 2단계의 추진은 민간과 정부의 비용 분담 (Cost Sharing)으로 수행

되어야 함

2) 정부는 민간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보장하여야 함.

- 세제 혜택, 투자위험 감소 지원, 장기전력판매계약 지원 등

3)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평가해야 함.

- NEI가 주도하고 DOE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원자력산업 인프라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Action) 도출

4) 국가에너지정책을 지원할 국가원자력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함.

3. 원자력선진기술 개발을 위한 한․미 공동연구(I-NERI) 추진

한국과 미국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둔 한․미 양국간 국

제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서 I-NERI (International NERI)를 추진하기로 합의

하고, 이를 위한 협정을 2001년 5월에 체결하 다. 이후 양국은 2001년도 협

력 분야로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공동 기술분야인 계측제어 분야와 현

실적으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서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수

로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2001년 I-NERI 추

진을 위하여 2001년 7월에 과제를 양국에서 동시에 공모하고, 이의 평가를 

각기 실시하여 2001년 02월에 과제 선정후 12월에 본격 수행하게 되었다.

2001년도 수행과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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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 분야

 (1) ALWR 신안전 기술개발을 위한 용융물-냉각수 경계면 전달현상의 원리 연구

- 한국 PI : 방광현 (해양대)

- 미국 PI : M. Corradini (위스콘신 대학)

※ PI : Principal Investigator (과제책임자)
 (2) 첨단 전선 열유체 물리해석 및 경수로와 초임계로에 대한 적용성 평가

- 한국 PI : 유정열 (서울대)

- 미국 PI : D. M. McEligot (INEEL)
 (3) 핵적, 열수력, 열기계적 현상의 고신뢰도 통합모의를 위한 수치원자로 개발

- 한국 PI : 주한규(KAERI)

- 미국 PI : D. P. Weber (ANL)
 (4) (두 과제 통합 수행) 원자로용기 내부 노심용융물 억류 기술개발 및 한미 신형 가압

경수로 적용 + 대형 원자로 중대사고시 용융물 노내보존 전략 

- 한국 PI : 오승종 (KEPRI) 또는 서균렬(서울대)

- 미국 PI : J. Rempe (INEEL) 또는 T.G. Theofanous(UCSB)

□ I&C 분야

 (1) 원전용 계측 센서 및 운전전략 개선 기술 개발

- 한국 PI : 나만균 (조선대)

- 미국 PI : J.D. White (ORNL)
 (2) 첨단센서 및 컴퓨터 응용상태 감시기술 개발

- 한국 PI : 김정택 (KAERI)

- 미국 PI : V.K. Luk (SNL)

한편, 2002년도 I-NERI 과제 수행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로드맵 작업

의 초안이 발표되는 2002년 1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 으며, 추정

되는 소요 자금으로는 한국은 200만불, 미국은 1,000만불을 한국과 일본 및 

프랑스와의 I-NERI 수행을 위하여 분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도 수행과제에 대한 평가와 2002년도 수행과제에 대한 선정은 2002년 

10월 말에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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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본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 동향

1. 일본의 행정체제 개편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거품경제의 붕괴, 정부의 

재정적자, 관료중심의 사회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 등으로 비대하고 비효율적

인 행정체제를 개혁하여 시장의 활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

었다. 이를 위해  1996년에 발족한 하시모토 내각이 일본의 전면적인 변혁과 

창조를 위한 6대 개혁(행정개혁, 재정구조개혁, 사회보장구조개혁, 경제구조

개혁, 금융시스템개혁,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

다. 이들 개혁에는 중앙부처의 전면적인 개편, 특수법인의 민 화와 통폐합, 

행정정보 공개법 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시모토 내각총리를 위원장으

로 한 “行政改革會議”가 1996년 11월에 발족되어, 1997년 12월에 행정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中央

省廳改革基本法”이 1998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하 으며, 1999년 11월에 이와 

관련된 “中央省廳改革等改革關係施行法案”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21세기의 일본에 있어서의 경제사회를 자율적인 개인을 

기초로 한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부처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부처 등의 개혁성과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

로운 시대의 요청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내각기능의 강화, 정부부처의 재편성

에 의한 종합성, 기동성을 겸비한 행정체제의 실현, 국민의 주체성과 자기책

임의 존중 관점에서 민간능력의 활용, 사후감시형 사회로의 이동 등을 감안

하여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실현, 행정정보공개와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 

충실히 함으로서 국민에게 투명한 행정체제 실현, 국민들을 위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실현 등을 목표로 2005년까지를 목표로 행정개혁을 집중적‧계획

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행정개혁 대강을 2000년 12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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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개혁이 현재 추진중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과 재정구조개혁 등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행정조직‧제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관점에

서의 특수법인 등의 개혁, 공무원제도 개혁, 행정평가시스템의 도입, 

공공회계의 수정‧개선, 공익법인에 대한 행정관여에 대한 개혁

- 국가와 지방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자립성을 

높이는 관점에서의 지방분권 추진

- 행정과 민간과의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 기타, 전자정부 실현 및 정부부처 재편에 따른 운 ‧시책의 융합, 행정

조직‧사무의 감량‧효율화 등

2. 원자력관련 행정기관

2001년 이후 새로이 개편된 원자력과 관련된 행정조칙 체제를 살펴보면, 

기존의 과학기술회의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종합적 과학

기술 추진을 위해 內閣府 산하에 總合科學技術會議를 신설하 으며, 총리부 

산하의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內閣府 산하의 심의기구로 이관

하며 기존의 체제를 보다 강화한 원자력행정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科學技術廳에서 담당하던 에너지이용과 관련되는 원자력행정 

일부를 기존의 通商産業省과 통합하여 經濟産業省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科

學技術廳의 행정업무를 기존의 文部省과 통합하여 文部科學省에서 담당하도

록 하고 있다.

總合科學技術會議,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文部科學省, 經濟産

業省에서 관장하고 있는 원자력관련 업무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總合科學技術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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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과학기술회의는 기존의 과학기술회의의 기능을 강화시켜 인문‧사회‧

자연과학을 종합적 과학기술 추진을 위해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기

본정책을 기획‧입안‧종합조정하는 자문기구로써 內閣府 설치법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로 內閣府 산하에 설치되었다. 

소관업무는 내각총리대신 등의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의 종합적이며 계

획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정책,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인재 등의 

자원의 배분 방침, 기타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국가적으로 중

요한 연구개발의 평가에 대한 조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내각총리대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구성인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의장이 되며, 의원은 14명으로 내각관방장관, 

과학기술정책 담당장관(특명담당장관으로 두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이 지정

한 관계 각료 등, 각분야의 전문가(7명 이상으로 하며 그 중 4명이하를 상

근의원으로 둠)으로 되어 있다.

사무국 체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은 內閣府 총괄관(국장급, 과학기술담당)

의 총괄하에서 심의관 3명, 참사관 9명을 포함하여 전체 인원이 54명 정도

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에는 행정조직에서 인재를 등용하도록 되어 있으

며, 산업계, 국립대학, 국립시험연구기관에서도 인재를 등용할 예정으로 되

어 있다.

(2)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기본법에 따라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56년 1월에 총리부에 설치된 원자력위원회는 

2001년 1월부터는 內閣府로 이전되어 원자력위원장이 기존의 科學技術廳장

관에서 학식경험자로, 또한 기존의 科學技術廳 원자력국에서 담당하던 사

무국 업무를 內閣府 산하의 총합과학기술회의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주요업무로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원자력이용에 관



- 80 -

한 사무의 종합조정, 관련 행정기관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 산정‧배분

계획,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조성 등을 하고 있다.

원자력위원회 산하에는 원자력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심의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부회가 있었으나, 기존의 전문부회를 해산하

고 2001년부터 새로운 전문부회를 설치하 다. 2001년 12월 현재 총합기획

‧평가부회, 시민참가간담회, 3개의 연구회(에너지와 원자력을 생각하는 연

구회, 원자력에 관한 정보 체제를 생각하는 연구회, 원자력에 관한 교육 방

향을 생각하는 연구회), 6개 전문부회(연구개발, 방사선, 핵융합, 원자력발

전‧사이클, 국제관계, 교육관계)를 두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78년 원자력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여 구원자력위원

회의 기능 중 안전규제를 독립하여 담당하는 기관으로 총리부 산하에 설치

되었으며 사무국은 科學技術廳 원자력안전국에서 담당하 다. 그러나 JCO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2000년 4월에 사무기능을 총

리부로 이관하여 원자력안전실에서 담당하도록 하 으며, 2001년 1월부터

는 사무국을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두고 인원을 증원하여 약 100명 체제로 

원자력 안전기능을 강화하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안전확

보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기획‧심의‧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담

당하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각총리대신을 통하여 관련 행정기

관장에게 권하는 등 통상의 심의기관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원자력위원회와 같이 전문부회를 두고 있는데, 

2001년 12월 현재 8개 전문부회(원자력발전소등 주변방재대책, 원자력안전

총합, 안전목표, 방사선장해방지기본, 원자력안전기준, 원자력안전연구, 원

자력사고‧고장조사, 원자력시설등 방재)와 특정방사성폐기물처분안전조사

회, 긴급기술조언조직을 두고 전체 200명 정도의 전문위원들을 두어 원자

력안전에 대한 조사‧심의를 하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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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文部科學省

文部科學省은 기존의 文部省과 科學技術廳의 과학기술에 관련된 과학기

술정책국, 연구진흥국, 연구개발국 등 3개국을 통합하여 총합과학기술회의

에서 책정된 과학기술의 기본방침을 근거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계

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학술연구‧과학기술에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 원자

력의 기술개발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

당하는 과학기술‧학술정책국의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이용 및 가속기를 이

용한 원자력관련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진흥국의 양자방사선연구과, 핵

연료주기 기술의 연구개발과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국제열핵

융합실험로(ITER) 계획 및 고속증식로 연구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관련 연

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개발국의 핵연료사이클연구개발과와 원자력과

가 있다.

(4) 經濟産業省

經濟産業省은 기존의 通商産業省과 科學技術廳의 원자력 관련 일부를 통

합하여 에너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입안을 담당하며, 에너지 

이용에 관한 원자력정책 및 기술개발과 핵연료주기‧상용 원자력시설의 안

전규제 및 관련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

다.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산하기관인 자원에너지청 전기

가스사업부의 원자력정책과, 핵연료사이클산업과에서 원자력발전에 관한 

조사, 원자력발전기술, 원자력연구개발이용에 관한 종합정책의 기획‧입안, 

원자력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원자력홍보, 방사성폐기물처분, 특정방사성폐

34) http://nsc.jst.go.jp/annai/annai2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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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최종처분, 원자력산업시설 입지대책의 기획‧입안, 발전용핵연료물질 

등의 원자력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원에너지청에 새로이 신설된 특별기관인 原子力安全保安院은 원

자력안전 확보를 위해 8개과를 두어 원자력의 사고나 고장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원자력시설의 기기‧구조물에 관한 구조‧재료나 성능에 대한 기

술기준을 결정하고, 관련 안전심사 및 규제업무, 방재대책업무 등을 담당하

고 있다.

(5) 기타 행정기관

원자력관련 행정기관으로서 상기 이외에도 선박용 원자로의 규제 및 방

사성물질 수송과 관련된 업무는 國土交通省이, 원자력에 관한 연구개발 관

련업무는 農林水産省, 厚生勞動省이, 원자력발전소 입지에 관한 업무는 總

務省, 環境省이, 원자력외교에 대해서는 外務省이 관계하고 있다. 

3. 특수법인의 개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행정개혁 및 재정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

을 위해서는 세제에 대한 재검토, 사회자본 정비를 위한 재원조달 및 집행방

법의 다양화 등 일본의 행정 및 재정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정부 산하기관인 특수법인35), 인허가법인36) 에 대

한 개혁을 추진하여 관련업무의 중복투자를 없애고, 기관의 효율화와 투명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가. 특수법인등의 개혁 배경

35) 특수법인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내용이 기업경 과 유사하고, 국가에서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 제도상의 제약으로 능률적인 경 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한 법

률에 의해 독립법인을 설치 국가 감독하에서 가능한 한 법인 자체에 자주적‧탄력적 경

을 허락하여 능률적인 업무 실시가 가능한 체제(2000.12 현재 78개)

36) 인가법인 : 독립법인과 유사하지만 민간 등의 관계자가 모여 임의로 설치된 체제를 말

함 (2000.12 현재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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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특수법인 개혁은 특수법인, 인가법인(이하 “특수법인등”이라 함)들

이 시대 변천에 따른 역할의 변화 또는 감소, 민간사업자와 유사한 업무 실

시로 인해 국가가 관여할 필요성 약화되었으며, 경 상에 있어서도 이들 법

인들의 경 책임이 불명확하고, 사업운 에 대해서도 저효율성과 불투명성

이 나타나고, 조직‧업무가 비대화되고 있으며, 경 의 자율성이 결여되고 있

는 등 경 업무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개혁이 필

요하게 되었다.

나. 추진 경과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행정개혁 추진과 더불어 특수법인등 개혁작업을 위

한 기본골격이 “中央省廳改革基本法”37)(1997년 12월)에서 국가의 행정조직 

등의 감량‧효율화 등을 위한 기본방향이 제시되었으며, 그 하나로서 독립행

정법인제도를 새로이 신설하 다. 

또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추진을 위해 2000년 12월에 內閣府 산하에 “行

政改革推進本部”를 설치하여 행정개혁 목표의 집중적‧계획적 추진과 정부부

처 행정개혁의 종합적‧적극적 추진이 시작되었다. 2001년 1월에 행정개혁의 

중요사항의 기획‧입안‧종합조정을 위한 “行政改革推進事務局”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특수법인 등에 대한 개혁작업을 통하여, 2001년 6월에 특수법인 

등 개혁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 다.

이 특수법인등 개혁 기본법안을 토대로 2001년 8월에 행정개혁추진사무국

에서 특수법인에 대한 사업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며, 동년 9월에 특수법인 

조직의 폐지‧민 화하기 위한 조직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행정개혁추진사무

국에서 제안된 사업 및 조직 수정안에 대해 각 관련 법인에 대한 소관부처

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 

계획이 2001년 12월 18일 제출되었다. 

37) http://www.gyoukaku.go.jp/siryou/souron/kihonho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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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된 정리합리화 계획을 살펴보면, 법인을 폐지하기로 결정된 기

관이 17개, 민 화시키기로 결정된 기관이 45개, 독립행정법인으로 결정된 

기관이 38개, 기타 63개 법인(현행 유지 5개, 재검토 13개, 별도정리 45개)으

로 결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2002년까지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대한 법률 및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고, 2003년에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집중개혁기간으로 정해진 2006년까지 집중적이며 근

본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다. 독립행정법인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1) 中央省廳改革基本法

“中央省廳改革基本法”에는 "정부는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 안정 등의 공

공상의 견지에서 확실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및 사업에 있어

서 국가가 스스로 주체로 되어 직접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민간의 

주체로 이양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던지, 혹은 단

일 주체로 독점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을 효율적이며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걸맞는 자율성, 자발성 및 투명성을 갖춘 법인 제

도를 설치하도록 한다"라고 독립행정법인의 기본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별첨 1] 참조)

또한 운 에 있어서도 독립행정법인은 기존의 특수법인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독립행정법인 소관장관은 3년이상 5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할 업무운 ,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재무내

용의 개선 등에 대한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각 사업연도의 업무운 에 

관한 연도계획을 책정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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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행정법인은 기업회계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며, 중기계획에서 규정

한 사용용도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이며 효율

적인 재무운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 독립행정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실적에 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무운 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독립행정법인의 직원 급여, 기타 처우에 대해 해당 직원의 업적 및 해

당 독립행정법인의 업무 실적을 반 함

- 독립행정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업무의 개요 등 조직 및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 중기계획의 기간 종료시에 해당 독립행정법인의 업무 존속 필요성, 조

직 방향, 기타 업무의 전반에 걸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

그리고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독립행정법인이 국민생활 또는 사회 경

제의 안정에 직접적이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등 목적,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는 법령에 따라 그 직원에 국가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

(2) 특수법인등 개혁기본법

“특수법인등 개혁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법인등의 개혁에 관한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특수

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을 책정하기 위해 특수법인등 개혁추진본부를 설치

하고 집중개혁기간(2001년 6월∼2006년 3월 31일)을 설정하여 이 기간내에 

특수법인등의 집중적‧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수법

인등 합리화계획은 기존의 특수법인등을 폐지, 정리축소 또는 합리화,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 등으로 폐지, 민 화, 독립행정법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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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등의 개혁은 내각총리대신을 특수법인등 개혁추진본부장으로 하

고 행정개혁담당장관을 부본부장으로 하며, 행정개혁사무국을 두어 특수법

인등 개혁추진실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12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행정개혁 대

강38)에서도 행정의 조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특수법인등의 

개혁이 주요 과제로 되어 있다.

(3) 행정개혁 대강(독립행정법인 관련)

사업 및 조직형태의 재검토에서 특수법인 및 인가법인(이하 “특수법인

등”이라 함)의 개혁에 있어서 특수법인등의 사업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국민들의 부담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사업독점등의 특혜에 의해 실시되

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모든 특수법인등의 사업 및 조직에 대해 일본 국

내의 사회‧경제 정세변화를 감안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

본사항이다.

각 특수법인등의 사업 및 조직형태 재검토에 있어서 특수법인등의 개혁

을 위한 추진체제를 정비한 후에 2001년도 내에 각 특수법인등의 사업 및 

조직형태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을 책정하고, 

이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속한 기간(늦어도 2005년말까지)의 

“집중개혁기간” 내에 법제도상의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 다.

또한 특수법인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서는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여 그 법인에 대해서는 폐지, 정리축소‧

합리화, 민간‧국가‧기타 운 기관에 이관하는 등의 정리합리화를 실시하도

록 하 다.

