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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 목표  내용

◦ OECD/NEA 원회에 국내 원자력 문가 참여를 지원

◦ 우리나라와 OECD/NEA간 국제 력 활동 황을 분석하고 력 선진화에 기여

 2. 연구결과

첫째, 국가 원의 역할과 활동에 한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원의 

선정과 활동 지원을 한 조직이 요구된다. 운 산과 지원경비는 원자력국제 력기

반조성사업이나 별도의 정부 산으로 충당이 요구된다. 둘째, OECD/NEA 참여 문

가들과 국내 네트웍간 련 정보의 교류와 활용 극 화가 요하다. 셋째, 국가 원

은 궁극 으로 상설기술 원회의 의장국 진출과 활동을 고려한다면 기술 문성, 외

국어 능력과 외교 인 자질, OECD/NEA에서 활동경험, 국내 연구계에서 리더쉽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하고 어도 5년 이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 원 후보

의 심의는 객 이고 문성 있는 선정 원 조직과 차를 통하여 공개 이고 투명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기 효과  활용방안

◦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향력 강화  원자력 국제기구에서의 심  역할 

수행

◦ NEA 사무국  회원국의 기술자료  정보 확보를 통한 원자력 선진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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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OECD/NEA 원회 참여 지원을 통한 NEA 력 강화 방안 연구

II. 연구의 목   요성

OECD/NEA와의 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 원자력 이용개발 사업의 효율

인 추진과 국제  상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OECD/NEA는 이사회 성격의 

운 원회와 7개 상설 기술 원회를 심으로 운 되고 있다. OECD/NEA의 

상설 원회는 련분야의 첨단 기술과 연구개발에 한 정보교환과 국제공동연

구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원회에서 국내 문가의 활발한 참여와 

주도 인 역할 수행은 일부 분야에 국한된다. 본 연구는 국내 문가들의 

OECD/NEA의 상설 원회 참여와 주도 인 활동을 한 지원 방안을 분석하

여 국익의 반 과 OECD/NEA내에서 국가 상을 제고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

는 데 있다.

III.  연구의 내용  범

본 연구는 국내 문가들이 OECD/NEA의 상설 원회 참여와 주도 인 활

동을 한 지원 방안을 분석하고 국익의 반 과 OECD/NEA내에서의 국가 

상의 제고 방안을 분석하기 해서, OECD/NEA의 주요 황과 국제공동 로

젝트의 수행을 포함한 주요 활동, GIF의 기술 사무국의 역할 등 향후 망을 

분석하 다. 이와 함께 국내 문가들의 OECD/NEA 참여 황을 분석하 으며 

국내 문가들이 OECD/NEA의 상설 원회 참여와 주도 인 활동을 한 지

원 방안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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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활용에 한 건의

21세기에 들어 에 지 자원의 고갈과 수 에서의 불안정으로 고유가의 지속 

이 망되고 있으며 원자력 이용 확 와 세계 원자력시장 확 가 망되고 있

다. 

OECD/NEA는 국제 원자력계에서 주도 인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망되고 

있으며 특히 GIF의 기술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그 향력은 더욱 증

될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OECD/NEA와의 력 강화는  원자력 기술의 

선진화  국제원자력사회에서 국가 상의 제고 등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 수

행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OECD/NEA는 이사회 성격의 운 원회와 7개 상설 기술 원회 심으로 

운 되고 있다. OECD/NEA와 력을 강화하고 주도 인 역할을 하기 해서

는 상설 기술 원회에서 국내 문가가 의장단에 진출하는 등 국가 원과 참

여 문가들의 극 인 참여와 활동 강화가 필수 이다. 한 OECD/NEA에 

참여하는 문가들의 책임감과 역할의 규정과 활동에 한 일 성 있고 지속

이며 집 인 지원과 리도 요하다.

이를 해서는 첫째, 국가 원의 역할과 활동에 한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

정하고 국가 원의 선정과 활동 지원을 한 조직이 요구된다. 운 산과 지

원경비는 원자력국제 력기반조성사업이나 별도의 정부 산으로 충당이 요구된

다. 

둘째, OECD/NEA 참여 문가들과 국내 네트웍간 련 정보의 교류와 활용 

극 화가 요하다. 

셋째, 국가 원은 궁극 으로 상설기술 원회의 의장국 진출과 활동을 고려

한다면 기술 문성, 외국어 능력과 외교 인 자질, OECD/NEA에서 활동경험, 

국내 연구계에서 리더쉽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하고 어도 5년 이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 원 후보의 심의는 객 이고 문성 있는 선정 원 

조직과 차를 통하여 공개 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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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Study on the Enhancing of Cooperation of OECD/NEA with Support 

Participating the Committee of OECD/NEA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t is required to carry out the national project for the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and to enhance national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OECD/NEA. OECD/NEA consists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standing 

technical committees and these committees has been operating mainly 

through leading role of member countries of chairman bo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ions to be made and 

establish the supporting system and major steps in order to enhance Korean 

experts' role and participation in the NEA standing committees and more to 

enhance the national interests in the cooperation with OECD/NEA.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status of major activities of standing 

committees of OECD/NEA including joint research projects among member 

countries, role of OECD/NEA as an technical secretary of GIF R & D 

programs in progress by supported by GIF member states and their future 

perspectives. 