- 일본의 국내외 사회‧경제 정세변화에 따라 사업대상이 현저히 감소되

38) 행정개혁 대강: http://www.gyoukaku.go.jp/about/taik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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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변질됨에 따라 사업의 의의가 저하된 사업

- 사업의 본래 목표를 이미 달성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당초의 사업계획에 비해 현저하게 채산성이 좋지 않으며, 그 정도가 

계속적으로 비채산성이 예상되는 사업 

- 사업이 당초 예상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장기화되고 있고, 실제적인 수

요가 당초의 수요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에 따라 사업효과가 떨어지거

나 불명확하게 된 사업

- 사업수행에 있어서 막대한 차입 또는 대부 등이 이루어지거나 그 규모

가 현저하게 확대되어 민간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등으로 인한 사업의 

정책적 재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

-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특정법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우대해준 결과가 

된 사업

- 민간에서 유사한 사업이 현재 수행되고 있거나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사업

- 다른 특수법인등에서 유사한 사업이 수행되거나 중복된 사업

- 특수법인등의 사업으로서 보다 민 화, 민간위탁등의 방법이 보다 효

율적인 사업

- 사업의 성격상 특수법인 등에서 outsourceing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접처리함으로써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사업

조직형태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상기 사업의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검토지침을 기초로 특수법인별로 해당 재검토 후의 사업을 담당할 실시주

체로서 적절한 조직형태를 결정한다. 이 경우 각 법인의 사업 및 조직운  

실태를 감안하고 특수법인등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경 책임 불명

확성, 사업운  비효율성, 조직‧업무의 자기증식, 경 의 자율성 결여 등)을 

가능한 한 극복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만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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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사업 재검토에 의해 주된 사업이 폐지되거나 민간 또는 

기타 운 기관으로 이관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

안으로 검토한다.

- 사업의 채산성이 높으며 국가가 관여할 필요성이 낮은 법인, 기업적 

경  방법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계속 실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민간에서도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 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상기의 법인 이외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사업 및 조직운  실태를 감

안하여 독립행정법인법에 기초하여 독립행정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법인의 특성에 따라 독립행정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 책임의 명확화, 사업운 의 

효율성 향상, 투명성 향상 등의 관점에서 법인의 성격에 따라 개별법

의 정비, 독립행정법에 준한 공통 기획의 정비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검토하도록 한다.

재정부담, 재정투‧융자의 축소 및 합리화 측면에서 특수법인등에 대한 정

부의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는 특수법인등에 대한 출자금, 보조금, 교부금 등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

한 사업 및 조직형태의 재검토를 통하여 각각의 특수법인등의 업무 내용에 

적합한 예산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엄정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한다.

보조금 등의 정리합리화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수법

인등에 대한 보조금 등에 대해 이미 결정된 특수법인등의 통폐합, 사업의 

합리화 등을 감안하여 각 법인별로 사회적 의의가 저하되고 있는 사업의 

폐지 등 사업 그 자체의 재검토를 철저히 하여 정리합리화를 이루도록 한

다. 또한 특수법인등에 대한 보조금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후 발

표하도록 한다.

재정투‧융자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재정투‧융자 제도의 개혁 초기연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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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의 재정투‧융자계획 편성에 있어서는 개혁 취지를 감안하여 다음

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2002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재정투‧융자의 

부단한 수정을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기업 보완성, 정책비용 분석, 상환 확시성 등의 정 조사를 시시하여 

재정투‧융자의 축소 및 대상분야‧사업의 중점화를 추진한다. 각 특수법인

등의 시장평가를 통하여 특수법인등 개혁 취지에 따른 업무운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등의 관점에서 재정투자기관의 국책 발행에 노력

하며 재정투자 국책 발행기관을 확대하도록 한다. 장래의 국민부담에 관한 

발표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대상기관의 확대를 포함한 정책비용 분석에 노

력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경 평가‧정보공개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특수법인등의 업무내용 및 

재정기반의 양 측면에 걸친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운

을 실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법인의 업무상황 등

의 투명성‧적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기본사항으

로 한다.

독립행정법인 및 정부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수법인등의 정보공개제도(개

시청구제도 및 정보제공제도)에 대해 “특수법인등의 정보공개제도 정비 충

실에 관한 의견”(2000년 7월 행정개혁추진본부 특수법인정보공개검토위원

회)에 따라 입안작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법률안을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하

도록 한다. 이때 정보제공제도에 대해서는 독립행정법인 및 해당 특수법인

들의 조직, 업무, 재무에 관한 기초 정보, 평가‧감사 등에 제공해야 할 정

보 내용을 가능한 한 명확히 한 제도로서 정비되도록 한다.

특수법인등의 사업, 업무운 에 대해서는 특수법인등의 재검토와의 관련

에 유의하여 정책평가 등의 평가기능, 민간자문등의 활용에 의해 소요 평

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특수법인등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독립행정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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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한 행정서비스 실시 비용 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

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재정제도심의회에서 투명성 향상, 설명책임 관점에

서 특수법인등이 민간기업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독립

행정법인과 같은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

며, 특수법인등의 경리에 대해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특수법인등의 임직원의 급여‧퇴직금에 대해서는 민간 및 공무원과의 균

형, 업적등에 유의한 방향으로의 재검토를 통하여 2001년에 필요한 조정을 

통하여 특수법인들이 정한 임원 급여‧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발표한다. 또한 

특수법인등의 임직원의 정원수에 대해서는 사업 및 조직형태의 재검토 등

을 통하여 그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특수법인등이 중앙부처에서의 재취직이 용이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특수

법인 임원인사에 관한 각료결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특수법인등 상호간의 

교류관계에 대해서도 엄격히 억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라.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

특수법인등 합리화계획은 당초 예상으로는 2002년 3월로 결정하기로 되었

지만, 현재의 일본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행정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01년 12월로 앞당겨지게 되었

다.

현재 특수법인 개혁추진으로 예상하고 있는 정부지출은 2002년도부터 특

수법인에 대한 보조금 약 53,000억엔 중 1조엔 정도를 삭감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수법인 개혁안에서는 국가에서 특수법인에 지출하는 출자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전액 반납시키는 방침 결정하 다.

일본의 출자금 형태는 민간기업의 자본금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사업

종료시에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현재 각 법인 설치법에는 국가가 출자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재정상 통일된 정의는 없다. 보조금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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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필요한 경비를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지출하지만, 출자금은 사업을 수행

하는데 계속적으로 필요한 법인의 재산‧자산형성에 기여하는 경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12월 18일에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특수법인등의 개

혁에 대해 특수법인등 개혁추진본부와 행정개혁추진본부의 합동회의를 개최

하여 163개 특수법인등의 정리합리화 계획을 최종 결정하 다.

최종 결정된 정리합리화 계획을 살펴보면, 법인을 폐지하기로 결정된 기

관이 17개, 민 화시키기로 결정된 기관이 45개, 독립행정법인으로 결정된 

기관이 38개, 기타 63개 법인(현행 유지 5개, 재검토 13개, 별도정리 45개)으

로 하고, 이 계획에 대해 각료회의에서 결정하 다. 이에 따라 폐지로 결정

된 17개 법인은 다른 법인과의 통합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관련 특수법인인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핵연료사

이클개발기구(JNC)도 일단은 두 기관을 폐지한 후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되

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언급한다.

이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은 특수법인등 개혁기본법(2001. 6)에 따라 

집중개혁 기간인 2005년말까지 법제도화 등 실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준

비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계획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

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초에 의

도한 특수법인 개혁 원칙인 "폐지 및 민 화"는 전체의 1/3 정도에 지나지 

않고, 현 정부의 부실경 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계열 금융기관 8개 법인 등

은 여당의 저항으로 결정이 연기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민 화되는 45개 법인 중 정부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특수회

사화"가 14개 법인, 사업계획을 국가가 인가하는 "민간법인화"가 19개 법인

으로 대부분은 정부가 현재와 같은 간섭의 여지를 강하게 유지하게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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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되므로 행정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부정적인 측면도 보인

다.

마.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의 개념

상기의 독립행정법인 관련 법안 내용을 보다 구체화 개념을 나타내어 보

기로 한다.39) 

<그림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의 국가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업무 중에는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직 형태의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

다. 즉, 현재의 행정기관에서 평가에 관한 체제가 없으며, 탄력적인 재무운

이 곤란하다. 조직‧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자율성에 한계가 있으며, 결과평

가를 토대로 한 인센티브 체제가 없으므로 효율화‧ 질적 향상이 어렵고, 조

직‧운 에 있어서도 운 방향 등의 수정을 위한 계기 부여가 없으므로 현상

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은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현재의 특수법인은 다양한 형태와 유사업무의 중복 등이 혼재해 있

는 상황이며, 공통된 운  원칙이 없다. 소관장관에 의한 과다한 사전관여 

및 통제로 인해 자율성을 침해받고, 필요성이 낮은 업무를 확대하고 존재 

의미가 희박한 법인이 존속하고 있으며, 경 의 불투명, 책임소재의 불명확

성, 사업운 의 비효율성‧경직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과 특수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행

정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자격을 부여하여 자율적 조직으로서의 제도화하고,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일원화된 새로운 제도로 흡수‧수정하여 기존의 특수법

인에 대해서는 우선 통‧폐합하거나 민 화‧민간법인화하거나 독립행정법인

으로 하는 방안이 특수법인 등의 개혁이다.

39) 宮脇 淳, 行財政改革の逆機能, 東洋經濟新報社, 199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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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일본의 독립행정법인과 특수법인 개혁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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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법인은 조직‧운 의 공통 원칙을 제도화하여, 중기적 목표관리

와 평가, 재무에 관한 평가가능한 형식 도입과 운 의 강력화, 조직‧인사

관리 자율성‧인센티브 부여, 외부 정보공개, 정기적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3.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독립행정법인은 효율성 향상, 서

비스의 질적 향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 성격은 공공성, 공

익성이 높은 업무이며, 특별한 권리‧의무가 필요하지만 행정조직 기관내

에서는 효율성, 서비스 질 향상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법

률에 의해 정해진 업무(광의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중기적 목표관리

와 기업회계 도입에 의해 투입자원에 대한 성과 확대를 지향하고 효율화, 

서비스 질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인의 운 은 소관장관에게는 소관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의 중

기기간동안의 업무목표를 부여하고, 각 독립행정법인의 장은 업무운 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법인의 운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전

문가로 구성된 운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기사업계획 심사, 업적평가, 

운 비 심사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며, 회계감사원‧감사법인에 

의한 감사체제를 강화하여 운 에 대한 감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한다.

독립행정법인의 가장 큰 특징인 재무운 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업회

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인 실시하는 법정업무에 대해서는 국

가가 매년 운 비를 지불하고 중기계획에서 결정한 투자계획(고정투자경

비)에 필요한 경비는 운 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준다. 또한 결산처리에 있어서도 법인은 매사업연도마다 예산, 제무제표 

등을 소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잉여금은 적립을 인정하고 법

인 내부의 노력으로 달성된 적립 잉여금은 중기계획에서 규정한 사용용도 

범위내에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중기계획 완료시에는 적립된 잉여금

에 대해 운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관장관이 그것을 국가 반납할 

것인지 계속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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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개념 (기본방안)

•
•

•
•
•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서 일정경비의 개선효과가 있는 경우에 운 평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 및 임직원의 보너스 재원을 증액할 수 있

다. 그러나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하며, 이사장 및 임직

원들의 보너스 재원을 삭감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독립행정법인은 기존의 특수법인보다는 기본 목적인 투명성 향상을 위

해 외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우선시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개요, 중기‧연

도 사업계획, 재무제표, 회계감사 결과, 운 위원회 평가결과 및 의견, 임

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기계획의 기간이 종료될 시에는 사업 필요성, 조직의 향후 방

향 등에 대해 수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관련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여 기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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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인의 폐해인 조직‧업무의 비대화, 사업운 의 비효율성, 시대변천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3.3>은 독립행정법인의 업무운 에 있어서 국회, 소관부처 장

관, 운 평가위원회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3>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개념 (업무운 ) 

•
•
•
•

•
•
•
•
•

•
•
•
•

•
•
•
•
•

4. 원자력관련 기관의 통‧폐합 동향

일본의 정부기관에서 소관하던 국립 시험연구기관은 97기관이 있었으나, 

그 중 68기관이 2001년 4월 1일부터 32기관의 독립행정법인으로 발족하 다. 

그 중 문부과학성이 소관하는 독립행정기관 중 원자력과 관련된 기관은 독

립행정법인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 독립행정법인 물질‧재료연구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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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인들은 소관장관이 정한 중기목표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소관장관의 인가를 받았

다.1)

그러나 상기 법인과는 별도로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이화학연구소는 행정개혁추진사무국에서 2001년 8월, 9월에 별도로 사업 및 

조직 수정안을 마련하 으며, 2001년 12월에 최종안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

다. 

원자력관련 특수법인에 대한 행정개혁추진사무국에서 제안된 일본원자력연

구소,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이화학연구소의 특수법인등 사업‧조직 수정안 

및 2002년도 관련예산을 살펴보면 [별첨 2]와 같다.

<표 2.3.1>은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 결정된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의 통합안에 대한 내용이다. 유사업무를 통합한다는 기

본원칙에 따라 JAERI와 JNC를 폐지한 후에 새로이 통합하여 새로운 원자력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2004년

까지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 다.

1) 총합과학기술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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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의 통합(안)(1/2)

일본원자력연구소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주요

임무

【원자력연구개발 (원자력에너지연

구, 방사선이용연구 등) 업무】

【고속증식로개발, 핵연료물질 재처리기

술개발, 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기술개발 

등】

유사

업무

통합

○전체 에너지정책 중, JNC의 연구

개발,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의 

에너지개발연구, 신에너지‧산업기

술총합개발기구(NEDO) 등의 에너

지개발연구의 위상을 명확히 한 

후에 유사사업에 대해 통합.

○핵융합연구는 핵융합과학연구소, 

가속기이용연구는 고에너지가속

연구기구(KEK), 이화학연구소

(RIKEN)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고 있지만, 학술연구와 국가 주요

임무의 연구라는 접근방식 차이에 

따라 여러기관이 분리하여 실시하

는 업무는 효율적‧효과적이 아니

므로 사업을 통합.

○전체 에너지정책 중, JNC의 연구개발,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의 에너지개

발연구,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

구(NEDO) 등의 에너지개발연구의 위

상을 명확히 한 후에 유사사업에 대

해 통합.

업무 

및 

인원

예산

삭감

○국가가 각 연구기관에 대해 구체

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경제파급효과를 가능한 한 정량적

으로 나타내어 비용 대 효과분석

을 실시하여 가격이 낮은 신규프

로젝트는 착수하지 않음. 

○몬쥬가 운전을 중지한 이후 현재까지

의 연구개발 성과 및 필요 비용을 국

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시하며, 재개될 

때까지는 예산‧인원을 삭감.

○경수로 사용후우라늄연료 재처리는 

신규계약을 하지 않음.

○이미 정리하기로 결정된 사업에 대

해서는 예정된 일정에 따른 업무의 

폐지 및 인원‧예산을 삭감.

정보

공개

○이제까지 국가경비로 달성된 구성

과를 계량적 방법으로 국민들에

게 알기 쉽게 전달.

○국민들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효

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인

접한 여러곳의 전시관을 정리하고, 별

도의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

○사업 실시상황, 예산 집행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

○이제까지 국가경비로 달성된 연구성

과를 계량적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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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의 통합(안)(2/2)

일본원자력연구소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연구

개발

비용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일

반회계에서의 출자금으로 하는 것

을 기본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며, 

비용대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자

원의 중점배분을 실시한 후에 

보조금 등으로 변경.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일반

회계 및 전원특별회계의 출자금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폐

지하도록 하며, 비용대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자원의 중점배분을 한 후

에 보조금 등으로 변경.

정보

공개  

 및 

외부

평가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에 있어서 

외부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진척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

과를 반 한 자원배분 실시에 

의해 업무를 중점화.

○고속증식로개발까지에 필요한 경비, 

기대 성과, 개발까지의 일정, 신에너

지개발‧핵융합개발과의 우선 순위, 

예상되는 위험 등을 국민들에게 알

기 쉽게 제시하며, 매년 엄격한 외부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방안 검토를 

포함한 진행관리 철저.

○핵연료물질 재처리기술개발, 고준

위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기술개발

은 기술적 과제를 명확히 한 후에 

과제해결을 위한 비용‧일정 등을 국

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시, 매년 엄격

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진행관리 

철저.

시험

시설 

및 

자회

사

【자회사 등】

○관련법인에 과대한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경쟁적인 계

약을 확대하여 위탁비를 억제.

【양자공학시험시설(大洗공학센터)】

○기초연구를 하는 시설인 양자공학시

험시설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

【자회사 등】

○관련법인에 과대한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경쟁적인 계약을 

확대하여 위탁비를 억제.

최종

안

JAERI와 JNC를 폐지한 후에 새로이 통합하여 새로운 원자력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2004년까지 

법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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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일본 중앙성청등 개혁 기본법
(1998. 6. 9)

제3절 독립행정법인 제도의 신설 등

(독립행정법인)

제36조 정부는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 안정 등의 공공상의 견지에서 확실하게 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및 사업에 있어서 국가가 스스로 주체로 되어 직접적

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민간의 주체로 이양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던지, 혹은 단일 주체로 독점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걸맞는 자율성, 자발성 및 투명성

을 갖춘 법인(이하 "독립행정법인"이라 함)의 제도를 설치하도록 한다.

(법령에 의한 규율)

제37조 정부는 독립행정법인에 대해 그 운 의 기본, 감독, 직원의 신분, 기타 제도

의 기본으로 되는 공통사항을 정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2 각각의 독립행정법인의 목적 및 업무 범위는 해당 독립행정법인을 설립하는 법령

에 있어서 명확히 설정하도록 한다.

3 각각의 독립행정법인을 소관하는 대신(다음 조에서 "소관대신“이라 함)이 독립행

정법인에 대해 감독, 기타 관여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운 기본)

제38조 독립행정법인의 운 에 관계되는 제도의 기본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

다.

1 소관대신은 3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해당 독립행정법인이 

달성해야 할 업무운 의 효율화, 국민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질적 향상, 

재무내용의 개선, 기타 업무운 에 관한 목표(다음 호에 “중기목표”라 함)를 설

정하도록 함

2 독립행정법인은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함) 및 중

기계획 기간중의 각 사업연도의 업무운 에 관한 계획(제7호에 “연도계획”이라 

함)을 책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3 독립행정법인의 회계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 원칙으로 하도록 하며, 각 사업연도

에 발생된 손익계산상의 이익은 이것을 적립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

계획에서 정한 사용요도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이며 효

율적인 재무운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로 함

4 국가는 독립행정법인에 대해 운 비의 교부, 기타 필요한 재원조치를 하도록 함

5 독립행정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실적에 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무운 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6 독립행정법인의 직원 급여, 기타 처우에 대해 해당 직원의 업적 및 해당 독립행

정법인의 업무 실적이 반 되도록 함

7 독립행정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업무의 개요, 재무내용,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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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실적 및 이것에 대한 평가결과, 인원 및 인건비의 효율화에 관한 목표, 기타 

그 조직 및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8 소관대신은 중기계획의 기간 종료시에 해당 독립행정법인의 업무를 계속시킬 필

요성, 조직의 방향, 기타 그 조직 및 업무의 전반에 걸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

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평가위원회)

제39조 독립행정법인의 업무 실적에 관한 평가가 전문성 및 실천적인 지식을 토대

로 객관적이며 중립‧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부성(府省)에 해당 평가기

준의 작성 및 이것을 토대로 평가 등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며, 총무성에 

부성에 설치된 위원회가 실시한 평가결과에 관한 의견의 표명, 독립행정법인의 

주요한 사무 및 사업의 개조‧폐기 권고 등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직원의 신분 등)

제40조 독립행정법인 중 그 업무의 정체가 국민생활 또는 사회 경제의 안정에 직접

적이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기타 해당 독립행정법인의 목

적,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그 직원에 국가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그 지위 등에 대해

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한다.

1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을 할 권리(노동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포함)을 가지도록 

하며,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됨

2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그 의의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휴직되

거나, 또는 면직되는 것이 없도록 함

3 급여, 근무시간,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독립행정법인이 중기계획에 비추어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단체교섭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 및 중재 대

상으로 하는 것을 함

4 정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직원 정원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기초하여 관리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며, 직원 수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가 국회에 대해 보고

하는 것으로 함

(노동관계에 대한 배려)

제41조 정부는 각각의 독립행정법인에서 실시하는 업무 및 그 직원 신분 등을 결정

함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유지되어 온 양호한 노동관계에 배려하도록 함

(특수법인의 정리 및 합리화)

제42조 정부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특별히 설립행위를 가지고 설립해야 하는 법인

(총무청설치법(1993년 법률제79호) 제4조 제11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을 제외. 제59조 제1항에서 “특수법인”이라 함)에 대해 중앙성청등 개혁의 취지

를 토대로 그것의 정리 및 합리화를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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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1.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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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자력연구소의 특수법인 등의 폐지 및 민 화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답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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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자력연구소의 2002년 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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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JNC)

(1/8)



- 113 -

(2/8)



- 114 -

(3/8)



- 115 -

(4/8)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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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의 2002년 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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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화학연구소(RIKE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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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연구소의 특수법인 등의 폐지 및 민 화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답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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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연구소의 2002년 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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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현황과 원자력의 역할

1.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요약

가.  에너지 수요의 신장과 대응능력

최근 동아시아 지역은 1997년이래 경험한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

표 2.4.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시 높은 수준의 산업생산 증가율을 기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경제위기 이전의 예측에서 

대두되었던 바와 같이 다시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는 데는 다음

과 같은 요인이 근거가 되고 있다.

① 이 지역의 국가들은 선진 제국에 비해 아직 경제수준이 낮으며, 다시 

예전과 같은 수준의 높은 산업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② 자동차 신규보급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③ 전력 보급률이 선진 제국에 비해 매우 낮고, 에너지의 사용 효율이 낙

후되어 있다.

동아시아국가 에너지 안보상의 문제점은 우선 수요측면에서 산업의 발달

과 소득의 증대에 따른 신규수요와 에너지원의 전환에서 오는 대체수요의 

급증에 따른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존의 소비효율에 개

선이 없을 경우 에너지 소비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나 비산업 분야에서는 아직 의식이 부족

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공급분야에서는 우선 신규 에너지원의 발굴과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나 이 지역에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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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력에는 부존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에너지 도입 전문가의 양성, 에너

지 생산국 상대 외교적 수단의 개발, 수송 안전성 보장을 위한 국가간 협력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어서 대체자원의 개발 노력이 부족하다

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대체자원 개발 노력은 기껏해야 중국과 

한국에서의 가스전 개발-운송계획 정도에 그치고 있다.

<표 2.4.1>  동아시아 주요국의 에너지 경제활동 비교

자료원) CIA, The World Factbook 2000

     비교항

 국가

GDP(1999추정) 전력(1998) 인구통계(2000 추정)

일인당 

(US$)

실질 

성장률(%)

산업생산 

증가율(%)

생산량 

(B-kWh)
(천명) 증가율(%)

대만 16,100 5.5 7.5 133.6 22,191 0.8

말레이시아 10,700 5.0 8.5 57.4 21,793 2.0

베트남 1,850 4.8 10.3 20.6 78,774 1.5

브루나이 17,400 2.5 4.0 2.6 336 2.2

싱가포르 27,800 5.5 14.0 26.6 4,151 3.5

인도네시아 2,800 0.0 1.5 73.1 224,784 1.6

중국 3,800 7.0 8.8 1,160.0 1,261,832 0.9

필리핀 3,600 2.9 1.7 39.6 81,160 2.1

한국 13,300 10.0 22.0 221.3 47,471 0.9

나.  환경오염의 가속화와 에너지 수급

동아시아 환경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이 지역에는 삼림파괴, 토양침식, 어장감소, 도심에서의 대기와 수질오

염, 토양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

② 동아시아 각국은 지리적으로 집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환경문제

가 동일한 국경을 사용하는 주변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③ 이 지역은 선진국의 직접투자에 의한 생산거점화로 현지 경제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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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기여했으나, 반대로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④ 동아시아에서는 전근대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업화가 급속

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전근대적인 요소가 극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환경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오염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환경오염은 지난 20여 년간 산업화의 진전

과 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매우 급속하게 악화되

었다.  특히 신탄이나 고유황 석탄과 같은 저질의 연료 사용, 비효율적인 에

너지 생산과 사용법,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수용할 사회 기반시설의 부족 등

은 이 기간 동안의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켰다.  

2000년대에는 이 지역에서 석탄연소에 따른 SO2 배출은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 보다 많아지고, 현재의 연소방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장이 계속될 경우는 향후 12년 내에 현재의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경우 산성화에 따른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다. 담수부족과 해결방안

미국의 제35대 케네디 대통령은 ‘물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는 두 개의 

노벨상, 즉 노벨 평화상과 과학상을 동시에 수상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선언

한 바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국가간 물 분쟁 위기와 물 부족의 심각성

을 이처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도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물 부족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이 지역은 우기 동안 홍수의 

정도와 빈도를 판단해 보면 적도 부근의 동남아시아 지역은 물이 없는 것보

다는 지나치게 많아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다.  <표 2.4.2>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이 지역의 담수 수급비율은 산술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부

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중동과 같은 건조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겪어온 바와 같이 양이나 질에서 심각한 물부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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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직면하고 있다.  

<표 2.4.2>  동아시아 주요국의 수자원 수급 현황

자료원)  ESCAP 1996과 1999 발췌

국  가
공급능력 

(㎥/년)
수요량 (㎥/년) 수요율(%)

말레이시아 556 12 2

몽  고 25 <1 4

베트남 318 65 20

솔로몬군도 45 <1 2

인도네시아 2,986 49 2

중  국 2,812 500 18

파푸아뉴기니 801 <1 <1

필리핀 356 105 30

한  국 70 30 42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수자원의 그릇된 사용과 무분별한 개발로 침투

성 지층의 감소, 지하수위의 저하, 내륙호수와 하천의 고갈을 일으킬 뿐 아

니라 생태계의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1997년도 보

고서1)에 따르면 아시아인들의 1/3은 이미 그들의 거주지 반경 200m 안에서 

안전한 식수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 보고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물 부족은 두 가지 면에서 지역의 안보환경에 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적으로 물 부족은 지역 내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내부 요인을 

더욱 복잡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다.  국제적으

로도 물은 국가간 갈등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

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성장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한 국가의 물 문제는 전체의 문제로 쉽게 발전한다.  이것이 

이 지역의 특이한 경우이다.

1) ADB, 'Emerging Asia : Changes and Challenges', Asian Development Ban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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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의 잠재력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원전의 도입은 신규수요와 대체수요로 구분하여 일

어날 것이다.  <그림 2.4.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많은 원자력발전소들이 

1970 및 1980년대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들 원전의 40년의 설계수명을 

가정할 때, 2030년경에는 이들 발전소들이 교체되어야 하는 대체수요가 발생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수요는 선진국을 일어날 것임에 비해, 원자력의 

신규 보급은 전력의 보급율이 한계수준에 이른 유럽과 북미에서 보다 아시

아의 일부 국가에서 중요한 전력공급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1>  세계의 원전 상업운전 개시연도 분포 현황

이들 국가에서 대체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성,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환경적 이점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이들 세 가

지 인자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에서 원자력의 장기적인 역할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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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 안정공급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책 수립자들

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가간의 상호 신뢰구축이나 다자간 안보논의 등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활동들이 에너지 안정공급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 안정확보의 중요성과 

대체에너지 개발과 같은 다양화 정책의 유용성을 국민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국의 에너지 

장기 계획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중동의 산유국을 직

접 방문하여 산유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활동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국제협력 활동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에너지 공급방법을 

보완할 새로운 에너지원의 도입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다.  새로운 에너지원은 장기공급의 안정성과 대규모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입증된 기술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면 원자력이 현실적으

로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거대과학기술인 원자력기술은 자원고갈과 에너지 도가 높아 에너지 자

원빈국의 안정공급 수단으로 각광받아 왔다.  현재 원자력은 <표-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국의 전력 공급에서 경제성을 바탕으로 상당한 점유율

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 여러 나라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개선

한 원자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활용분야도 범위를 넓혀 비발

전 에너지분야인 산업공정열이나 지역난방과 장기적으로는 수소생산과 같은 

분야의 응용도 예견되고 있다.

(1) 자원고갈에 대비 안정성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동일한 소비가 지속된다면 석탄은 200년 이상,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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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는 60년 동안, 석유는 40년 동안 사용가능한 양이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채년수는 자원 회수기술의 진보와 유모혈암 및 

타르모래의 처리과정 등을 통해 석유 및 가스자원의 매장량 기준을 적어도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

다.  

<표 2.4.3>  주요국의 전원별 발전원가 추정치 비교(2005∼2010)

주) 단위 : cents/kWh 1997 불변가, 

    원자력과 석탄 : 할인율 5%, 30년 수명기간, 75% 부하율 가정

    자료원) OECD/IEA NEA 1998 참조

    (http://www.world-nuclear.org/info/inf02.htm)

        발전원

 국가 
원자력 석탄화력 가스화력

원자력 발전 

점유율(%)

러시아 2.69 4.63 3.54 15

미  국 3.33 2.48 2.33-2.71 20

스페인 4.10 4.22 4.79 28

일  본 5.75 5.58 7.91 34

중  국 2.54-3.08 3.18 - 1.2

캐나다 2.47-2.96 2.92 3.00 14

프랑스 3.22 4.64 4.74 76

한  국 3.07 3.44 4.25 41

원자력도 세계의 원자력발전소는 매년 60,000톤 정도의 천연 우라늄을 소

비하고 있다.  현재 밝혀진 우라늄 매장량은 지금의 추세로 평가하면 약 

7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우라

늄 매장량을 기준으로 보면 석유와 비슷하게 약 40년 정도 사용 가능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장기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로 생성된 플루토늄

을 MOX핵연료로 재순환하거나 비핵분열성 우라늄을 플루토늄으로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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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고속증식로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우라늄 자원잠재력을 70배까

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은 오늘날의 사용수준으로 볼 때 

3,000년 이상 동안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이다.  즉, 우라늄에 완전한 연료

주기를 적용할 경우 자원의 지속연수는 현저히 증가시키기도 한다.

더욱이 원전 연료는 새로 채광되는 우라늄 이외에 재순환 가능 핵물질이

나 토륨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다.  원전 연료의 재

순환은 일회 연소 후 기체나 분진의 형태로 대부분 사라져버리는 화석연료

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다.  비순환주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적절

히 설계된 원자로에서 핵분열성 플루토늄으로 전환이 가능한 원료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비순환 핵연료주기는 천연 우라늄에는 1%도 되지 

않는 핵분열성 물질인 U-235를 주로 사용한다.  여기서 발생한 사용후핵연

료는 재처리를 통해 MOX 핵연료로 경수로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

우 천연 우라늄의 이용률은 약 30%정도 증가한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개발 완료되어 유럽의 원전에서 상당히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사용

하고 있다.  

(2) 에너지자원의 편중 극복

전략적 관점에서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 변동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확실하고 다양한 에너지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적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한다.  확인된 석유부존량의 65%는 중동

지역에 있으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운송거리만 수천 ㎞에 달하며 동시

에 여러 국가들을 통과해야 한다.  수력발전을 위한 하천 또한 대부분 여

러 국가를 통과하고 있다. 

연료공급의 다양성과 에너지 안보에 큰 도움이 되는 우라늄자원은 세계

의 여러 지역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우라늄은 화석 연료와는 

달리 암석 형태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에

너지가 고농축 되어 있다는 연료의 특성상 효율적인 비용으로 핵연료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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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지에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자력은 돌발적인 사태

가 발생해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

공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주) ( ) 수치는 지역의 매장 비중을 의미

<그림 2.4.2>  에너지원의 지역별 편중 현황

화석연료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원자력은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한국, 

일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에너지원 다변화와 공급의 안정

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3) 에너지 비축 용이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에너지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 지표중 

하나이다.  비순환주기를 채택하는 가동중인 원전의 경우에도, 우라늄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질량당 에너지는 화석 혹은 재생 연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질량당 에너지보다 10,000배 이상이다.  이와 같이 높은 에너지 도는 

자원 효율성의 주요 척도이다.  다른 에너지자원보다 단위당 전력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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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필요한 채광, 처리, 저장 및 운송 등에 사용되는 자원을 적게 쓰

면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도 비례적으로 작아질 것이다.  

현재의 기술에서 1,000 MWe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다.  

 ○ 석탄 : 2,600,000 톤 기차 2,000대분

 ○ 석유 : 2,000,000 톤 유조선 10척분

 ○ 우라늄 : 30 톤 원자로심(10 ㎥)

원자력과 화석에너지의 에너지 도는 오히려 높은 편이다.  재생에너지

는 이들 보다 낮은 에너지 도(재생에너지의 경우 단위에너지 생산에 필

요한 부지면적)를 갖기 때문에 1,000MWe의 발전소를 가정할 때 매우 넓

은 부지가 필요하다.  필요한 부지면적은 지역이나 기후조건에 따라 달라

진다.  (태양력과 풍력의 이용률은 20 ∼ 40%임)

 ○ 석연료 및 원자력발전 부지 : 1∼4 ㎢

 ○ 태양열 혹은 태양광발전 : 20∼50 ㎢

 ○ 풍력 : 50∼150 ㎢

 ○ 바이오매스를 위한 경작면적 : 4,000∼6,000 ㎢

(4) 다양한 응용 가능성

세계의 원자력발전소는 근본적으로 기저부하의 전력공급원으로 사용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우 유용한 발전원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전력수요가 에너지 수요 보다 훨씬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에도 계속될 것이다.

최근 원자력은 비전력 부문에 있어서도 다양한 온도로 열에너지를 공급

하여 여러 산업에 이용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현재는 원자력발전

의 단지 0.5% 정도만이 비전력부문에 이용되고 있다.  지역난방, 산업공정

열 및 담수화 등 다양한 응용이 캐나다, 중국, 카자흐스탄, 슬로바키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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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자력은 산소의 공급과 연료의 재장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극‧오지 탐사장비나 

잠수함 등과 같은 군사 목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산업분야에서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온도는 농사목적을 위한 난방온도

에서부터 화학산업을 위한 1,000℃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담당하

고 있다.  해수담수화나 난방을 위한 온수 공급에는 80∼200℃, 석유정제 

공정에서는 250∼550℃, 오일 회수와 오일 쉘 및 타르샌드의 처리를 위한 

고압 고온수나 증기 주입 등을 위해서는 300∼600℃, 석유화학 공정열은 

600∼800℃ 등이 요구된다.  무연탄과 갈탄을 정련하여 수송연료인 메탄올

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950℃까지 의 보다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 물을 분

해하여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1,000℃의 온도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물 냉

각 방식의 원자로는 300℃까지 열을 공급하고 있고 액체금속로는 540℃, 

가스냉각로는 650℃, 고온가스냉각로는 현재의 금속성 원자로 재료의 한계

인 1,000℃까지 이르고 있다(<그림 2.4.3> 참조).

<그림 2.4.3> 원자력의 분야별 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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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오염 방지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 

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에 따르는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에너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의 사용 대체와 에너지 공급과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 반

되어야 한다.  

장기 전략의 수립 시에는 환경 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개선은 물론 자원의 소모율을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국지적 향, 지구온난화 향, 기술의 안전

성, 그리고 외부 향의 측면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기술한다.

(1) 국지적 환경오염 방지 능력 평가

원자력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환경오염 요소는 주로 방사능 배출과 방사

성폐기물 문제이다.  이에 비해 원자력발전 자체로는 산성비, 도시 스모그 

및 오존층 파괴를 야기하는 SOx, NOx 그리고 분진 등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국지적인 대기 오염 방지에 상당히 기여한다.

에너지 생산 단계에서 석탄과 석유 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

지를 위해 탈황설비, NOx 감소기, 침전기 등이 개발되고 있고, 이들 설비

의 가동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에 따른 환경과 보건 향은 여전히 심각하다.  선진국에

서는 NOx와 독성 물질의 배출이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서는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인해 오염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 후 단계에서도 화석연료 특히 석탄 연소 폐기물은 독성물질

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먹이 사슬이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1,000MW 용량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연간 약 32만 톤의 분진을 배출하며 이 분진에는 비소, 카드뮴, 코발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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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니켈, 바나듐 등과 같은 독성 물질이 400톤 정도 포함되어 있다.  탈

황설비 하나만 고려해도 이로 인해 50만 톤의 독성 폐기물이 추가로 배출

된다.

최신 공해방지설비를 갖춘 발전소는 NOx의 발생을 1/10로 줄일 수 있으

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고체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황의 함유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1,000MWe 발전소의 탈황설비에서 연간 발생하는 고체폐

기물은 석탄 50만톤, 석유 30만톤, 천연가스 20만톤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동급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NOx이나 SOx을 배출하지 않고 

단지 고준위 방사선폐기물인 30톤의 사용후 핵연료와 800톤의 중저준위 방

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킬 뿐이다.  지금도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적지만 미래

에는 원자력설계 및 핵연료주기를 향상시킴으로써 생성되는 폐기물을 훨씬 

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에는 악티나이드 연소로(actinide 

burning reactor)를 통해 반감기가 긴 방사성핵종을 짧은 핵종으로 변화시

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 지구 온난화 향 평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다.  