Current status of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of national experts in 

OECD/NEA standing committees and their working groups were also 

analyzed  as well as their major issues an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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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this study investigate and suggest major actions and steps to be 

taken and the supporting system in order to enhance Korean experts' role 

and participation in the NEA standing committees and more to enhance the 

national interests in the cooperation with OECD/NEA including joining into  

member countries of chairman boar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high oil price will be lasting in the 21st century due 

to exhaustion of world energy resources and instability of supply and 

worldwide expansion of use of nuclear energy and nuclear markets will be 

expected accordingly. It is, therefore, expected that leading role of 

OECD/NEA will be strengthened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y, in 

particular, reflecting taking over the function of secretary of GIF in 

progress currently.  

Extended and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OECD/NEA will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national dignity and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dvancement of national nuclear technologies as well as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 & D programs. 

OCED/NEA. OECD/NEA consists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standing 

technical committees and these committees has been operating mainly 

through leading role of member countries of chairman board. 

Strengthening of national experts' role and participation in the NEA 

standing committees is prerequisite including joining into  member countries 

of chairman board in order to enhance and more to enhance the national 

interests in the cooperation with OECD/NEA.  It is also important to 

monitor and support national representatives and participating experts in 

OECD/NEA standing committees in continuous, integrated and consistent 

manners with close collaboration with national nuclea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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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ll as defining their mission and responsibilities with close 

collaboration with national nuclear community. 

For this purposes,  it is necessary to define mission and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representatives and  experts participating in OECD/NEA 

standing committees and to establish supporting systems and major actions 

or steps to be taken for their activities as well as funding by the 

government.

Secondly, it is important to maximize the share and use of informations 

and technical materials obtained from relevant activities of national 

representatives and experts participating in OECD/NEA standing committees 

through the established national research networks. 

Thirdly, considering eventual that goal of activities of national 

representatives participating in OECD/NEA standing committees is to be 

focusing on joining into  member countries of chairman board, national 

representatives should be selected by major criteria such as  technical 

expertise and their experience, diplomatic capability, readership in the 

national research community and ages for working for at least 5 years in 

their position in faithful and reliable manners. And national representatives 

participating in OECD/NEA standing committees should be evaluated and 

selected by fair and well organized task group under transparent and opened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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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21세기에 들어 에 지 자원의 고갈과 수 에서의 불안정으로 고유가의 지속 

이 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와 에 지 소비국과 자원이 빈약한 국가들

은 에 지 자원 확보 등 에 지 안보가 국가정책의 우선순 로 되고 있다. 이

들 국가들은 원자력과 신재생에 지 등 석유 체에 지 개발에 극 인 심

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은 지구온난화방지를 한 온실가스방출 규

제에 응하고 에 지안보를 제고하기 하여 원자력 이용 확 와 도입을 추진

하는 국가는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으며 세계 원자력시장도 크게 확 될 

것으로 망된다. 

OECD/NEA(Nuclear Energy Agency)는 경제개발 력기구(OECD) 산하의 

원자력 선진국들 모임으로서 원자력분야의 첨단 기술정보의 교류와 국제공동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OECD/NEA와 력은 우리나라가 극 으로 추

진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의 선진화  국제원자력사회에서의 국가 상 제고에

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OECD/NEA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OECD/NEA와 

력을 강화해왔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이용개발 창기에 많은 도움을 받아왔던 

IAEA와 력에서 OECD/NEA와 력 비 을 높여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NEA 상설 원회의 국내 문가 참여와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이용개발 사

업에서 선진기술의 활용과 국제사회에서 상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OECD/NEA는 향후 5년간의 NEA 략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4  원자력

시스템 국제공동 연구포럼(GIF)의 기술사무국역할을 OECD/NEA가 할 정으

로 련 비를 진행하고 있다. 

OECD/NEA와 력강화는 국가 원자력이용개발정책의 효율 인 추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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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주도 인 역할을 강화하기 한 노력도 요해지고 

있다. 이를 해서는 NEA 사무국에 국내 문가의 직원 진출, 상설기술 원회

의 참석률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상설기술원회의 운 을 주도하는 의장국 

진출도 요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입장의 반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반면 OECD/NEA의 상설기술 원회의 회의는 일반 으로 2-3일 동안 개최

되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기간의 출장을 가기는 효과성 측면에서 어

려움이 있어 왔으며 한 제도 인 측면에서 국내 문가의 원회 산하의 기술

회의 참석에 제약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가의 해외 출장에 한 재

원 부족과 련기 의 출장 제한 등 문가의 련 원회와 실무그룹회의 참

석에 소극 일 수밖에 없어 많은 련 문가의 양성과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NEA와의 력은 각 기  는 개인 차원

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체계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 인 노력  연

구도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OECD/NEA 산하 7개 상설기술 원회별

로 국내 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운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문가의 활동 지원 

방안도 요하다. 이를 통하여 국내 문가의 안정 인 상설 원회의 참여와 활

동 강화, 국가 익의 극 화, 문가 양성  국내 연구개발 로젝트의 효율

인 추진 등 많은 기여도 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문가들의 경우 OECD/NEA 상설기술 원회의 각 활동과 

요성에 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국내 문가 네트웍과의 연계도 미흡한 상황이

다.  더구나 국가 원과 참여 문가들의 교체나 변경 등으로 사명감이나 책임

감의 약화가 우려되며 결과 으로 일 성 있는 국가이익의 변에서의 활동 약

화나 지속 이고 집 인 리도 문제 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OECD/NEA 각종 회의의 출장정보는 국내의 문가들에게 활용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 정보와 자료 등은 국내 련기 과 연구 인력들의 활용 

극 화도 요하다.  이를 해서는 국내 련 문가들 간의  OECD/NEA에 

참여하는 문가들과 유기 인 력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NEA간 보다 

극 인 원자력 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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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목   내용

본 연구는 국내 문가들이 OECD/NEA의 상설 원회 참여와 주도 인 활

동을 한 지원 방안을 분석하고 국익의 반 과 OECD/NEA내에서의 국가 

상의 제고 방안을 분석하기 해서 수행되었다.  OECD/NEA의 주요 황과 

국제공동 로젝트의 수행을 포함한 주요 활동,  GIF의 기술 사무국의 역할 그

리고 향후 망을 분석하 다. 이와 함께 국내 문가들의 OECD/NEA 참여 

황과 문제 을 분석하 으며 국내 문가들의 OECD/NEA 상설 원회 참여와 

주도 인 활동을 한 지원 방안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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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OECD/NEA 일반 황

제 1   개 황

2004년 12월말 재 OECD/NEA는 년도와 같이 총 28개 회원국으로 표 

2-1과 같다.1) 

지 역 원  운 국 원  비운 국

서유럽
국, 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 스

이탈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동유럽 체코, 헝가리, 슬로박 -
미  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아시아 일본, 한국 호주

계 17개국 11개국

※ OECD 30개 회원국  NEA 회원국이 아닌 국가 : 뉴질랜드, 폴란드

※ 러시아, 국 등 NEA 비회원국은 운 원회의 승인하에 옵서버로 

각 NEA 회의에 참석 가능

표 2-2. OECD/NEA 회원국 황         (2004년 말 재)

OECD/NEA는 NEA 사업계획과 산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운 원회

와 그 산하에 7개 상설기술 원회에서 사무국 지원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

고 집행하고 있다. 그림 2-1은 운 원회와 7개의 기술 원회를 나타낸다. 

OECD 이사회(Council)

NEA 운 원회 

(Steering Committee)

원자력 

개발 

원회 

(NDC)

원자력 

과학 

원회

(NSC)

원자력 

시설안  

원회

(CSNI)

방사성폐

기물 리

원회

(RWMC)

원자력 

규제활동 

원회

(CNRA)

방사선 

방어  

공 보건 

원회

(CRPPH)

원자력 

법 원회

(NLC)

그림 2-1.  OECD/NEA 원회

1) OECD/NEA 설립 경과  목  등 기본 인 사항들은 다음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있다.(한국원자력연구소, ⌜OECD/NEA와의 력 선진화 기반 조성연구⌝, 

KAERI/RR-2457/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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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 사무국은 사무국장(Director General)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하에 운 원회와 기술 원회에서 개발․수행하는 각종 로그램을 

지원한다. 사무국은 안   규제, 방사선방호  방사성폐기물 리, 원자력개

발, 원자력과학   Data Bank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며, 이에 추가하여 법

률업무, 리지원, 정보․출 을 담당하는 부서가 운 되고 있다. NEA 조직은 

그림 2-2와 같다. 

사무총장
(Director General)

사무차장
(Deputy Director General)

안   규제국
(Safety and Regulation)

과학  개발국
(Science and 

Development)

사무/정보/출 과
(Central Secretariat, 

Information and 
Publications)

법무담당과
(Legal Affairs)

리지원반
(Management Support Unit)

방사선방호  
방사성폐기물 리과

(Radiation Protection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원자력개발과
(Nuclear Development)

원자력안 과
(Nuclear Safety)

원자력과학  데이터뱅크
(Nuclear Science and 

Databank)

그림 2-2. NEA 사무국 조직도

NEA는 2004년말 재 정규직원 72명으로 운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은 나병찬 박사 1명이다. 2004년 말 재 NEA에서 근무하고 있는 CFE(Cost 

Free Expert)는 6명으로 한국 3명, 일본 1명, 만 1명, 랑스 1명이다. 