CO2, CH4, 그리고 NOx 등이 대표적인 온실가스인데 이들 물질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화석연료의 연소, 토지사용과 농사를 통하여 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이 중 CO2는 가장 주된 온실가스인데 이 가스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인간에 의해 발생되

는 CO2의 약 75% 정도가 화석연료에서 발생되고 있다.  연간 250억 톤에 

달하는 CO2가 배출되고 있으나 이 가스를 감소시키거나 분리시키기 위한 

상용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하에 격리, 저장 등의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술은 아직 연

구의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부 기술은 높은 에너지의 투입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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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모르며 이에 따른 환경 향평가는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과 수력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화석연료발전에 치중

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단위 에너지 생산량당 현저히 적은 CO2를 배출

시킨다.  이는 원전의 발열특성에 기인한다.  전체 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

는 탄소화합물은 무시할 만하다.  1,000 MWe의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발전

량을 석탄발전소로 대체하 을 경우 발생하는 탄소는 1.75 백만톤이며, 석

유발전소로 대체하 을 경우 1.2 백만톤, 천연가스발전소로 대체할 경우 

0.7 백만톤이 발생하므로, 원전의 가동은 이를 상쇄하는 효과를 갖는다.  

(3) 사고안전성

원자력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

해서는 원자력 시설과 핵물질 수송에서 발생하는 보건 및 환경 향들이 정

상운전 시에는 물론이고 사고시에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수준 이하에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의 확

률을 아주 낮추어야 하며, 설령 발생할 경우에도 유출의 결과가 심각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 원전 보유국들은 원전과 핵주기 시설들은 독립적이

고도 유능한 규제기관들이 강력한 법제, 규정, 기준에 따라서 운 하고 있

다.  

노심 손상에 이르는 사고의 위험 확률은 OECD 회원국에서 가동되는 원

자로의 경우 가동연간 10-4 이하로 알려져 있다.  중대사고시 외부로의 유

출을 억제하는 안전 장치들을 감안하면, 방사능이 외부로 심각하게 유출될 

확률은 이보다 적어도 10배 정도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새로운 설계의 

목표는 기존 설계와 비교하여 위험도를 10배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방지와 사고완화가 동시에 향상될 것이다.  

(4) 환경오염에 따른 손실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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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외부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은 아직 잘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범위는 전체 연료사슬(entire fuel chain)에 대한 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환경 향 평가 프로젝트인 ExternE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유

럽연합에서 수행하 는데 여기에서는 전체 연료계통에 대한 외부효과를 조

사하 다.  환경 향을 비용화하기 위한 방법론이 개발됨으로써 이들이 발

전원가에 미치는 향이 반 되게 되었다.

생산된 단위에너지당 외부비용과 기대수명 손실을 기초로 평가된 등가 

수명손실은 <표 2.4.4>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 의하면 같은 양의 에너지

를 생산할 경우 석탄발전소와 석유발전소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막대한 연료소요량과 수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비용

과 등가 수명손실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외부비용은 원자력

발전소의 외부비용에 비해 10배 정도 높고 또한 외부비용 자체가 매우 크

기 때문에 발전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등가 수명손실이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4.4>  발전원별 외부 향 평가 비교

자료원) Externalities of Energy, ExternE Report, Rep.  EUR-16522, EC, 브뤼셀 

(1995)에서 발췌

             향평가

 발전원

외부비용

(mECU/kWh)

등가인명손실

(GW‧a 당)

석  탄 15.0 37.0

갈  탄 10.0 27.0

석  유 12.0 32.0

가  스 0.6 2.0

풍  력 2.2 0.3

수  력 2.2 0.8

원자력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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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수공급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

현재 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겪고있고 또 앞으로 겪을 담수 부

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수자원 정책이 수

립되어야 한다.  즉 도시 지역은 재활용과 절약, 하천이 많은 곳은 재개발 

그리고 해안지역은 해수담수화와 같은 종합적인 방식을 동시에 도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천과 지하수원의 개발과 보존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국가

의 입지환경이나 국가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정책과 혼합해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지역 하천의 상류에서는 대규모 저수지 시설을 그리

고 하류에서는 해수의 침입방지와 같은 시설을 할 수 있겠다.  남태평양의 

도서국가나 북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바다에 인접한 국가로 물기근을 겪고있

는 국가에서는 해수담수화와 같은 노력과 병행할 때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1) 원자력을 이용한 담수화 이용 현황

지금까지 원자력의 역할은 주로 전력생산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화석연료 발전원의 대체에서 오는 지구온난화가스 배출 감소에 있었다.  

그러나 미래의 원자력은 여기에 담수공급의 기능도 확대 할 것으로 보인

다.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도 <표 2.4.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세계

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하면 카자흐

스탄은 1973년부터 고속증식로를 이용하여 해수를 담수화하여, 매일 

120,000 톤의 각종 용수를 공급하 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력생산과 해수

담수화를 위해 1977년 이카타1호기(전력생산 538MWe, 담수생산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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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t)를 운전한 것을 비롯, 현재 총 5기(담수공급 하루 8,900 톤)의 원자

로가 운전 중에 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

라비아 등에서는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필리핀, 브라질,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시리아에서도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

화 기술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국제원자

력기구와 협력하여 해수담수화용 원자로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4.5>  해수담수용 원자로 및 담수공정 특성

자료원) IAEA 데이터 참조

원자로형 개발국(위치) 담수공정 특성 개발현황

LMFR 카자흐스탄(Aktau) MED, MSF 1999까지 가동

PWRs

일본(Ohi, Genkai,  

Takahama, Ikata)
MED, MSF, RO 가동중

한국, 아르헨티나 등 MED, RO 설계중

러시아 MED, RO 설계중(바지선)

BWR 일본(Kashiwazaki) MSF
시험용으로 가동후 

1998년 해체

PHWR
인도(Kalpakkam) MSF/RO 가동준비중

캐나다  RO(preheat) 설계중

NHR
모로코(Tan-Tan) MED 계획 중단

중국 MED 설계중

HTGR
남아공, 프랑스, 
네덜란드

MED, MSF, RO 건설중

(2) 원자력을 이용한 담수화의 경제성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해수담수화 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나 천연 수자원 

개발에 비해 비용이 3배 이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기

술이 아닌 관리기법을 활용한 담수확보가 당분간 주류를 이룰 수 있을 것

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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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통한 해수담수화 방법 중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방법의 경제성

은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AEA에 의해 수행된 상세 경제성 분석 연구2)에 따르면 두 종류 기술의 

경제성은 연료가격, 이자율, 건설기간과 같은 기술 도입시점의 주요 변수에 

향을 받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

석연료 기술은 연료의 가격에 그리고 원자력기술은 이자율에 민감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은 청정수 수요에 비해 극히 미미한 이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수자원의 오염과 고갈이 진행된다면 수

자원의 소비와 보전은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이라는 개

념에서 바뀌어 시장 가격을 반 하게될 것이다.  이 경우 기술을 이용한 

담수 공급의 경제성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것이다.

<그림 2.4.4>  원자력 해수담수화시설 구조 (인도)

2) IAEA, Market Potential for Non-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IAEA-TECDOC-xxxx, 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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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 지역 원자력계의 과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환경, 담수 환경을 고려할 때 원자력 에너

지를 활용할 경우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지역

의 여러 국가에서는 원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중이거나 이미 검토를 완료 

한 상태이며, 이 중 일부 국가들은 도입을 추진하다가 최근의 경제, 정치적 

환경변화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지역의 안보환경은 국가별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접하게 연계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에서 원전 보유국과 보유 희망국은 각각 

자국의 고유한 환경을 반 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이

에 더하여 지역 내에서 두 그룹간의 긴 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가.  원전 보유국의 과제

지역의 원전 보유국들이 가동하고 있는 원전은 1971년 일본에서 그리고 

1978년 우리 나라와 대만에서 최초로 상업운전 한 이래 지금까지 경제성과 

환경 오염저감 측면뿐만 아니라 가동율과 사고정지율 등에서 매우 훌륭한 

운전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현재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가

장 큰 난제로 안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사용후 핵연료 뿐 아니라 유리화

된 폐기물을 다룰 수 있는 저장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에 대

한 공통적인 관심사는 그것의 반감기가 길다는 것이다.  플루토늄과 같은 

장반감기 물질들이 상당부분 제거된 재처리시설 발생 폐기물이 천연우라늄 

수준 이하로 붕괴하는데 1,000 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반면 재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10,000년 이상 필요하다.  고준위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

리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처분장을 건설 및 운 하는 것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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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현재 처분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기존의 원전들은 전력회사와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자산이었으나, 

신규 원전은 미래의 시장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높은 발전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원자로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개선하여 자본비를 획

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4세대 원

전연구(Generation IV)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량 혹은 

혁신 개념의 원자로  연구개발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한 나라에서 운전하는 원전은 명백히 운 국의 책임이기는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주변에 이해 당사국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부터 프랑

스에서 운반하기로 계획된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이나, 동년 러시아의 액체

폐기물 동해 투기, 그리고 1997년 대만의 저준위 폐기물 북한 매립 시도와 

같은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지역의 안보를 해치지 않기 위해 이해 

당사국의 물리적 피해 방지는 물론이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의 계획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기술교류를 통해 얻는 시너지 

효과는 지역의 개별 국가들이 기울이는 노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성과를 발

휘하도록 할 것이다.

나.  원전 보유 희망국가의 과제

이 지역에서 원전의 도입을 검토 혹은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고 안보상 이해가 결부되어 있는 지역내 원

전 보유국들의 경험을 무엇보다 먼저 활용해야 한다.  원전의 도입을 검토

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연구용 원자로 정도는 가동하고 있다.  이 때의 

인력과 행정체제는 원전 도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 매우 중요한 근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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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인력과 행정체제는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접어들

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도입희망 국가는 이러한 자원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 보유

국과의 인적‧기술적 교류가 필수적이다.  이 때 주요 기술교류 내용은 보유

국들의 도입 타당성 분석, 국제지원 획득 방안, 입찰 및 인력양성 계획 그리

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국민의 지지 획득 방안과 기술자립 전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원전의 실제 도입에 대비하여 국제적 신인도 제고에 노력할 필

요가 있다.  국제적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방

법, 안전한 운전유지 능력, 도입계획의 확고한 추진의지, 그리고 국가적 관

련 체제의 구축 및 유지능력 등을 국제적으로 확신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투명한 계획을 통해 국제적 신뢰를 획득할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입찰과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계약도 용이하고 확고하

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부와 국민의 이해와 지지기반을 획득하

는 것이다.  특히 초기의 도입 계획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행정

부의 에너지, 자원 그리고 경제기획 분야 등 관련 행정기관에 포진한 전문

가들의 이해와 지원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과정을 거쳐 완

성된 종합계획은 종국에는 추진국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심까지 받아야 한

다.  

다음으로 국민과 환경단체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 후보지의 

지질구조 안정성 검증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12기까지의 원전 건설계획

을 추진하려던 인도네시아에서 1993~97년에 국민들과 외국의 환경단체들까

지 합세해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격렬한 캠페인을 가졌다.  이와 같이 저

항이 증폭되자 1997년 2월 당시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 계획을 보류하고 원

자력발전을 ‘최후의 대안'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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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지(Government Acceptance) 만큼이나 

국민의 지지(Public Acceptance)가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

술도입의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유용성과 해결방

안 그리고 투명성 유지계획까지 포함하는 상세하고 방대한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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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자력 기술정책

제 1 절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R&D 역할 

Abramovitz (1956)와 Solow (1957)의 연구 이래로 기술진보는 자본과 노

동의 생산성 향상,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창출을 통해서 산업발전 및 국가 

경제성장의 중추동력으로 인정되어 왔다.3) Abramovitz (1956)와 Solow 

(1957)는 기술진보가 미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미친 향을 연구하면서, 경

제 산출의 증가는 자원의 양적인 투자 보다는 자원의 생산성에 훨씬 크게 

의존한다고 강조하 다. Solow (1957)의 연구는 1910년경부터 1949년까지 약 

40년동안 미국 경제발전의 약 90 퍼센트가 기술진보 덕택이었음을 밝혀내었

다. 또한 Mitchell (1999)에 따르면, 20세기후반 약 50년 동안 국가 경제에 대

한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미국에서 약 50 % 이었으며, 프랑스에서는 76 %, 

서독 78 %, 국 73 % 그리고 일본에서는 경제성장의 55 %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70년 후반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에 대

한 연구에서도, 특히 20세기 후반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기술능력의 발전은 선진국의 외생적 기술을 흡수하고 내생적 

기술변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핵심동력으로 밝혀지고 있다. 

Amsden (1989)은 한국의 산업화의 성공을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능력의 발

전에 기인함을,4) Lall(1998)은 개도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을 이

루기 위해서는 고유기술능력 발전이 필수적임을 밝힌바 있다.5)

3) Rosenberg, N. (1982), Inside the Black Box: Technology and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tel, S. J. (1995),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 

Volume V: The Historic Process, United Nations University, Avebury; Mitchell, G. 

R. (1999) 'Global Technology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60(3), 205-214.

4) Amsden, A.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5) Lall, S. (1998)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Emerging Asia,' Oxfor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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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개도국의 기술발전과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연구에서 기술발전은 

기술능력을 획득, 축적 및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개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하에서 기술능력 (technological capabilities)는 '변화하는 환경에 시기적

절하게 대응하면서 외부기술의 흡수 적응과 신 기술창출에 있어서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의 능력 (the ability of an organisation to make 

effective use of technology in absorbing and adapting external technology 

and generating new technology over time while timely responding to 

environmental change)'으로 정의된다.6)

특히 기술학습 (technological learning)이 '개발도상국의 기술능력을 발전

시키는 내생적 과정 (the endogenous course of the building-up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으로 정의되면서 이러한 

개도국의 기술학습은 선진국의 기술혁신과정과 대비되었다.

선진국의 기술혁신과정은 Utterback과 Abernathy (1975)가 Vernon (1966)

의 모형에 기술혁신 경로, 산업의 경쟁과 산업의 구조를 반 한 제품수명주

기 (Product Life Cycle, PLC) 모형으로 대표적으로 설명되고 있다.7) 이러한 

PLC모형에 따르면, 선진국의 기술혁신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먼저 최최

초의 유동기 (Fluid Stage)에서는 근본적 제품혁신이 일어나서 기술패러다임

(technological paradigm)상에서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며 관련산업이 형성된

Studies, 26(2), 213- 243.

6) Fransman, M. (1985) 'Conceptualising Technical Change in the Third World in the 

1980s: An interpretive Survey,'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July, 572-652; 

Dahlman, C. and Fonseca, F. V. (1987) 'From Technological dependenc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Case of the Usiminas Steel plant in Brazil,' in J. M. 

Katz (eds) Technology Generation in Latin American Manufacturing Industries, 

MacMillan Press: Hong Kong, 154-182;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92), Technology and The Economy: The Key 

Relationships, Paris: OECD; Kim, L. (1999) 'Building Technological Capability for 

Industrialization: Analytical Frameworks and Korea's Experience,'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8(1), 111-136.

7) Utterback, J. M. and Abernathy, W. J. (1975) A Dynamic Model of Process and 

Product Innovation, OMEGA, The Intl. J. of Mgmt Sci., 3(6), 639-656; Vernon, R.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 May, 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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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품의 성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제품(dominant design of 

product)이 결정되면서 전이기 (Transitional stage)가 시작되며 공정혁신이 

도입된다. 마지막 단계 성숙기 (Specific stage)에서는 매우 표준화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혁신이 기술발전의 주 관심사가 된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우에는 선진국 PLC 모형을 거슬러 올라가는 소위 

‘Reverse-PLC'을 따르는 것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즉 선진국의 성숙기 

단계에 있는 기술을 도입해서 흡수 및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고유 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 기술을 창출하는 기술혁신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다.8)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근본적 기술혁신(radical innovation) 보다는 점

진적 기술혁신 (incremental)이 실질적인 기술적 노력에 의해서 달성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개도국의 기술학습은 국제기술이전 (international 

technology diffusion)의 의해서 촉발되어, 점진적인 기술능력 획득 및 축적 

(incremental and cumulative technological change)과정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기술학습의 성과는 기술적 노력 (technological effort)의 몰입정도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학습과정에서 개도국의 R&D 개념은 선진국의 경우와 다르게 

설정된다. 선진국의 R&D은 일반적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새로운 과학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의 과정 (a course of activities for the 

generation of new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으로 정의된다.9) 이

러한 선진국 개념의 R&D가 개도국의 기술학습에 적용될 때, 이는 일반적으

로 초기 기술 흡수 및 적응 단계보다는 후기의 기술혁신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와는 달리 R&D를 보다 넓은 의미에서 '기술변화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8) Hobday, M. (1997), Innovation in East Asia: The Challenge to Japan, Cheltenham & 

Lyme: Edward Elgar; Kim, L. (1999) 'Building Technological Capability for 

Industrialization: Analytical Frameworks and Korea's Experience,'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8(1), 111-136.

9) Rosenberg, N. (1982), Inside the Black Box: Technology and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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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a problem solving process in technological change)'으로 정의할 때, 개

도국도 R&D를 통한 기술능력 및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분석적 

개념틀을 마련하게 된다. 즉 R&D를 통해서 선진국의 기술을 선택하고, 이를 

도입, 흡수, 적응하는 문제해결과정에서 국내차원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발생되면서 내재화 될 때, R&D는 개도국의 기술능력 및 산업경쟁력 발전을 

보육 또는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을 대표로 하는 과학기술 집약적 산업은 단기적으로 볼 때 매

우 복잡한 기술특성과 함께 높은 투자 위험을 수반한다. 또한 수평적 수직적

으로 매우 복합적인 과학 기술 및 산업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이들 산업의 

기술 활동 및 성과는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경제 

발전에 연계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의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기술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추

구하고 장기적으로도 국가의 혜택보다는 기업의 생존을 보다 강조하는 민간 

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기술혁신 학습시스템

(national learning systems of innovation)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것이 요구된

다. 즉 세계적 관점에서 국가의 장기 경제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관련 산업

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단중기 및 장기적 핵심 기술을 합의적

으로 선택한 후, 주요 역할자들의 호혜적 협력 (synergistic co-operation)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 혁신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구축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

고 국가혁신시스템은 세계 기술경제 및 정치 사회 변화에 시기 적절하게 대

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국내 기술능력 발전에 따라 협력시스템이 보다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국내의 관련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유연

하게 재 조직화될 수 있도록 설계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산업기술경쟁력을 확보 또는 향상하기 위한 국가혁신시스템

하에서, 개도국 국가 R&D의 역할은, 장기적 국가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국

가혁신시스템 자생력 (nation's long-term via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earning system of innovation)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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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Laia와 Apen(1996)이 주장한 것처럼, 국제시장에서 국가의 산업경쟁력

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 총체적인 국가의 혁신전략에서 국가 R&D 

역할이 설정되어야 한다.10) 즉 국가 R&D의 역할은, 첫째로, 장기적이던 단 

중기적이던, 계획된 또는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내 기업 및 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요구되는 근본적인 

과학적 지식과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 R&D 역

할은 특히 관련 국내 기업 또는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 (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하지 못하 을 경우에 절실히 요구된다.