NEA는 OECD 산하기구이지만 독립 기구로서 NEA 사무국에서 별도의 

산을 편성하면, NEA 회원국들이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NEA의 2005년

도 산은 약 1천만 유로이고 Data Bank 산은 약 2백7십8만만 유로이다. 

NEA 회원국 에서 Data Bank에 가입한 회원국만 일부 운 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NEA 체 산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NEA와 Data Bank에 모두 가입하 기 때문에 양쪽에서 부과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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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을 모두 지불하고 있다.

분담 액은 개 회원국의 GNP를 기 으로 할당하고 있으나, 외 으로 

미국이 약 25%, 일본이 약 23%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OECD 가입 이후  NEA 분담 으로 약 2～3%, Data Bank 분담 으로 약 3～

4%를 부담하고 있다. NEA 산  우리나라 분담 은 표 2-2와 같다. 

’03년 ’04년 ‘05년

산

NEA 9,644,200 9,818,200 10,004,600

우리나라 분담 185,387(2.0%) 166,849(1.7%) 224,816(2.2%)

Databank 2,683,600 2,731,800 2,783,800

우리나라 분담 84,641(3.2%) 76,177(2.8%) 102,026(3.7%)

합   계 12,327,800 12,550,000 12,788,400

우리나라 분담 270,028(2.2%) 243,026(1.9%) 326,843(2.6%)

표 2-2. OECD/NEA 산  우리나라 분담

(단  : 유로)

제 2  주요 활동

7개 상설 원회는 산하에 작업단(Working Party)을 두고 필요에 따라 하부 

조직으로서 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작업단을 지원하거나 작업단 내부에 실무

작업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에서는 각 

원회의 최근 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2) 

1.  운 원회

운 원회(Steering Committee)는 NEA 회원국의 원자력정책 는 국제

력 련 고  책임자로 구성되며, NEA 주요 정책방향 결정, OECD 이사회의 

승인 하에 연간 산 편성, 수립된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는 OECD/NEA의 

2) 각 상설기술 원회의 개 인 임무  기능은 다음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OECD/NEA 상설기술 원회 참여 활성화  국제환경의 능동  

응방안 연구⌟, KAERI/RR-2297/2002, 과학기술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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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사결정기구로 매년 두 차례(4월과 10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운 원

회는 산하 상설기술 원회에서 수행하는 활동 로그램들을 기구의 목 에 맞

게 조율하고, 활동 로그램의 수행결과를 엄 하게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4년도 운 원회 회의는 년과 같이 4월(108차), 10월(109차)에 랑

스 리에서 개최되었다. 

가. 제108차 회의 

제108차 운 원회는 2004. 4. 21 ～ 4. 23까지 리 OECD 본부에서 개최

되었고 미국 DOE의 William Magwood가 의장을 맡아서 진행하 다. 우리나라

는 이일수 과학 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양맹호 박사가 참석하 다. 

제108차 OECD/NEA 운 원회는 2005～2006의 사업계획을 승인하 지만  

 2005～2009 OECD/NEA의 략계획을 채택하지는 못하고 회의가 종료되었다.  

기타 논의된 의제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 안 , 원자력 련 리조약과 뢰셀조약에 한 개정을 한 

부속서의 서명과 채택 

러시아의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리에서의 안 문제 지원과 

력을 한 다자간 원자력환경 로그램의 추진 황 보고  승인

OECD/NEA의 원자력 안  분야의 신규 공동연구 

− OECD/NEA PKL PROJECT 

− OECD/NEA STUDSVIK CLADDING INTEGRITY PROJECT 보고 

(1) 회의 주요결과

OECD/NEA 사무총장의 구두 보고에서는 2003년 10월 운 원회 개최이후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OECD와 NEA의 주요활동에 하여 보고하 다. 보고에

서 OECD사무총장 Donald Johnston이 지난해 11월 25일 캐나다 Royal Society 

주최로 개최된 “Energy Environment and Society”주제의 심포지엄에서 “기후

변화에 을 두고 에 지정책을 분석하고 보다 강력한 정책이 요구되며, 원

자력이용이 필수 이다”라고 강조하 음을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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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난 1월말 개최된 OECD의 과학기술 장 회의에서 채택한 회의결과 

 하나로 고에 지물리와 천문학분야 등의 은 층의 유인과 교육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소개하고 원자력분야도 여기에 속한다고 강조하 다.  이외

에 IEA와 공통분야 공동회의가 지난 1월 에 개최되었고 2005년 에 

“Energy, Security and Power Generation”주제로 공동웍 을 개최하기로 합의

되었으며, 4월 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IEA 30주년 행사로 “다양성과 기

술”에 한 회의에 참석하 으며 원자력에 한 요성이 논의되었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IRS, INSAG등에서 IAEA와의 력, G-8 Nuclear Safety and 

Security Group(NSSG)등 러시아와 력, FORATOM등 산업체 계, GIF와의 

력, 원자력안 과 규제, 방사성폐기물 리, 방사선방호, 원자력법, 원자력개

발, 원자력과학  데이터뱅크 분야 활동을 소개하 다. 이와 함께 NEA기술

원회 의장단 간 공동회의 개최와 OECD/NEA의 신규직원으로 Ms, Marcus 사

무차장 등을 소개하 다. 

2004년과 2005～2006 산계획, 2005～2006 사업계획 보고와 련하여, 회원

국들은 zero-growth base 산편성을 환 하고, 2005 ～ 2009 략계획이 결정

되기  OECD/NEA의 사업에서 산업체 참여는 제한 이고 최소화되어야 한다

고 요구하고, IAEA와 력은 요하며 그러나 복은 피하는 것이 요구되며, 

산의 설명 자료에서 보다 투명성 등이 요구된다고 제기함. 이와 련하여 사

무국은 표단들의 요구를 반 하도록 노력하고 의제는 승인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2006 사업계획에서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하고   

이와 련하여 동 기간  300여건의 OECD/NEA 련회의가 개획되고 있음을 

유의하고, technical group meeting등 OECD/NEA본부가 아닌 외부 회원국에서 

개최가 가능한 기술 인 회의는 회원국에서 개최를 노력하는 것에 해 지지를 

표명하고, 오는 5월 한국에서 HPPA 회의개최를 환 하며 극 지원할 것을 발

언하 다. 

2005～2009 OECD/NEA 략계획의 토의에서 각국 표단 발언에 앞서 

Mr.Dujardin 과학과 개발 국장은 략계획 2차 안에 한 작성경 와 회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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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국들로부터 수된 의견 황과 주요내용을 소개하 다. 제안된 의견들  

지난해 10월 개회된 정책토론 결과와 부합되며 반  가능한 것은 부분 반

되었음을 보고하 다. 

우리나라는 사무국의 략계획 비에 한 노고를 치하하고, 다음과 같이 

발언하 다. 첫째, OECD/NEA의 Mission Statement에서 회원국에 한 지원

에 과학, 기술, 법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요

구하 다. 둘째, 략계획에서 OECD/NEA가 "non-promotional organization"으

로 정의 되는 표 은 OECD/NEA가 국제원자력 사회에서 원자력이용을 진흥

(promotion)하는 데 있어 leadership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OECD/NEA 략계획에서 "non-promotional organization" 용어의 사용은 

하지 않음을 지 하 다. 셋째, 방사성폐기물의 리에서 분리와 소멸처리 분야

에서 가속기활동도 추가할 것을 요구하 다. 넷째, 기후변화에 한 우려가 국

제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도 에 지분

야에 추가를 요구하 다. 다섯째, NEA의 국제 력 분야에서 GIF의 (Technical 

Secretariat)사무국으로서 NEA의 역할을 환 하고 략계획에 반 을 권고하

다. 

각국 표단들은 IAEA와의 역할 복 최소화, 산업체의 참여 최소화, 원자

력 이용의 political acceptance, 략계획에서의 Goal의 구체 인 명시, 원자력

이용의 다양한 응용과 새로운 과학기술과의 연계, 시장개방과 경쟁, 방사성폐기

물 리와 제염 해체, NEA활동의 평가지표  cross-cutting 이슈의 해결방안, 

NEA회원국의 가입조건 기  명확화 등을 요구하 다. 

이와 련하여 의장은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 개 에 하여 사무국의 향후 

조치 방안에 한 의견을 청취하고, 2차 안에 한 회원국의 추가의견을 반

하여 략계획을 다시 작성해  것을 요구하 다. 향후 4-5주 동안 사무국은 

략계획의 재작성과 회원국에게 의견 반  여부를 확인하고 채택을 문서로 요

구하기로 하 다.3) 

3) NEA는 략계획의 1차 수정안을 6월 7일 회원국에 배포하 고 회원국들의 서면 승인 

차를 통하여 7월 23일 최종안을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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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가 수행하고 있는 구체  로그램 보고 사항으로 원자력규제활동 원

회(CNRA) 의장의 CNRA에 한 결성과 추진경 , 주요 활동에 하여 소개하

으며, 2003년에 수행한 주요의제와 성과를 보고하고, 2004년 주요 활동계획을 

소개하 다. 한 원자력법 원회(NLC) 의장의 구두 보고에서는 원자력 손해

배상법에서 리조약과 뢰셀조약의 개정을 한 부속서의 서명과 채택을 보

고하 다. 이와 함께 자발  기여 으로 추진하는 원자력 안 분야 활동으로, 

러시아에서 “다자간 원자력 환경 로그램”의 추진승인을 한 보고가 있었으

며, OECD/NEA 신규 공동 로젝트인 “OECD/NEA PKL PROJECT”와 

“OECD/NEA Studsvik Project”의 추진경 와 주요내용 등에 하여 보고를 하

다.