두 번째, 국가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국가 R&D은 

국내 기업 및 산업 경쟁력 획득 및 발전을 위한 국가 고유기술능력 

(nation's indigenous technological capabilities) 개발에 진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기술을 흡수하여 국내 여건에 맞게 개량하면서 국내 기술과 

경제활동의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고유기술능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되 핵심기술의 자

립을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유 기술능력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10) Laia J. R. and Apen P. G. (1996), Sustainable Competitive Participation: A Role for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Laboratories, Technology in Society, 18(4), 

46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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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력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1. 혁신체제 도입의 필요성

20세기 후반에 들어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

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21세기에도 이어져 혹자는 21

세기는 기술혁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시기라고 단언하기도 한다.  

기술혁신의 가치는 20세기 초 일찍이 슘페터에 의해 간파‧주장되었다.  슘

페터가 주장한 ‘순환적 성장론’에 따르면 기술혁신에 의해 경제는 내생요인

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의 정태적인 균형(static equilibrium)을 벗어나 

발전하게 된다.  혁신의 달성으로 인해 누릴 수 있었던 혁신 기업가의 독점

이윤이 수많은 추종 모방자에 의해 줄어들면서 경제시스템의 활력이 감소하

면서 침체에 든다.  불황기에 기업활동에 참여했던 자원에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 기술혁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다음의 혁신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자본주의의 경제주기(business cycle)를 설명한 슘페터는 경제성장론

과 경기변동론 등 경제학의 넓은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다.

우리 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패러다임도 1990년대 초에 들어 연구와 사업을 

분리하면서 바뀌었다.  즉 1980년대까지의 원자력 연구개발은 시장주도

(Market Pull)형 개발단계로 원자력 발전기술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설

정하고 관련 기관별로 각자의 특성에 따라 역할분담을 하여 수행되어 왔으

나,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서는 상용 원자력발전소 관련기술의 자립 완성과 

설계기술의 산업체 이관 이후에는 원자력 미래 혹은 차세대기술이나 요소 

개량기술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기술주도(Technology Push)형 개발단계

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전 원자력 연구개발 체제에 부여되었던 

분명한 국가적 기술개발 목표가 연구개발 활동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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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 상실에 따른 연구개발 자원의 분산을 방지하고 그간 확보된 연

구개발 인프라를 유지‧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원자력 기술개발의 장기 비젼을 설정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

립하고 중장기 연구개발 수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계

획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국가차원의 

기획 및 행정 지원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슘페터의 성장이론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4세대 연구관리 체

제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하에 전개되고 있는 우리 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한다.  또 새로운 연구개발 환경이 대두

된 1990년대 이후 10년 가까이 개선을 거듭하면서 발전되어 온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체제에서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 연구개발 체제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슘페터의 성장이론

20세기에 들어 슘페터만큼 경제학적 평가가 뚜렷이 향상된 인물도 많지 않

을 것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20세기 말 특히 1970년 대 이후 표준화된 대

량생산과 산업자본의 발달에 따른 수요기반의 급속한 확대로 대두된 산업사

회의 생존목표로 등장하고 있는 소위 ‘경쟁력의 시대’를 맞아 더욱 빛을 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경제학자는 20세기의 경제학을 대표할 수 있는 케인즈의 

명성 속에서도 슘페터가 주장한 기술혁신의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은 높

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있다.  이는 1970년대 중반이후 수요관리 측

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스의 정책처방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데 비해, 공급측면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한 슘페터의 견해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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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음을 점차 경험하게 되면서 나오는 자연스런 평가일 것이다.

슘페터는 경제변동론, 경제발전론, 경제체제론, 경제학설사 등 넓은 분야에

서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그는 경제발전 혹은 체제의 발전을 다음과 같

이 해석하 다.  독일에서 처음 발간된 그의 저서11)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

전과정을 기존의 정태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동태적인 과정으로 

파악하여 혁신기업가의 행동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비연속적인 것으로 

보았고, 또한 원동력이 경제체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내생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즉 동태적 측면에서 기존의 순환적 흐름을 타파하고 창의적 기업가

(entrepreneur)에 의한 기술혁신에 의해 창조적 파괴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

술혁신이란 단지 생산방법의 혁신뿐만 아니라 신상품개발, 새로운 원료 획

득, 새로운 판로개척, 그리고 새로운 경 조직 출현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

술혁신에 의해 기업이윤이 발생하고 경제는 발전하게 되므로, 그는 기술혁신

이 자본주의 발전의 근본 동력이라고 생각하 다. 이러한 기술혁신에 의해 

기업이윤이 발생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는 기술혁신이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업적은 경제 역을 넘어서 정치‧사회부문에 대한 견해에 까지 걸쳐있

다.  그는 대규모 기업조직 속에서 기업가의 창의성이 사라지고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문화가 득세하면 자본주의는 서서히 사회주의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하 다.  슘페터의 사회주의 출현에 관한 예견은 틀렸지만 그가 

강조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지금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슘페터에 따르면 기술혁신이란 단지 생산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상

품 신원료 신시장 신경 조직이 등장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기술혁신을 주도

하는 것은 기업가의 선구적 노력의 결과다.  그 결과 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이윤을 확보하면 그것이 기업이윤의 바탕이 되는 

11) Schumpeter J.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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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슘페터의 생각은 지금까지 전통적 경제학의 사고와 다른 점이 있

다. 

첫째, 기술혁신을 통해 독과점 체제가 생기고 이러한 독점이윤이 또 다시 

다음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이 되므로 독과점체제가 기술혁신에 유리하다

는 것이다.  이 사실은 슘페터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면 나라별 상황에 따라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타난다.

둘째, 기술혁신은 단지 발명이나 공정혁신과 달리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신기술이 상용화되고 신조직이 정착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나 정보가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이것이 상용화되는데는 

짧게는 몇 달 혹은 길게는 수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기술혁신

을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지원 등 기술혁신체제는 국가별 상황

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기술경제학에서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불황기가 오래 계속되면 기존 기업활동에 묶 던 인력 시설 

등이 풀리므로 점차적으로 기술혁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은 사실상 불황기에 새로운 사업을 할 환경이 조

성된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불황기에 맞는 새로운 상품과 조직변화가 생

김으로써 성공적인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황기가 점점 짧아지는 측면이 있다

는 것이다.

3. 러의 4세대 연구관리 체제

슘페터가 강조하고 있는 체제 발전의 출발점이 되는 기업가의 기술혁신은 

특히 과학기술계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조직

은 본질적으로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조직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4세대 연구관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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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관리 체제는 정부 출연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민간 연

구기관인 삼성종합기술원이 2001년도부터 연구관리를 위해 4세대 연구관리 

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효과가 구현될 경우 여러 연구기관은 

물론 대학에까지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4세대 연구관리 체제는 미국 미시간 대학의 러 교수가 제안한 새로운 

기술경 체제로 최근의 연구개발은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분야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연구개발 체제를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경 에 

있어 개선의 차원을 넘어선 가치혁신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이론이다.  특히 

기술경 자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현재 기술경 에서 통용되는 3세

대 연구관리 방법으로는 기술 혹은 가치혁신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그 차이는 기존의 연구관리는 기술 포트폴리오(portfolio)나 로드맵(road 

map) 등을 활용해 기술경 의 효율을 향상시켜 왔으나, 이는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향상의 기대치는 최대 수 십%의 개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혁신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조직체제나 경 이념은 물

론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체계화한 것이 이른바 4세대 

연구관리 체제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4세대 연구관리법은 주로 기업의 기술혁신 체제를 대상으로 발전

되어 왔다.  4세대 연구관리법의 핵심내용은 크게 나누어서 2가지이다.  첫

째는 기존 기술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을 지칭하는 도미넌

트 디자인(dominant design)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기업의 

사례를 관찰해 산출한 결과로 성공적인 혁신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기

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미넌트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술구조

(architecture)와 구현능력(capability)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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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한 구조적 기반 구축과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일종의 기술경 전략

으로 기존의 응용제품 개발위주의 응용연구실에 새로운 혁신기술을 창출하

기 위한 혁신연구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ony사가 중앙연구소내에 CRL

이라는 별도의 연구실을 운 하는 것이나 3M사가 종업원 사내 창업제도를 

운 하는 것이 좋은 예로 소니의 CRL에서는 아이보를, 3M의 사내 창업제도

는 'Post it' 등과 같은 혁신적인 신개념의 제품인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창

출하고 있다. 

러 교수는 이 같은 4세대 연구관리 개념을 도입해 가치혁신을 이룩할 경

우 그 효과는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가 수 십%의 효율향상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수 백 배의 효율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공감을 얻고 있다.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 시장환경의 변화로부터 연구개발부문 역시 자유로

울 수는 없을 것이다. 지식경제시대의 제반 변화로 인해 연구개발부문도 역

시 거기에 부합하는 생존전략을 구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먼저 기술개발

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변하는 시장

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은 더 이상 개

별적이 아닌 서로 다른 학문 분야간의 강력한 연합을 통해 발전하며 새 상

품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핵심기술, 타 분야의 기술을 혼합하

는 학제적 혹은 다제적(inter-and/or multi-disciplinary) 접근방법의 연구개

발 활동을 요구한다. 

필요한 정보기술과 정보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다국적 기업은 ‘

러벌소싱(global sourcing)’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예컨데 경 자원의 로벌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개발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상품요소, 자본, 기술, 노하우를 세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용하

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용한 최상

의 기술지식에 접근하기 위해 연구개발 설비의 분산화나 전략적 제휴, 조인

트벤처, 기타 형태의 연구개발 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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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의 창조와 확산을 위한 인적자원의 고도한 역량 확

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학문분야, 부서, 업무분야를 초월하는 커뮤니

케이션 능력, 문제해결 능력, 팀워크능력 등 사회적 능력에 기반한 전문적 

기술지식을 보유한 고도의 자격요건과 새로운 기술이 요구된다. 정보와 지식

의 양과 질이 급속히 증가하고 향상됨에 따라 지속적 학습과 재교육이 요구

되며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상응하여 구성원을 동기화하고 그들의 창조성을 

개선하고 혁신능력과 상품에의 응용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전과 요청은 1, 2세대에서 3세대로 새로운 연구개발을 모색했듯

이 또 다른 연구개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파트너와 고객, 잠재적인 외

부 기술자원과 같은 외부자원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차세대 연

구개발이 그것인데 그 특징을 핵심전략, 성과, 조직구조/인적자원, 프로세스 

측면 등 모든 분야에서 규명하고, 이를 반 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4. 기술혁신의 주체12)

기술혁신의 주체를 혁신기업가인 ‘혁신가’라고 간파했던 슘페터의 주장에 

따르면 진정한 혁신가는 자주 탄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기

술혁신 양상을 보면 에디슨, 와트, 마르코니, 장 실 등과 같은 창조적 혁신

가들이 선견지명을 갖고 기존의 관습에서 탈피하여 창조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의 자기발전 기능이 활발해지고 생산활동이 복잡해지고 정보의 

흐름이 대중화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기술혁신이 무수히 일어나기 시작하

자 기술혁신이 과연 누구에 의해 발생했는지 알 길이 없게 되었다.  이로 인

해 과거에는 우연히 또는 불규칙하게 일어났던 기술혁신이 규칙적이고 계획

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존 슘페터의 주장에 대한 비

판이 일기 시작했다.

12) 이공래, '기술혁신이론 개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REPI), 연구보고 2000-01, 2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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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페터는 이런 기술혁신 추세의 변화를 이해하고 1943년에 출판된 그의 저

서13)에서는 자신이 주장했던 혁신의 주체가 창조적 혁신가에 의한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 다.  그는 기술혁신이 창조적이고 선견지명을 가진 

혁신가에 의해 일어나는 것에서 앞으로는 거대기업에 고용된 고도로 훈련된 

과학기술자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하 다.  이를 두고 기술

혁신학자들은 전자의 주장을 ‘슘페터-I'로 그리고 후자를 ’슘페터-II'라 불러 

두 주장을 구분하고 있다.

슘페터가 주장을 바꾸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의 기술혁신은 특수계층 혁신

가에 의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직된 우수한 과학기술자 집단

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조직은 자

체 고용인력의 10% 정도를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하면서 기술혁신 활동에 집

중시키고 있고 그 결과 매년 새로운 기술혁신을 양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혁신을 일으키는 주체가 과거의 창조적인 소수에서 현대는 연구개발 집

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5.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에의 시사점

가. 거시적 측면

경제나 조직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요인으로써의 기술혁신을 주

장한 슘페터는 독과점 체제가 기술혁신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설은 훗날 사례분석을 통해 여러 차례 적합성을 검증 받고 

있다.  이를 우리 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체제에 빗대어 보면, 사업과 연구개

발의 완전 분리가 이루어진지 10년 가까이 된 지금 각 기관들은 앞다투어 

독자적 연구기능을 수립‧확충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심화될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비해 크지 않은 규모의 연구개발 인력과 

13) Schumpeter, J.A.(1976),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George Allen 

& Un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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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자칫 비효율적 투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능의 통합을 통해 인위적 독과점 체

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현실적인 제약이나 관련 부처간 거부감이 

있을 경우 최소한 적극적인 산‧학‧연간의 정보와 인력교류가 이루어져 자연

스런 역할분담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연구개발에 있어 국가혁신체제는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 계획은 당초 설정한 수행취지에 맞게 비교적 잘 운 되고 있다.  

다만 연구에 관련된 연구개발자, 연구관리자와 평가자 그리고 정부 당국자

간 보다 많은 이해와 긴 한 협조가 보완된다면 더욱 훌륭한 혁신적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나라 과학기술계의 거의 모든 관심과 지원이 정보통신과 생명

과학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분야의 중요성과 

달성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다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 분야의 중요성도 이들 분야에 뒤

지지 않는다.  정보통신기술이 인체의 신경망이라면 원자력기술은 혈관망으

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자력기술의 연구개발은 중장기 연구

개발기금을 기반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전력산업구조조정에 따라 기존

의 지원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그

간 엄청난 성과를 보이며 국가경제에 일익을 담당해온 원자력 연구개발 활

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관들이 안정

성과 공평성의 훼손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잘못된 항은 개선하고 부족한 항

은 조속히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미시적 측면

다음으로 미시적인 관점으로는 연구개발 조직의 기술혁신 가능성을 높이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지식은 <그림 3.2.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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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태주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첫째 모드는 잠재혁신가인 개

인이 일상적인 근무활동 과정에서 노하우를 체득하고 이를 자신의 근무개선

에 응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개인 내부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 과정을 사회화(societation) 단계라 할 수 있다.  잠재혁신가의 사

회화는 조직문화에 많은 향을 받는다.  둘째 모드는 정보를 창조하는 전

환(externalization) 단계로 개별 혁신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노하우를 표

현함으로써 형식화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경우 개인

은 이들을 유추를 통해 나타내게 되어, 이는 암묵적 지식을 형식화하는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모드는 개인이 외부의 형식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또 다른 형태의 형식을 형성하는 결합(combination)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는 동료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다른 개인의 형식들을 접하는 사회적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전통적인 학습의 과정인 내부화

(internalization)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외부에서 구한 형식을 실험 

또는 경험습득을 통해 다른 각도의 지식을 축적하게 된다.  이러한 내재화 

과정의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현

대사회에서는 제도화된 교육훈련을 통해 이를 장려하고 있다.

<그림 3.2.1>  지식형성의 변태주기

14) Nonaka, I., 'A Dynamic Theory of Organizational Knowledge Creation', Organization 

Science, vol/ 5, no 1,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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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태주기의 수립 배경에는 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지식은 개별 

연구원에서 출발하여 비공식 모임과 소속 부서를 거쳐 조직으로 전해진다는 

지식의 확산 경로의 인식이 깔려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조직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형성의 

변태주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을 도출‧구현하는 조직환경과 문화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개발 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연구관리 제도에 더하여 실패를 전제로 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개발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시에는 세심하고도 본래의 취

지인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연구관리 체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

이 4세대 연구관리 체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도미넌트 디자인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경 관리자인 CEO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주도할 

CIO(Chief Innovation Officer)와 새로운 연구관리 체제를 수립할 

CKO(Chief Knowledge Officer)를 독립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혹은 

이러한 기능을 통합한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제도나 개념의 도입

이 필요하다.  특히 CKO는 보유기술의 상업화나 매매를 통해 활용 극대화

를 도모하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전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

이다.

제4세대 연구관리 체제의 기본은 다시 말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개발과 

생산‧판매가 따로 없다는 것으로 연구개발자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개

발에 착수해야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다.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에 있어 이 

개념을 도입하여 혁신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확산을 위한 노력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거대과학기술의 집합체로 여겨지는 원자력 기술의 특

성을 감안할 때, 기술확산의 잠재력이 어느 기술에 뒤지지 않는다.  기술확

산의 측면에서 볼 때 사장되고 있는 연구결과들은 연구기관이나 국가의 발

전을 위해서도 상용화로 구현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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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기술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센터의 

설립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자 의식 변화가 기술확산 체제 성공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있는 연구실 창업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것도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원자

력 연구개발 활동에서도 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심층적 분석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1932년 종료된 시카고의 Western Electric사의 Hawthorne공

장 실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연구개발이나 기술확산 활동에 있어 가장 기

본적이고 중요한 지원은 제도의 정비나 시설의 개조보다는 관리자와 연구개

발자 사이의 사회‧심리적 긴 성이라는 점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서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인사평가나 혁신성과의 공정한 배분 그리

고 건전한 직장문화의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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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자력분야 민군겸용기술 추진방안

1. 개요

동ㆍ서 냉전체제 붕괴 이후 본격적으로 개막된 세계적인 경제전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판가름 짓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에 달려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힘의 원리가 정치

의 논리로부터 경제의 논리로 대체되고 있는 현재, 선진국들의 기술개발 경

쟁은 군사력 경쟁보다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군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꾸

준한 연구개발과 기술축척으로 대부분의 기본병기를 국산화하 으며, 국산장

비에 의한 전력장비 확보로 군의 경제적 운 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

러한 성과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하 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과학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

정인데 미국과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그들의 기술

보호장벽을 높이는 국가 기술패권주의(Techno-Hegemony)가 극한에 달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이를 극복할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 과학기술능

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능력이 부분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만, 

최근의 과학기술은 다양한 단위기술을 복합적으로 혼합시켜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 기술로 활용할 수 있어야 기술의 가치는 증대된다. 그러므로 민간 분

야에서 개발되어 사용중인 기술이 군사분야에 접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가안보에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과학기술은 산‧학‧연 협력체제 속에서 추진되고 있지

만, 내용면에서 보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사실 하나의 특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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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다양한 기술을 연구개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기술이 국방

기술로 접목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민간 기술 outsourcing 방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가능성 있는 outsourcing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민간 및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을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 일환으로써 

지금까지 원자력 연구소가 40여년간 핵연료 국산화, 연구용 원자로 건설 기

술 자립 및 운용, 한국형 원자로 설계 기술 자립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

발되었거나 개발중인 기술을 국방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

각된다.