차기 운 원회는 2004년 10월 14～15일에 개최하기로 하 으며 2005년 운

원회는 4월26～27일과 10월 18～19일에 개최하기로 하 다. 

2004년 10월 운 원회 개최와 련하여 개최되는 정책토론은 3 ～ 4가지

의 주제가 제안되었으나 “수소경제와 원자력수소 생산”이 주제로 선정될 것으

로 상되며 2004년 9월 로마에서 개최될 것임을 사무총장이 밝혔다. 

기타의제로 On-Line Information System을 통한 운 원회 활동 지원도 

제안되었다. 

(2) 정책 토론(Policy Debate)

정책토론은 1999년 가을 회의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정책토론 주제는 

“정부의 변화하는 역할: The Challenging Role of Governments“이었다. 그동안 

정책토론 주제들은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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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제

1999년 가을 CEEC/NIS에서 원자력 안

2000년 
지속가능한 개발과 원자력

NEA 회원국 확

2000년 가을 력시장의 규제완화가 원자력에 미치는 향

2001년 원자력 분야의 경쟁력 우  유지와 인 라

2001년 가을 원자력과 시민사회

2002년 방사성폐기물 리

2002년 가을 원자력발 에 한 안 기

2003년 국제 방사능방호체제의 미래 발

2003년 가을 NEA 략계획 수정

2004년 정부 역할의 변화

표 2-3. OECD/NEA 정책토론 주제(1999-2004) 

 주제발표로 일반 인 시각에서 OECD 사무차장인  Mr. Richard E. 

Hecklinger의 “ Good Governance"와 OECD/NEA 원자력개발과장 Mr. Peter 

Wilmer의 “Government and Nuclear Energy- Presentation of NDC Study", 

정부측에서는 국 통상산업부 원자력안 과장인 Mr. Charles Bridge의 

”Government Perspective", 그리고 산업체 측면에서는 랑스 력청(EdF)의 

원자력공학부국장인 Mr. Georges Serviere의 “Utility Perspective"을 발표하

다. 

OECD/NEA 사무총장은 정책토론 주제와 련하여 회원국의 원자력이용개

발에서 시장개방과 이에 따른 공 의 안정성과 원자력의 경쟁력, 방사성폐기물

리, 기후변화 약, 규제완화, 핵비확산문제 등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 이거나 

상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도 변화도 상된다며 주제의 성을 강조하

고 유익한 토론이 있기를 기 하 다. 

OECD 사무차장은 성공 인 정부역할에 하여 OECD의 일반 인 시각을 

소개하고 정부의 역할은 기술 인 근 방법 즉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

의와 수행에서의 효율성과 효과성, 투명성, 평가 그리고 이와 련된 재정정책 

등이 요하다고 소개하고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등에 따른 정부기업의 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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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새로운 기술산업의 등장에 따른 구조 개편과 교육훈련, 책임소재 등의 명확

화를 지 하 다. 이와 같은 정부의 역할의 평가사례로 러시아의 경우를 들고 

국의 경우 수송부문의 민 화에 따른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효과 등을 지

하 다. 

Mr. Peter Wilmer의 “Government and Nuclear Energy- Presentation of 

NDC Study" 발표에서는 원자력과 련한 정부의 기본 인 역할은 에 지와 

력정책 측면에서 원자력을 보아야하고 정책 수행에서 정부가 한 시기에 

개입해야함을 지 하고 에 지 정책은 경제, 환경, 에 지 측면에서 조화 있게 

추진이 필요하며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회 인 측면에서 지속개발측면에서 동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 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 방법이나 원 의 

정책 인 폐지(Phase-Out)나 재생에 지의 도입 등을 들 수 있음을 소개하

다. 한 경제 인 효율성, 장기 추진 사항, 외부비용, 시설안 과 방사선방

호, 부지확보와 인허가 국제 력 분야 등을 소개하고 결론 으로 원자력분야에

서 정부의 역할의 변화가 개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행정방

식(working means)이나 제도(tool)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망되는 변화는 기술 인 문제보다는 사회 인 문제가 요해지고 있으

며 그 어느 때보다 자원의 확보와 경쟁력 유지가 요해지고 있다고 지 하고 

국제 력을 통한 역할 강화도 강조하 다. 