2. 국방관련 과학기술의 수준

가. 국방 및 민간 과학기술 수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그림 

3.3.1>와 같이 선진국 대비 55%∼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상무기분

야가 70%인 반면, 항공기분야가 55%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0
65

55
60 60

100

80

60

40

20

0

지상무기 해상/수중 항공기 유도무기 통신/전자

<그림 3.3.1> 선진국대비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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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기체계 개발에 필수적인 국방분야 핵심기술의 선진국 대비 우리

의 수준은 <표 3.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35%∼52% 수준으로 매우 저조

하여, 국방 핵심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분야별로는 생명공

학, 화생방, 신재료, 에너지 저장 및 변조, 광학 및 레이저 등이 특히 취약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1>  선진국 대비 국방분야 핵심기술 수준 (단위 : %)

국방 핵심기술 선진국대비 수준

전산, 시뮬레이션 40

센서 43

신호처리 48

추진기술 48

제어 52

에너지 저장/변조 37

광학, 레이저 39

신재료 36

생명공학, 화생방 35

환경 향기술 40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일관된 국가주도형 국방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함으

로서 주변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과 융통성이 부족했다. 또한, 방

위산업 생산기술은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왔으나, 국가경제와 분

리‧관리됨으로서, 국가 경제성장에 따른 정책발전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5)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그림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분야 평균은 47.1%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수

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통신분야로 55.5%를 나타내었으며, 교통, 전자‧정보, 

화학‧공정분야도 연구개발수준이 50.0%를 조금 넘게 나타났다. 이는 통신 

15) 조해성, “국방과학기술과 Outsourcing”, 국방대학교 강의교재, 2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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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자‧정보분야가 우리나라의 주력 과학기술분야이고, 교통, 화학‧공정분

야는 비교적 성숙기에 접어든 기술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항공‧우주‧천문분야, 지구‧해양분야의 연구개발수준은 각각 31.9%, 

43,1%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 분야는 거대과학분야로 막대한 연구개발 자원

을 투입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

야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개발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평균

극한기술

보건의료

농림수산

생명과학

화학공정

소재

도시,건설,토목

에너지,자원,원자력

지구,해양

환경

항공,우주,천문

교통

통신

기계,생산가공

전자,정보

전체분야 평균(47.1)

43.7

44.0

49.2

41.0

50.1

49.6

49.7

50.6

49.6

43.1

47.0

31.9

51.1

47.5

55.5

<그림 3.3.2>  분야별 연구개발 수준 평균

또한 생명과학분야,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해당분야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된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정책적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나. 국방 과학기술 개발 추세

현대전은 첨단기술병력과 첨단무기체계로 최적의 시스템화를 이룬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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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군 간의 전쟁으로 과학기술의 우위 없이는 국가안보와 국방력을 보장받

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세계무대에서 자리매

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막대한 국방연구개발투자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하고, 개발된 기술들은 효과적으로 상업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함과 동시에, 국방예산의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민간부문의 첨단기술을 국방부문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

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국방기술의 민간활용을 

도모하는 소극적인 형태의 기술확산(Spin-off) 패러다임에서 군수부문이 첨

단의 민간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소위 기술활용(Spin-on) 정책을 국방

기술개발과 병행하는 “민․군 겸용(Dual-Use)" 패러다임으로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16)

또한, 21세기는 정보/지식 기반사회가 도래하고, 국가 장기비전 및 전략의 

변화, 위협 대상의 변화, 민간기술과 경 기법의 비교우위성 증대가 심화되

어 가는 가운데, 증대되는 국방예산의 삭감분위기에 따라 국방 운 의 경쟁

력 제고를 통한 「저비용/고효율」정책이 요구되며, 신규 전력 창출에 소요

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방 운 체계를 혁신하여 운 유지 비용

의 대폭적인 절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민간산업에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데, 고

도의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현대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민간산업에 기술파

급효과가 매우 크며 국방과학기술의 민간부문에 기여하는 정도는 38%정도

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민간

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Spin-off 사례도 <표 3.3.2>에서와 같이 있다. 이외

에도, 국방 연구개발 기술이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 겸용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술이전을 위해 게시되어있으며, 산․학․연 연계 및 과학기술

16) 양희승, “미국의 국방과학기술 개발사업”, STEPI, 199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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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국방부의 연구기관이 통합체계를 이루는 민․

군 겸용기술의 사업에 활력이 일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5대 정책에 대해 살펴

보면, ① 전략적 투자를 위한 핵심기술 선별, 단계적 도약 추진으로 제한된 

국방자원을 고려하여 단계적 선별 도약을 위한 투자전략을 수립, ② 개발소

요 핵심기술의 저비용, 고효율 획득, ③ 국가의 총체적 과학기술 기반 활용, 

④ 기술개발 위주의 연구개발 기획관리 체계 구축, ⑤ 과학기술 기반구축을 

위한 장기 육성지원 추진이다. 이를 토대로 단계적 추진방안을 세워 현재 

추진하고 있다. 

<표 3.3.2>  첨단군사기술의 민간산업 기술파급 효과

산업구분 관련 군사기술 민간산업 응용사례

통신

전자

∙NHK(지대지미사일추적장치)

∙화포 사격통제장치

∙신관 Al 소재제작

∙탄도계산기, 레이저거리측정기

∙공중 기상관측장비

∙무선 통신장비 개발

∙전자유도무기 및 레이다개발

∙TTY 용 프린터 개발

∙카메라 개발에 응용

∙가스보일러 통제장치 개발

∙VTR, 복사기, 드럼소재 개발

∙적외선 경보기 제작

∙라디오손데, 에어손데 제작

∙FDM/PCM전송M/W장치,무선

  전화기FDM/PCM전송 UHF, VHF

∙선박용레이다, 해양전자장비

∙민수용 24DOT Matrix프린터

금속

기계

∙소화기 생산을 위한 기계 가공 

및 공정설계

∙155mm 화포 주퇴복좌기

∙박격포, 발칸포 부품가공기술

∙연료분사장치 및 공기식 공구

∙트랙터, 이앙기, 유압시린더

∙NC. Machine(수치제어 공작기계)

에 응용

∙Al용접 구조물

운송

기계

∙전차생산을 위한 용접, 가공 및 

표면처리

∙군용차량, 금형설계, 치공구 및 

성능시험

∙전동차 및 철도차량 제작

∙트럭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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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 국방기술 개발 전략

한반도의 미래전쟁 수행 전력면에서 볼 때, 우리의 군사력은 인력위주에

서 필연적으로 무기중심의 기술집약형으로 변화되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우

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주변국 간의 미래전장도 신기술을 동반한 첨단정  

유도무기, 전자전 성능 및 전자공간의 안보 토화를 이룩하여 지상, 해상, 

항공 기본전력을 최적화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한반도의 전략환경에 적합한 국산대상 무기체계 분야는 ①전장감시 

및 통신체계, ②전략정  유도무기, 그리고 ③항공 및 방공분야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관련 핵심기술은 전자장비, 통신회로망, 센서, 소프트

웨어, 컴퓨터 기술 등이다. 

핵심기술에 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면 과학기술부는 첨단기술

을 “기존기술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 수준이 가장 앞선 기술이거나 새로운 

원리나 시스템을 이용한 최신기술로서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

는 고도기술”이라고 정의하 고, 국방부는 “외국에 비하여 장기적으로 질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술로서 기술획득의 주된 

대상이 된다”라고 정의하 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분류한 우리의 11개 분

야 국방과학 핵심기술은 <표 3.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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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국방과학 핵심기술의 분류 및 내용

기술분야

(LEVEL 1)

세부기술

(LEVEL 2)
내      용

1. 체계공학
체계분석, Simulation/Modeling, 

인간공학

체계의 효과도, 신뢰도, 생존성, 운용특성 등을 체

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체계분석기술과 가상적인 

사전 운용묘사를 통해 체계설계의 최적화를 도모

하는 시뮬레이션과 인간공학기술

2. 제어
유도제어, 항공제어,

수상/수중제어, 기동제어

동력학적 시스템을 안정되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

율적으로 제어하는 기술로 유도제어 기술, 항공기 

및 무인비행체에 대한 항공제어기술, 잠수함 및 기

동제어 기술

3. 유체역학 수력학, 공기역학

4. 추진

로켓추진, 램제트추진,

개스터빈엔진, 내연기관, 특수

추진

고출력화, 신속화, 정 화 및 고내구력 확보 등이 

요구되며 로켓 추진기술 및 램제트 추진기술과 개

스터빈 기술 및 왕복 등 엔진기술

5. 구조

/기기

구조역학, 동역학, 유공압,

메카트로닉스

신뢰성, 안정성 및 고기동성을 갖는 구조물 또는 구동

장치를 설계/제작하는 기술로 무기체계의 정  고성능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수반되는 구조/기기분야의 설

계, 해석, 제작에 대한 소요 기반기술

6. 정보통신

/전산

통신망, 정보융합, 정보전송/

관리, 군용 컴퓨터, 전산정보

처리

무기체계에서 두뇌와 신경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종 장

비/기기와 관련된 분야로써,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

게 처리하여 정보화하는 기술과 가공처리된 정보들을 

관련 무기체계로 전달하는데 필요한 기술

7. 센서/

신호처리

열광센서/신호처리, 전자과학센

서 및 신호처리, 음향센서 및 신

호처리, 

기능센서 및 신호처리, 전자파

센서/레이더 및 신호처리, 관성

센서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무기체계의 감각기관에 해

당되는 기술로, 센서 자체와 센서에서 획득되는 데

이터를 필요한 정보로 바꾸고 처리해 주는데 필요

한 기술

8. 에너지

물질변환

에너지물질, 전지/전원,

고출력 레이저

에너지 함유물질과 화학에너지의 변환/변환된 에

너지의 응용 등 에너지 물질기술, 전지/전원기술, 

고출력 레이저 기술

9. 국방소재

/소자

금속재료, 세라믹 재료, 복합

재료, 기능소자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소재를 방산소재 또는 국방

소재라고 한다. 국방소재는 첨단적인 성능과 엄격

한 품질관리 수준에서 일반소재와 구별

10. 생명/

환경공학

화생방, 해양/대기/우주환경, 

전자파환경

운용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성능 및 운용 효율성이 변화

하므로 무기체계 개발순기중 체계개념형성, 사양결정 및 

설계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운용환경이 고려

11. 스텔스
RSC 감소, 적외선 감소, 소음감

소

레이더, 적외선 및 음향탐지기 등 모든 탐지기능에 대항

하는 은폐기능을 의미하며, 모든 무기체계에 적용된다. 

RSC 감소, 적외건 감소, 소음감소 분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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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기술로부터 국방과학기술의 아웃소싱

현대의 과학기술은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점점 세분화, 다양화, 복잡화

되어 가고 있다. 원자력발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하여 인간이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과학기술과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안전성 향상과 효율

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듯이 국방과 관련되는 무기체계도 원자력발전 시스템 

이상으로 다양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야 최대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하에서 특정 연구 부서 혹은 연구소에서 다양

한 기술을 모두 연구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약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경제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저

조하여 결국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

에서는 Outsourcing 개념을 앞다투어 도입하여 냉엄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군사위주의 과학기술이 선도하고 있었으나 

치열한 국제간의 무역 경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민간분야의 과학기술이 군사

기술을 앞선 분야가 많이 탄생되어 그것을 활용할 여건이 갖추어 졌다. 따라

서 국방 과학기술 아웃소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기술 수준적 여건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웃소싱을 통하여 획득할 국방기술 

분야와 공급자의 선정, 시행 방법 등이 군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제도적 여건

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장래의 미래전장 환경에 필요로 하는 국방기술이 선정되면 그 기술에 대한 

비교우위가 민과 군, 어느 쪽에 있는지를 평가하여 만일 민간 연구소가 기술

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당연히 아웃소싱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물론 

군사비 기술과 같이 반드시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야만 하는 기술

들은 예외로 해야 하겠지만 여타의 국방기술은 그것이 핵심기술이든 일반기

술이든 가능하면 spin-off를 해서라도 아웃소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

로써 국가의 총체적 과학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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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비교우위에 기초한 국방 과학기술 아웃소싱 범위

구분 핵심기술 일반기술

민 우위 아웃소싱 원칙 아웃소싱 원칙

군 우위

군이 개발 후 선별적 spin-off 

(민에 대한 기술 이전)후 아웃

소싱

spin-off 후 아웃소싱

그러나 국방핵심기술 획득을 위하여 광범위한 아웃소싱을 실시한다고 해서 

언젠가는 무기체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국가 예산자원 규모가 충분하여 연구개발 예산에 충분한 여

유가 있다면 선진국처럼 장기차원의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

은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방기술 아웃소싱도 현존하는 무

기체계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위주로 실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미래 첨단 무

기체계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위주로 아웃소싱이 지양되어야 한다.

<표 3.3.4>에 비교우위에 기초한 국방 과학기술 아웃소싱 범위를 나타내었

다. 아웃소싱의 범위는 단순용역 업무 형태인 Low-Level 아웃소싱과 핵심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High-Level 아웃소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웃소싱

의 대상이 되는 국방기술은 먼저 국방 핵심기술이면서 민간에서도 연구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되어야 하며 기술의 부가가치와 소요 우선 순위

가 높은 중점개발 대상기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핵심기술을 아웃소싱 함에 있어서 핵심기술 그 자체를 아웃소싱 

할 수도 있으나 연구인력, 장비, 시설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

정대상을 결정할 시에는 여건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연구개발 분야는 무기체계개발과 핵심기술연구, 응용기술연구, 시험평가, 

기술지원, 민군 겸용기술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술개발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가 일정 범위 내에서 아웃소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아웃소싱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술은 민간에서 개발중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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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무기체계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미래 첨단기술이다. 21세기는 기

술이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민

간의 새로운 첨단기술개발이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국내 보유 원자력 기반기술의 국방기술로의 활용

현재 우리나라 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정대상 가능분야 기술로서는 탄소

섬유탄 기술, 고섬광 발생탄 기술, 초저주파 음향무기 기술, 비살상 전자기 

펄스 기술,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미소 전자기계 시스템 기술, 플라즈

마 응용 기술, 고에너지 레이저 기술, 항공기 무인화 기술, 고출력 고 도 전

지‧전원 기술 등을 선정하 다. 

이와 관련된 국내 원자력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 그리고 대학에서 보유

하고 있는 원자력 기반기술로서 레이저 기술, 양성자 가속기 기술, 무인 로

봇 기술, 방사성물질의 확산 및 피해 예측기술, 원전사고 대응 비상대응전략 

결정지원 시스템 기술, 다중채널 무선 방사선‧방사능 탐지 및 측정 시스템 

기술, 그리고 기타 고전압 초고속 펄스 발생장치 기술, 저에너지 방사선 차

폐기술 등이 국방기술로 활용이 가능한 분야로 거론되고 있다.17)

이러한 분야에 대해 관련 기술의 수준 및 군에서의 활용 방향에 대해 간단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레이저기술

1960년대부터 다양한 군사분야에 적용되어 전투양상을 변화시키고 작전능

력을 향상시켜 왔다.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정확한 사격통제를 가능케 하

고, 레이저 유도무기의 가공할만한 위력은 걸프전에서 전세계에 공개된 

상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17) 원자력분야 민군겸용기술 추진방안 연구, 신재곤, 인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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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가까운 곳에서 공격해오는 다수의 미사일을 순식간에 요격할 

수 있는 「전술적 고(高)에너지 레이저」(THEL)를 개발, 실전 배치를 눈앞

에 두고 있다. 또한, 부스팅 단계의 대륙간 탄도탄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요격할 수 있는 항공기탑재 레이저(ABL)를 개발 중인데, 이 ABL은 현재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계획(MD)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고출력 레이저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핵융합 실험을 위해 세계 최대의 레이저 (National Ignition 

Facility, NIF)를 건설중이며,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등도 같은 목적으

로 대규모 레이저 시설을 건설중이다. 이 레이저 시설들은 전력생산을 위한 

핵융합 실험뿐만 아니라 재래식 대규모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앞으로 핵실험을 중지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여 핵무기 실험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출력 레이저 기술은 앞으로의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국가 방위력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군사적 목적으로의 레이저는 유도 및 계측용, 목표물 요격용, 핵폭탄 모의

시험용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나. 양성자 가속기 기술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지금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의 전신이랄 수 있는 

전략방위(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계획의 빔 병기 개발의 일환으

로 소형 양성자가속기를 써서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파

할 목적으로 빔 전류가 수십 mA급인 대전류 양성자가속기 기술을 개발하

여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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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이 기술을 곧 바로 활용하여 강력한 중성자 발생시설인 핵

파쇄 중성자원(Spallation Neutron Source), 핵폐기물 처리장치인 가속기구

동 핵변환기술, 수소탄의 재료인 삼중수소의 생산 (Accelerator Production 

of Tritium)등 광범위하게 응용하기에 이르 다. 핵파쇄 중성자원으로는 현

재 미국 Oak Ridge 국립연구소에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SNS(Spallation Neutron Source)가 있고, 일본의 HIPA(High Intense 

Proton Accelerator), 유럽연합의 ESS(European Spallation Source)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 시설들이 완성되면 강력한 중성자원을 이용한 중성자과

학(Neutron Science)이라는 21세기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학술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 원자력산업이 직면해있는 핵폐기물 처

리, 핵 확산성, 핵연료 자원의 한계성 등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들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되어 각국이 ADS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요 ADS 개발 프로그램으로 미국 Los Alamos 

국립연구소의 AAA (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 일본 원자력연구

소의 오메가 프로젝트에서는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HIPA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핵공동연구소 CERN의 EM(Energy 

Amplifier), 프랑스의 GEDEON, 이태리의 TRASCO, 중국의 RCNPS 프로젝

트, 인도 등 ADS용 대용량 양성자가속기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다. 무인로봇 기술

1943년 미국 ANL(Arognne National Lab.)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원격 핵

연료 취급 로봇 연구개발이 최초로 시도된 이래 이러한 원자력 분야의 로봇 

연구개발은 컴퓨터 및 반도체 제조기술의 극적인 성장으로 이어졌고, 그 후

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이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

지능형 로봇의 핵심 기술인 센싱기술은 감시 및 경계기능을 수행하는데 

음향, 진동 및 GPS 등의 위치좌표 정보와 디지털 통신장치가 작동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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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또는 수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음향과 더불어 가스검출 센서와 결합시

켜 일정한 위치에 분산 배치하여 무인 정찰기와 함께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다. 그리고 각 센서로부터의 디지털 신호는 중추적인 센서에서 신호를 분석

하고 식별하여 작전도 등에 도식으로 표시함과 아울러 상층/중층/하층의 인

트라넷으로 도형 정보가 전송됨으로써 네트워크와 연결된 컴퓨터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인 이동기술은 자율 운행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동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물 식별과 회피뿐만 아니라 지형 탐지를 포함하여 모든 지상의 전투 환

경을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이동계획이 사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통제 및 연계시켜야 로봇의 활용도가 증대될 것

이다.

군사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은 로봇 팔을 이용한 탱크포탄 운반 

및 원격장전 시스템, 전술 무인항공기(UAV), 무인 지상차량에 이용되고 있

다. 또한 극한작업 로봇 기술인 조작기술, 감시점검기술, 이동기술, 제어기술 

등은 활용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으며, 국방 활용에 초점을 맞

추어 보완 소정하면 지뢰 탐지/제거, 물체 자동추적 및 조준사격, 침투, 수

색 및 정찰, 유해오염물질 측정, 운반 및 처리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 가능할 

것이다.

라. 화생방 관련 기술

화생방과 관련된 원자력관련 기술로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화생방 물질의 

원격탐지 기술, 화생방 물질의 확산 및 피해 예측기술을 들 수 있다. 

(1) 레이저를 이용한 화생방 물질의 원격탐지 기술

원자력 분야에서 요구되는 3대 핵심기술, 즉 ① 대기중에 존재하는 기체

의 성분 분석기술, ② 분진 입자의 이동 관측 기술 ③ 풍향, 풍속, 온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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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의 기상인자 측정기술들 중에서 ①, ②는 이미 실용화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향후 ③에 대한 실용화 연구를 기상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

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장비는 원자력 시설 및 일반 기상관측소에 설치하

여 대기의 온도, 습도, 풍향․풍속 등을 LIDAR 기술을 이용하여 지속적으

로 측정이 가능하여 기존의 기술에 비해 운 비도 저렴하고 수시 측정이 

가능하여 정확한 기상데이타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술진에 의해 LIDAR H/W 시스템을 자체 제작할 수 있게 됨으로

써 앞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작전요구성능(ROC)만 제시된다면 요망하는 

H/W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원격탐지 기술에 대한 국내외적인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특히 환경 및 기상 분야에서 크게 활용될 전망이며, 국방 분야에서도 

화생방 물질 탐지용으로 실전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화생방 물질의 확산 및 피해 예측기술 

원자력 방사선 방호기술과 화생방 방호기술은 근본적으로 매우 유사하지

만 원자력 기술을 화생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사용자의 목적

에 맞도록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원자력 분야에서 개발된 확산 및 피해 예측 기술을 효과적

으로 화생방 방호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화학작용제와 생물작용제의 물

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확산모델에 반 하여야 한다. 또한 화생방전 

발발시 예상되는 오염원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확산평가 모델과 

이들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특성을 고려한 인체피해모델을 연계하

면 화생방방호와 연계된 확산 및 피해 예측모델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비상시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피해 예측이 요구된다. 이때 사용

자의 인적오류를 방지하고 신속한 확산 및 피해 예측평가를 위해 화학/생

물작용제의 특성, 방사능 특성, 인체피해 특성 및 부지 지형자료 등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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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료가 D/B로 구축되어 on-line으로 예측모델과 연계되면 통합 화생방 

방호체계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3) 비상대응전략 결정지원 시스템 기술

화생방전하에서 군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응 전략

을 도출하는 것은 원전 사고의 피해를 최적화하는 것에 비하여 더욱 어려

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여도 사람이 화생방전하의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도출한

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화생방전시 방어를 위

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앞에서 소개한 NARIS와 같

은 시스템의 활용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NARIS가 원전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전략의 개발 및 실제 사고 하에서

의 의사 결정 지원에 사용되는 것과 같이 NARIS에 사용되는 기술은 첫째, 

화생방전 대응 전략의 개발과, 둘째, 실제 화생방전하에서의 최적 대응 전

략 선정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과 같이 전략적/전술적 양면에서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다중채널 무선 방사선/능 탐지 및 측정 시스템 기술

공중 방사능 탐사/분석 시스템은 검출기인 HPGe 또는 NaI와 전자장비를 

조합한 방사능 탐사/분석 장치의 H/W, 감마 방사선 스펙트럼 분석 S/W 

설계기술 및 방사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인데, 감마 방사선을 공중

에서 측정하여 비행 고도별, 지역 반경별 핵종 및 방사선량을 정확하게 분

석 평가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방사선 검출기와 검출기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처리장치, 측정

자료의 무선송신 기능을 갖는 무선 통신장치, 측정자료의 수신 및 준위정

보도 중앙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된 방사선 계측기술로 구성되며, 재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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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준위정보를 현장의 지휘본부에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인명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개발되면 원자력 발전소 등과 같은 민간시설에서의 

방사선/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분야에

서도 그 활용도는 다양할 것이다. 즉, 방사능전 및 테러 발생시 인간의 직

접 접근이 불가능한 고준위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긴급 투입인력에 대한 방

사선 피폭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투입된 작업인력이 법적인 허

용기준치를 초과하기 이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 병사의 피폭재해방지 및 건강보전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은 방사능 재해와 관련된 국가재해대책에 필수적 

요소기술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유사시 국가의 방사능 비상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군 겸용기술 개발의 범주에는 민과 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술의 공동개발(spin-up), 군이 보유한 기술의 민수전환

(spin-off), 민간이 보유한 기술의 군수전환(spin-on)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

되고 있다. spin-off를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

인 설명회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전되는 기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spin-on 기술은 군 내부과제 수행차원의 위탁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spin-on 차원의 기술이전이 이룩되

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은 지금 선진국에게 기술예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주적

인 기술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최근 

개방환경 하에서 민간부문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아웃소싱의 중요

성이 급부상되고 있으며, 특정 부문과 전략적인 분야에 집중화가 중요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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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꼭 필요한 첨단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선진국이 가진 핵심기술은 협

상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과학기술개발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은 전략적 핵심기술분야에 대한 세계 제일의 기술을 보유함으

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방연구개발 

아웃소싱 방향은 국내 연구개발과 성능개량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나아

가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

는 등 총체적인 기획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민군 겸용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의 

특단적인 정책수립과 수행기관들간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체계통합(SI : System Integration)이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광범위한 기술조사를 통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최적의 핵심전력분

야 체계통합 능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유관/협력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환경 

및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상호간의 업무 역을 설정

하고 존중하여 준다면 국가재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개방환경 하에서 경

쟁력이 있는 국가 핵심기술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민군겸용 기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

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국방기술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 및 국책 연

구기관,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간의 세부 수행과제에 대한 공개 및 국방관련

기술의 D/B 체제를 구축하여 중복투자 및 연구개발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술의 발전추세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개발된 기술을 국방기술

로 활용하여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기술의 진행상태

를 항상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조직, 인력)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기술들을 국방핵심기술로 선정하기 위한 기술평가단(위원회)이 

구성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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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1세기는 기술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범부

처별 연구개발 협조를 위하여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간의 기술

협력관(가칭) 파견제도 마련은 물론 민간 연구소에도 정부 기술협력관이 파

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민군겸용기술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약하므로 

국가 정책추진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 또한 부처별로 독자

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민군 겸용기술 사업의 추

진을 위해 종합적인 추진‧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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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방사선 기술 이용확대 추진 방안

1. 방사선 기술(RT)

방사선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감마선, 엑스선 등을 

총칭하며, 방사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과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는 방사성 핵종에 따라 달라지며, 입

자가속기와 원자로를 이용한 핵반응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2000여종의 다양

한 방사성 핵종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사선은 의료, 농업, 공업분야 이용이 지속적으로 다양화 및 확대되고 있

으며 국민 의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생활과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방사선의 이용과 관련하여 가속기 기술 개발 및 응용은 생

명과학, 신소재 개발,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미래 과학기술발전의 필수 기반

이 되고 있다. 향후 방사선기술은 국민보건, 환경, 국방기술, 과학기술 측면

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α  ( )

• β  ( )

• ( )

• ( )

• ( )

• X  ( )

• γ  ( )

• (

)

• ( , , RI

)

<그림 3.4.1> 방사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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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 현황

가. 세계시장 규모 및 선진국 이용현황

방사선 이용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0년 기준 3,200억달러로 추정되

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방

사선이용 관련 경제적 규모는 1999년 일본의 원자력연구소(JAERI)에서 

1997년을 기준으로 산업별로 이용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18) 이 조사에 의하

면 방사선 이용 산업의 전체규모는 182조원(1,370억달러), 78조원(590억달러)

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1.5%와 1%를 차지하고 있다.

<표 3.4.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경제규모 비교

구  분 미 국 일 본

전체규모 182조원 (GDP의 1.5%) 78조원 (GDP의 1.0%)

이용분야

공업

의학

농업

87.1조원 (47%)

76.7조원 (41%)

22.1조원 (12%)

61.1조원 (76%)

18.2조원 (22%)

1.3조원 ( 2%)

이용분야를 보면 미국이 공업 및 의학분야에서 비슷한 정도의 이용을 보

이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공업적 이용이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이용은 반도체 가공에 가장 많이 이용되며, 타이어 가공, 방사선 멸균, 

비파괴검사의 순으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 약1,400억달러(220조원)

의 반도체가공시장에서 상위 11개사 중 미국의 3사가 372억달러로 전체시장

의 25%이상을 차지하며 일본의 4개사는 약284억달러로 20%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타이어생산의 경우 미국은 135억달러, 일본은 83

18)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 : 미일비교”, 일본 문부과학성 연구진흥국 양자방사선연구과, 

20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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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달러의 판매를 기록하 으며, 이외 방사선 멸균과 비파괴검사는 미국과 

일본의 비는 43억달러 : 23억달러, 6억달러 : 2.6억달러로 미국이 2배 정도

의 이용규모를 보이고 있다.

공업분야에서 금속, 제지, 플라스틱, 고무산업에서 면 도 및 면질량 계측

기로 사용되며, 석유 정제소, 발전소, 석유화학단지에서 원유 및 원석의 성

분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등 다양한 제조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공항, 

항만, 철도에서 폭발물 및 마약을 감지하는데 사용되며, 비상구 표시 형광물

질 및 병원, 공항, 박물관, 공연장, 항공기 및 개인 가옥에서 연기감지기로 

사용되는 등 보안 및 재해방지에 활용되고 있다. 추적자 이용기술은 화학공

장, 석유가스공장, 펄프제지공장, 폐기물처리공장에서 물질전달측정에 이용

되며, 오염물질의 거동분석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감마투과검사는 건설, 석

유가스, 보일러제조, 주물, 항공기 및 자동차 산업에서 비파괴검사에 이르기

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의학적 이용은 방사선관련 화상진단, 의료기기, 진단 조 제, 방사성 의약

품의 순이며, 핵의학 이용분야의 경우 1990년 이후 관련시장이 선진국을 중

심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어 미국의 경우 1997년에 17%의 성장을 보이고 있

으며, 향후 20년 동안 년간 10%내외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개도국의 

경우에도 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다. 방사선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각종 난치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며, 방사선 진단은 임상의학의 필

수적 요소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경우 세계시장(전체 11억달러)에서 미국

이 47%, 아․태지역이 26%, 유럽 20% 등을 차지하고 있다. 감도와 해상력

이 탁월한 PET(양전자방출단층촬 ), SPECT(단광자방출단층촬 )를 이용

한 핵의학적 진단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감마선, 양자

선 등을 이용한 외부방사선 치료는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선진

국에서는 양성자를 이용한 치료가 시행 중이다. 

농업분야는 돌연변이 육종 및 식품조사에 이용되며, 미국 전체 농작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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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의 약 3%가 돌연변이 육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WHO, FAO, 

IAEA, FDA 등 국제기구에서 식품조사를 승인하고 있으며, 감마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세균침투 및 부패 방지, 품질보존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연구용 원자로는 73대가 운전 

중이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싸이클로트론은 59대, PET용 싸이클

로트론은 167대, 기타 동위원소 생산용 가속기 29대가 운  중에 있다. 현

재,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경우 동위원소 생산전용 원자로를 

폐쇄할 예정이나, 캐나다는 동위원소생산 목적으로 10MW 출력의 원자로 2

기가 신규 운전 중에 있다.

나. 국내 방사선 이용 현황

국내 방사선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년 기준 1,755

억원으로, 원자력공급기관 매출액의 9.1%, GDP의 0.0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수입을 통한 매출액이 227억원으로 13%를 차

지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식품조사 등의 서비스업을 통한 매출액이 1,516

억원으로 86%를 차지한다.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은 의료계 125기관, 산

업체 913기관, 연구 및 교육 410기관, 기타 244기관 등 총 1,692개 기관이며, 

방사선산업 작업종사자는 산업 4,775명, 비파괴검사 3,225명, 교육 2,946명, 

의료 2,273명, 연구 2,154명 등 총 15,927명이다.19)

미국‧일본과 비교하여 국내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분야의 산

업규모는 GDP대비 0.3%로 미국의 1.5%,  일본의 1.0%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로 방사선 이용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자력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0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는 원

자력산업의 80% 정도를 비발전 응용분야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부분이 

19) “제6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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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분을 앞서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방사선 이용 시장 규모 및 구성

을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표 3.4.2>에 나타내었다.

<표 3.4.2>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방사선 이용 비교

        국가

구분
미국('00년) 일본('00년) 한국('00년)

시장규모 1,580억달러 680억달러 1.5억달러

GDP 대비 비율 1.5% 1.0% 0.03%

발전 :  비발전 20 : 80 46 : 54 90 : 10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로는 다목적연구로인 ｢하나로｣가 1995년부터 가

동되었고 동위원소 생산시설이 1997년 완공되었으며 의료용 싸이클로트론 4

대가 가동 중이다. ｢하나로｣ 및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인 요오드(iodine; I)-131, 테크네튬(technetium; 

Tc)-99m, 홀뮴(holmium; Ho)-166,  이리듐(iridium; Ir)-192, 코발트(cobalt; 

Co)-60, 인(P)-32, 탈륨(thallium; Tl)-201, 요오드(I)-123, 불소(F)-18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240 억원 규모의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 시장에서 국

내 생산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억원 정도로 금액 기준 95% 정도를 수입

에 의존하고 있으며, 방사성 동위원소 응용기기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표 3.4.3>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수입 현황

구  분 방사능 (Ci) 금 액(백만원)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방사성동위원소 수입

   - 방사선발생장치 포함

494

848,573

1,024

23,041

112,827

합 계 849,067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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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이용 기술수준 및 전망

가. 의학적 이용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은 진단과 치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보

급중이며 각광을 받고 있는 PET, SPECT 장치 등은 종양학, 심장학, 신경

학 등에서 진단을 위해 널리 쓰이고 있다. 신종 및 개량 동위원소는 의학연

구 및 치료기술의 개발에 필수적이며, 예로 심장병의 이미지 촬 에 사용되

는 탈륨(Tl)-201, 골성장 연구에 사용되는 칼슘(calcium; Ca)-44 등이 대표

적인 동위원소로이다.20)

진단분야에서는 기존 및 새로운 기술과의 결합으로 이용의 폭을 확대해나

가고 있다. 기존의 CT(컴퓨터단층촬 술)과 SPECT 등을 함께 사용하여 융

합이미지(fusion image)를 만들어내는 하이브리드 카메라도 제시되고 있는

데, 해부학적인 정보는 CT에서 얻고 기능적으로는 SPECT나 PET에서 정

보를 얻어 종양의 근접정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의 연산

속도 증가에 의한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의 개선과 컴퓨터 기술을 응용한 정

교한 3차원 상의 생성도 가능하다. 디지털 카메라기술 및 결정학 기술과 

결합하여 신체의 특정기관을 위한 카메라 기술도 개발 가능하다.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도 의학연구 및 치료에 필수적인데 방사성동위원소

를 이용한 약학연구 및 의약품의 생산이 진행중이다. 현재 가장 유망한 의

학연구분야의 동위원소는 β입자방출원으로 레늄(rhenium; Re)-188은 암의 

치료, 골통증의 해소 및 관상동맥 혈전발작방지에 큰 전망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β입자원인 이트륨(yttrium; Yt)-90는 림프조직 종양 치료에 응용

하기 위한 시험중이다. 요오드(I)-125는 전이중인 암의 치료에 매우 중요한 

원소이며 미국에서는 상업적 이용계약도 체결되었다. 이리듐(Ir)-192 는 골

20) NUCLEAR NEWS, December 2001, American Nuclea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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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의 완하 등의 암의 치료요법에 사용된다. 암세포를 파괴하고 종양을 축

소시키는 α 입자를 방출하는 원으로 비스무스(bismuth; Bi)-213의 경우도 

암의 치료에 성공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방사성 의약품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로 특정 장기의 암의 치료를 위하여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펩티드(아미노산화합물)나 항체에 치료 핵종을 결합

시킨 방사성의약품이 개발되고 있다. 테크네튬(Tc) 기반의 진단제에 단세포

항체를 사용하여 β입자 방출원인 이트륨(Yt)-90이나 요오드(I)-131을 결합

시켜 림프조직 종양 치료에 사용하며, α입자 방출원인 비스무스(Bi)-213을 

단세포항체에 방사성면역결합을 시켜 종양치료를 수행한다. 이 방법은 표적 

암세포를 찾아 방사선치료를 수행함으로 기존의 방사선 치료시의 주위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방법이다.