국통상산업부 원자력안 과장인 Mr. Charles Bridge의 ” Government 

Perspective"의 발표에서는 국 사례를 들면서 정부는 아직 변화하지 않았으

며 정부의 역할이 시장개방과 민 화 등으로 정부의 독 인 역할의 변화가 

상된다고 가정하고 공 의 안정성 보장, 기후변화 응, 방사성폐기물 리, 

테러 응 등에서 변화도 요구된다고 지 하 다. 정부의 역할 수단으로 재정정

책(budget control)이 주효하며 시장 개방에서처럼 정책 추진에서의 기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 다. 

랑스 력청의 Mr. Georges Serviere의 “Utility Perspective" 발표에서는 

랑스의 원자력발  산업 황과 특징을 소개하고,  산업체 측면에서 원자력

발 산업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성에서 재와는 차이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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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상되며, 사회 인 수용성에 민감함을 지 하 다. 이와 동시에 

엄격한 규제 아래에서 있으며 규제당국의 의지에 상당히 좌우됨을 강조하 다.  

이와 련하여 에 지 자원의 한계, 증가하는 환경문제와 국제 인 연 , 시장

개방과 규제완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 하 다. 그는 정부의 역할이 에

지자원의 한계와 지구온난화측면에서 에 지와 력정책, 시장개방과 경쟁력 

측면에서 정부와 산업체의 역할의 명확화, 가격과 규제정책, 강력한 규제당국 

그리고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사성폐기물, 연구

개발, 에 지정책, 규제체제, 조화 있는 국제 인 지침, 타분야와의 조화 있는 

규제 등 원자력분야별로 정부의 역할을 망하 다.  결론 으로 정부 역할 변

화는 정부역할 자체 는 정부활동 분야보다는 방법론  당사자간 역할분담과 

제도의 개선,  정부간의 력과 조화, 방침(rules)에서의 안정성 등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 다.

기조 발표후 회원국 표들은 자국 는 개인 인 경험을 토 로 발표에 

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독일 표는 결과 으로 정부의 역할은 지속

개발성에 귀결된다고 의견을 피력하 다.

나. 109차 운 원회

제109차 운 원회는 2004. 10. 12 ～ 10. 17까지 리 OECD 본부에서 개

최되어 우리나라는 이일수 과학 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오근배 박사가 참석하

다. 

제109차 운 원회는 원자력기구와 데이터뱅크의 2005-2006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과 2006년도 산을 12,460,200유로로 승인하 다.4) 방사성폐기

물 리 원회(RWMC)에 한 활동 보고와 정책토론으로 원자력과 수소생산에 

한 토론을 수행하 다. 

4) OECD는 2004년 말 NEA의 산을 심의하면서 2005년과 2006년 산을 각 

10,004,600유로(1.9% 상승)와 10,204,900유로(2.0% 상승)로 증액하기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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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주요결과

(가) 사무총장 구두보고 주요 내용

지난 4월 운 원회 결정에 따라 2005-2009년 NEA 략계획이 작성되어 

승인되었다. 이를 기 으로 향후 5년간 각 기술 원회 임무가 새로이 규정될 

것이며, 이는 차기 운 원회에서 확정될 정이다. 2004년 9월 호주에서 개최

된 제19차 세계에 지총회(WEC)에서 원자력세션(주제: 원자력의 필요성)의 의

장으로 회의를 진행하 다. WEC에서 원자력 이슈를 정식으로 취 하기는 처

음이며, 원자력 이외 다른 세션에서도 원자력이 언 된바 이는 원자력에 한 

국제  시각이 정 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OECD 사무총장이 2004년 11월 미국원자력학회 동계학술 회에서 기조연설

을 할 정이며, 이는 OECD/NEA의 활동에 하여 세계 으로 심이 높아지

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랑스 정부가 IAEA와 OECD 후원하에 　"21세기의 원자력 발 "　이라는 

주제로 2005.4.11-12 장  회의를 개최할 정이며, 재 NEA가 회의 비를 

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고 직 정책입안자의 참여를 기 한

다. 

IAEA에서 주 하는 국제공동 핵연료주기시설 건설 가능성에 한 문가회

의에 NEA가 참여하기로 하 으며, 이 그룹은 2005년 3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

출할 정이다. 

IAEA 총회시 국원자력 원회 Zhang 주임과 NEA와 국간의 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 으며, 국은 2020년까지 원  3000만 kW를 운 할 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NEA와의 력 강화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다음주에 사무총

장이 국을 방문하여 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NEA는 미국과 공동으로 세계원자력 학(WNU)을 설립할 정이며, 2005년 

7월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에 개설될 WNU 여름학교에 원자력법 분야

를 지원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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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기구와 데이터뱅크의 2005-2006 사업계획 승인

사무국은 원자력기구와 데이터뱅크의 산으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동일

하게 12,460,200유로를 제출하여 승인되었다. 세부내역으로 원자력기구의 산

은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동일하게 9,752,100유로를 제출하여 승인되었다. 