약학분야에서 신개발약품의 안전과 효과검사에 있어서 방사성 물질을 이

용하여 신체내의 목표위치 및 목표장기 이외 부분의 축적농도로부터 의약품

의 역방향반응 가능성 및 안전성도 점검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나. 산업 이용

산업에서의 방사선의 이용 기술은 건축토목 분야의 비파괴검사, 농업분야

의 품종개량에 널리 쓰이고 있다. 고부가가치 신소재의 가공과 생산시설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 측정, 환경친화적 소재의 개발에 이용되며, 예로 이리

듐(Ir)-192는 건설현장의 비파괴검사 및 다른 분야에서 재료의 검사에 사용

되며, 연기의 검출에는 아메리슘(americium; Am)-241이 사용된다.

방사선의 투과력과 산란을 이용하여 생산시설에서는 제품의 생산공정관리

를 수행하고 물질에 따른 에너지 손실의 차이를 이용하여 정 도가 높은 게

이지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완성품의 불량 및 흠집 검출, 배관계통의 누

설검사와 유량측정, 고압/고온계통의 유체수위와 증기의 건도 측정과 석유, 

천연가스, 수자원 등의 탐사를 위한 지질학적 구조 및 탄화수소의 존재여부 



- 196 -

검출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외의 이용분야로 자료저장용 컴퓨터 디스크의 표면처리, 요리용구의 코

팅 가공, 사진복사기, 화장품, 자수정의 착색, 극지방의 배터리전원 등 이용

범위는 확대중이며, 새로운 공정 및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세계 약 40여개 국에서 음식의 생산과정 및 처리에서 질병방지를 위한 살

균 및 보관기간 동안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농작물과 육류 및 어패류에 방사

선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의 세균저항성 증대, 성장의 증가 및 

수확의 증진을 위한 품종개량과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에서의 비료사용량 및 

수분공급량의 결정에 있어서 방사선 기술이 사용된다. 농업 생산량이 부족

한 아프리카 등에서는 농작물의 생산량의 증대를 위한 토양 개선 및 농작물

과 가축의 해충 구제분야에도 화학 살충제 대신에 방사선이 사용된다. 

또한 농토의 관개시설수원 및 식수원의 탐색을 위한 수문학 분야와 오염

의 측정과 하수처리 등의 환경분야 에서도 동위원소기술이 응용되어 쓰이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는 IAEA의 원자력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으로 운 되

고 있으며 식량 부족을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방사선 기술 이용활성화 방안

가. 미국 의학‧과학 동위원소 사무국 활동 및 사업 민 화 추진

미국 의학‧과학 동위원소 사무국(Office of Isotope for Medicine and 

Science)은 수백종의 의학, 상업 연구용 동위원소의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

며, 주로 사기업이 생산하지 못한 동위원소나 생산 부족분을 공급하고 있다. 

1999년 380곳의 고객에게 1,010만달러, 1,126건을 공급하 으며 의학연구 

및 치료와 산업공정 및 과학의 방법론을 위하여 필수적인 신종‧개량 동위원

소의 생산 및 동위원소 이용의 국제적 인프라구조를 구축하 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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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수행 중점 프로그램으로는 암세포의 파괴 및 종양의 처리용 알파 

동위원소의 가공, 노후한 전자기 안정 동위원소 장치를 대체할 안정 동위원

소 유닛의 설계, 동위원소 생산 및 가공의 개선 및 새로운 집중의 분야인 

진보된 핵 의약품의 선도(initiative)를 수행하 다. 핵의‧과학 연구의 후원 

및 핵의학 전공자를 위한 대학 장학금 및 특별연구원(fellowship) 제도를 설

립하여 핵의학 분야의 인력양성을 장려하 다.

에너지부(DOE)는 상업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의 민간으로의 

이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DOE는 DOE의 장치, 물질, 기술 및 

특허를 사용을 포함한 모든 상업적 동위원소 생산활동의 민 화를 모색하여 

현재 완료 및 진행 중이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22)

∙ Idaho 국립 공학‧환경 연구소의 원자로지원을 위한 핫셀(hot cell) 운전

∙ Oak Ridge 국립연구소의 원자로를 위한 이리듐(Ir) 타깃 제작

∙ Pacific Northwest 국립연구소의 이트륨(Yt)-90 생산

∙ Oak Ridge 국립연구소의 캘류트론(calutron)23) 운전

∙ Sandia 국립연구소 및 Los Alamos 국립연구소의 몰리브덴 

(Molybdenum; Mo)-99 생산

∙ 생산사이트 지원을 위한 마케팅, 판매, 광고 및 수금

∙ Oak Ridge 국립연구소의 핫셀 운전

∙ Brookhaven 국립연구소와 Los Alamos 국립연구소의 가속기 지원을 위

한 핫셀 운전

나. 제 2 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24)

과학기술부에서는 제 2 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을 

21) http://nuclear.gov/infosheets/Iso_fact.pdf

22) http://nuclear.gov/isotope/pri-act.html

23) 전자(電磁)방식에 의한 동위 원소 분리 장치

24)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부, 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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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 다.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이용 기술의 고도화를 통하여, 

원자력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원자력기술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균형발전, 기반구축 및 

산업의활성화, 파급효과의 극대화, 안전관리 및 방호의 효율화를 4대 기본목

표로 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방사선 이용 기술 분야를 국가중점산업으로 육성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 매출액을 2000년 1,755억원에서 2010년 1조 5천

억원으로 증대시키고 방사선 이용기관을 2001년 1,800여개 기관에서 2006년

까지 3,00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과 설립 추진 중인 ｢첨단방사선이용연구

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방사선 기술개발, 산업의 활성화 및 인력의 양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기술 측면에서 방사선 이용 진단․치료 및 의료 상 등 의학분야, 농산물 표

준개량․멸균 등 농업생산성 증진, 각종 계측장비 및 비파괴 검사기술 등 산

업 및 환경오염 경로조사 및 오폐수처리 등 환경보존의 기술개발을 추진하

고 방사성동위원소 국산화율 제고 및 해외 수출 추진하여 2000년 4%인 국산

화율을 2006년 25%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

여 ｢방사선 이용 진흥을 위한 육성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치하고 산업체 요원 양성을 

위한 단기 전문화 과정 신설․운 을 계획하고 있다.

다. 중점추진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방사선의 이용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이용 확대 단계에 있

으나 전체적인 기술수준은 태동기에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시장을 주도하

고 있으며, 국가개발기술의 이전 및 시설운 의 민 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

계이다. 일본의 경우 기술성숙화 단계로 민간과 정부의 비중은 비슷하며, 비

발전분야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수년간이 기반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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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기로 방사선 이용 산업확대 및 응용기술의 개발과 함께 전문인력의 양

성이 필요하다.

첫째, 동위원소의 수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은 새로운 동위원소 생산 

벤처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상업적 이용 촉진을 위하여 보유 자산의 매각 

및 임대 등을 벌이고 있다. 이는 동위원소 생산 및 응용기술 산업의 상업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방사성 동위원소 시장의 확대

를 전망할 수 있다.

증가되는 산업적 수요의 충족과 방사선 이용 연구에 사용되는 동위원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동위원소 생산을 증대시켜 양적으로 동위원소의 자급 

비율을 확대해 나가야하며, 이를 위하여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증설과 연구

용 원자로 운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동위원소 생산 사용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의학 및 산업이용 분야의 특성

화 연구를 거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새로운 동위원소의 개

발을 위하여, 핵의학 및 의학방사선 분야의 임상연구와 함께 가속기 등을 

이용한 유망 동위원소의 생산기술의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로 방사선 기술의 활용분야 측면에서 현재 방사선 이용 기반 기술로 

｢하나로｣, 양성자발생장치, 레이저발생장치, 전자빔 발생장치 등을 이용한 

방사선 생산기술과 방사성동위원소, 중성자빔, 양성자빔 및 레이저 등의 이

용 기술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사선 이용 기술은 첨단산업인 IT, 

BT, NT, ET, ST와 연계되어 관련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 

초고속 가공기술을 이용한 첨단반도체 가공, 단백질 구조 규명을 통한 신

물질‧생명연구, 나노소자의 개발, 오수처리기술 등의 환경산업, 항공우주산

업의 내방사선소재 개발 등에 방사선기술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방사선 이용 기술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수립에 있어서 첨단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개발 기술의 이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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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로 인력의 양성 관점에서 외국의 대학에서는 방사선 응용 산업 및 의

학 부문의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약학연구도 

유망한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DOE의 주도로 대학 및 연구

소의 관련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학

의 교육과정의 수립에 방사선 기술의 반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방사선 

이용 기술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이 필요하다.

<표 3.4.4> 나노기술(NT)에 RT 응용 분야(예)

나노 기술 RT 분야

나노
공정

나노 분말 및 박막제조

레이저

전자빔

중이온빔

표면개질 이온주입

나노 lithography 

(Micro machining)

고에너지 이온빔

고에너지 전자빔

고에너지 양성자빔

나노
구조

조사손상 

나노 결함 및 석출물 분석

나노 복합체

중성자 및 양성자빔

3차원 나노 구조물 양성자빔

나노
기능

내방사성 기능소재 나노 벌크 소재

촉매재 방사선재료의 나노화

반도체 소자 특성제어 양성자빔 조사

나노 렌즈 및 어레이 양성자빔 조사 및 현상기술

나노
기반

나노측정 SANS, HRPD 이용

초정  적층 분석 고에너지 이온빔

미세 부위 정량분석 micro-PIXE/RBS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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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RT 관련 기반시설 추진현황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현황

○ 2003년까지 설립 완료 예정

  - 방사선 이용 기술 개발의 국가 중점연구기관으로 육성

  -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구축 및 방사선 이용 벤처기업 육성

○주요 시설 확보

  - 감마선 조사시설 (고준위 100만 큐리, 저준위 1만 큐리)

  - 전자선 조사시설 (10 MeV급), 이온빔 조사시설, 시험농장 및 감마 필

드 및 RITF 등

○ ｢센터｣의 주요 RT 분야

주 RT 분야 주요 내용

의학적

이용

• 분자표적물 이용 신기능 방사선치료기술

• 방사선 치료 및 핵의학 기기 핵심기술

•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등 

공업적

이용

• 원전 유기재료 건정성 평가 기술

• 추적자 이용 기술

• 산업용 CT 등 방사선투과검사 기술 등

농업․식품․

생명공학

이용

• 생체방어 기능증진 및 발암․노화억제 기능성 식품 기술

• 환경내성 고부가가치 농림식물 육종 기술

• 공중보건 제품용 고부가 신소재 및 위생화 기술 등

환경분야

이용

• 환경오염 측정 및 추적 기술

• 수질오염 처리 및 공해 처리 기술

• 토양 환경 개선 기술 등

산업화

추진

• 권역별 단반감기 의료용 동위원소 분배체계 시범운

• 방사성동위원소 국산화율 제고(’00년 현재 4%를 ’06년까지 

20%수준으로) 및 수출 추진

• 방사선/RI 이용 벤처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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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빔 발생장치 현황

○중장기계획사업으로 20MeV급 양성자빔 발생장치 개발 중

  - 현재 6 MeV급 양성자빔 발생장치 개발 완료

○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50MeV급 양성자빔 발생장치 개

발 목표

  - 2007년까지 100MeV급, 2011년까지 250MeV급 개발 목표

  - 선형가속기의 특성을 활용하여 에너지 단계별 활용기술 개발

  - 양성자빔으로 발생되는 2차 방사선인 중성자빔 및 중간자(뮤온)의 활

용기술 병행 개발

○ ｢양성자빔 발생장치｣이용 RT 분야 및 주 활용분야

RT 분야 주 활용 분야

양성자빔 생산 및

이용

• 나노 가공 기술(NT)

• 양성자 암 진단 및 치료 등 생명공학(BT) 및 첨단의

료기술

• 신종유전자원(화훼, 작물) 개발

• 첨단 신소재 개발

  - 전도성 및 초강도 플라스틱 개발, 항공우주 소자 개

발 등

•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량 등 첨단산업기술

• 신종 RI 및 RNB 개발

• 신물질 생성원인 규명, 중간자 물리 등 첨단과학연구

중성자빔 생산 및 

이용

• 단백질 동족 구조 분석 등 생명공학기술 (BT)

• 원자단위 나노 동적 분석 및 측정 (NT)

• 핵종변환 기술 등 신에너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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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 발생장치 현황

○연구기반확충사업으로 10MeV급 전자빔발생장치 건조 중

  - 현재 2 MeV 건조완료, 2002년까지 10 MeV 건조예정

  - 2005년까지 2∼40 MeV 대용량 전자빔 발생장치 건조 목표

○전자빔으로부터 양전자빔, 자유전자 레이저, X선, 감마선 등 2차 방사선 

발생기술 및 이용기술 개발 추진

○ ｢전자빔 발생장치｣이용 RT 분야 및 주 활용분야

RT 분야 주 활용 분야

전자빔 생산 및

이용

• 대용량 전력반도체 개발 등 첨단산업기술

• 식․의약품 멸균 처리, 방사선 식품 저장․가공 등 

생명공학기술(BT)

• 폐수 및 배기가스 처리 등 환경기술(ET)

• 탄저균 멸균 등 생물테러 방어

• 고기능성 신소재 개발 등 

양전자빔 생산 및

이용

• 표면물성 분석, 나노재료 구조 분석 (NT)

• 초전도체 물성 연구

• DNA 손상기구연구 등 (BT)

X선/감마선 생산 및

이용

• 식․의약품 멸균 처리, 식품 저장․가공

• 나노재료 구조 분석

• 초고속 방사선화학 연구

• 생체 이미징, 생화학반응 연구 등 생명공학(BT)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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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이온빔 발생장치 현황

○ 150 keV급 기체이온 주입시설 확보

  - 질소, 알곤, 헬륨, 제논 등의 기체를 사용하고, 출력 10mA로서 연속 

운전 중

○ 50 keV급 저에너지 이온 주입시설 확보

  - 질소, 알곤, 수소등의 기체를 사용하며, 출력 50mA로서 연속 운전 중

○ ｢중이온빔 발생장치｣이용 RT 분야 및 주 활용분야

RT 분야 주 활용 분야

중이온빔 생산 및

이용

• 기체이온 주입시설

  - 금속, 세라믹, 고분자 재료 등 신소재 개발 

• 저에너지 이온빔

  - 정전기 방지 IC Tray 등 저에너지빔 이용기술 개발

• 중이온 주입에 의한 반도체 나노결정 형성기술 개발

  - 중이온빔을 이용한 수십 나노급 결정형성 및 제어

기술 연구 등

• 중이온 주입에 의한 Si 발광소자 제조기술 개발

  - Si 이온 주입에 의한 나노결정 합성 및 Er-doping

(중이온주입)법에 의한 Si 발광소자 (파장:1.54μm)

제조기술개발 등 

• 생체 표면 처리 연구

  - Ti 합금의 내마모성 및 생체적합성 소재 표면처리 

기술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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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약어

RT

PET

SPECT

CT

NT

BT

IT

ET

ST

SANS

HRPD

PIXE/RBS

IC

TLD

RIPF

RI

방사선 이용기술 (Radiation Technology)

양전자방출단층촬 기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단광자방출 컴퓨터단층촬 기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r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  (Computerized Tomography)

나노기술 (Nano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환경기술 (Environment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 ( Space Technology)

중성자소각산란분광장치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 회절장치 

(High Resolution Power Diffractometer)

입자유도 X선방출/러더퍼드 후방산란 

(Particle Induced X-ray Emission/Rutherford Back Scattering)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

열형광선량계 (Thermo-luminescence Dosimeter)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Radioisotope Production Facility)

방사성동위원소 (Radioisot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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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건의 사항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으로 인구증가와 산업개발, 

세계경제의 규모의 증가 등에 따라 에너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에너지원은 그 가용량이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수급

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의 기본으로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원자력

은 주요 에너지정책의 하나의 선택방안으로서 에너지공급의 안정과 과학기

술 발전, 국민복지 증진, 그리고 안전문화 등의 과학기술문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자력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있어서도 산업체의 무한 생존경

쟁에서의 시장개방, 핵확산방지 및 기후변화협약의 정치‧외교측면에서의 국

제적 제약, 환경보전 및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성 변화, 에너지안보,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 경쟁력 확보 등의 정책과 전략의 변화 등 국내‧외 정세는 급변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자력 이용개발과 관련된 국제정세 변화에 적극적‧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자력산업 기반 및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에

너지 안보의 강화, 원자력의 안전성문제에 대한 우려불식과 환경보전을 위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원자력의 국제사회 

기여도 확대를 위한 적극적 대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개발 확

대, 원자력 연구개발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 등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해외에 에너지수요를 대부분 의존해야하는 우

리나라는 원자력 등을 중심으로 한 국산기술에 의존하는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정책추진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안보

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안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국내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원자력

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혁신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의 지속적 추진과 투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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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주 중요하다.

또한 장래의 원자력 기술정책은 기존의 원자력 발전기술 일변도의 정책을 

뛰어넘어 원자력이 지닌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 노력

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자립의 완성에 이어 방향감을 상실한 상

황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구개발 체제의 구축이 시

급하다.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이 향후 세계 원자력발

전소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세계 원자력산업 주도권의 향방이 이

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GIF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제3세대의 

APR-1400의 개발 경험을 살린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하여 원자력 G5 진입

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연구를 수행해야 될 것이

다.

또한 일본은 기존의 정부출자 연구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 향상, 

서비스 질 향상,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원자력관련 연구기관인 일본원자력연구소,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가 

통폐합되어 원자력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독립행정

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원자

력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연구과제의 중복투자 방지, 중점투자 분야 도출을 위

한 ‘선택과 집중’에서의 효율적‧효과적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계속

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원자력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국내‧외 원자력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정책을 분석‧제시하 다. 아울러 국가 

원자력연구개발 성과 증진을 위해서 원자력연구개발 결과의 타 부문에서 이

용‧증진 방안과 방사선기술의 이용‧확대 방안을 모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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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 시스템 하에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은 우선적으로 국내 

기술상품이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 또는 유지하기 위한  

과학지식 및 핵심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목표로  

외국기술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국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서 고유기

술 능력을 축적‧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적 기술혁신을 성취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성공적 수행과 창조적 기술혁신을 위한 효

과적인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체제를 제시하 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중요성 평가와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에 대한 관점에서 기

술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 연구개발 체제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제안하 다.

국가안보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과학기술 능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으로서 민간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군사분야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군겸용기술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원자력분야 에

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기술을 국방기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한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방사선 이용은 의료, 농업, 공업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생활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방사선이용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전체적인 기술수준

은 태동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수년간 기반조성 및 도약기

로 방사선 이용산업 확대 및 응용기술의 개발과 함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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