한 데이터뱅크의 산은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동일하게 2,708,100유로를 제출

하여 승인되었다.5) 

(다) 방사성폐기물 리 기술 원회(RWMC) 황보고

RWMC 부의장은 RWMC의 반  황에 해 간략히 보고하 다. 

RWMC 활동은 기술, 규제, 정책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측면의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스 스의 방사성폐기물정책에 한 문가검토(Peer Reviews) 

수행, 심층처분/안 평가 등에 한 분석보고서 출 , 컨퍼런스/워크  개최, 심

층처분에 한 안 표  제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RWMC 산하에 FSC(Forum for Stakeholder Confidence), IGSC(Integration 

Group for the Safety Case), WPDD(Working Party on Decommissioning & 

Dismantling) 3개 작업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안 규제자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RWMC 산하 FSC 의장은 그동안의 활동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 다. 

FSC는 방사성폐기물 리정책 결정과정에 방사성폐기물 리와 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  요구에 따라 련 

당사자들의 방사성폐기물 리에 한 신뢰를 증 시키기 해 

2000년에 발족

련당사자의 신뢰를 증 시키기 해서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사회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방사성폐기물 리를 국가 

에 지정책에 포함시켜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양을 명확히 해야 함.

한 단계 이고(그러나 시한을 둔), 화에 기반을 둔, 연구와 

5) 특이사항은 데이터뱅크의 1명의 A3를 조직의 효율화를 하여 A4로 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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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를 포함하는 정책결정 차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극 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 이 필요함.

정책결정과정에 련당사자들이 참여하는데 있어 국민과 화하고 

국민으로부터 배우고 이에 맞추어 나가는　방사성폐기물 리 

담당자들의 능력제고, 문가들의 견해에 한 신뢰 회복 등 새로운 

조직문화가 필요

 

(2) 정책토론

번 운 원회의 정책토론회 주제는 "수소생산에의 원자력 기여 가능성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Nuclear Energy to the Production of 

Hydrogen)"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목 은 향후 에 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를 원자력을 이용해 생산하는데 있어 각국 정부  산업계의 동향  

련 이슈들을 악하고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들을 인식하고 이를 타

개해 나갈 방안을 의하기 함이다. 토론회는 미국, 랑스, 일본의 정부 

계자 3명과 미국 산업계 1명이 주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  운 원회 원

간 토의로 진행되었다.

(가) 주제발표

1) "수소경제-미래의 도 "[미국 에 지부(DOE) Mr. Samuel F. 

BALDWIN 보고]

수소의 경제성 여부는 석유, 환경, 체에 지와 상호 의존 이며, 

수소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청정성, 효율성, 다양한 

생산가능성(화석에 지, 재생에 지, 원자력 등 존 에 지원으로부터 

생산가능)으로 화석연료 고갈,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수소경제(Hydrogen Economy)의 두가 필수 일 것으로 망함.

수소생산에는 천연가스, 재생에 지(풍력, 태양, 바이오매스 등), 원자력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규모 

공 이 가능하여 수소생산에 함.

그러나  연료 지기술, 수소 장기술, 련 인 라 구축, 수소생산기술 

등 수소 이용에 아직 많은 난 이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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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지의 경우, 재 생산단가는 $3,000/kW이며 규모 생산을 

제하면 $175/kW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규모 생산단가 보다 

1/6이하수 ($30/kW)까지 하락시켜야 타 에 지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음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은 기분해법, 증기개질법, 열화학  

방법, 병합법 등 4가지가 있으며, 미국은 2017년까지 상용규모의 

원자력 수소생산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원자력수소이니셔티 (NHI) 

로그램을 시행 임.

원자력 수소생산 연구개발계획을 2003년 확정하고 시행 임. 

고온원자로 개발을 해서 우선 으로 고온/부식을 견딜 수 있는 

재료개발, 고온 열교환기 개발, 화학반응 데이터 확보, 체 시스템 

설계 등 주요 기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함.

상용이란 수소자동차의 경우 존의 일반자동차와 비교해서 경쟁력있는 

가격의 자동차 공 과 수소충 을 한 장소로 사무실 는 집에서 

충 가능한 시설의 확보를 의미함

수소개발 장기목표는 표 2-4와 같음. 

략  목표 재 2010 목표 2015 목표

수소생산비용 $5.00/gge $1.50-2.00/gge 2010과 동일

재생에 지를 
이용한 

수소생산비용

$6.00/gge
$0.06/kWh

$2.85/gge
$0.04/kWh

$2.25/gge
$0.03/kWh

수소 장(고체형) 0.7kWh/kg 2.0kWh/kg 3.0kWh/kg

차량용 연료 지 
장치비용 $225/kW $45/kW $30/kW

연료 지 장치의 
기효율 30% ≥40% 2010과 동일

안 국가계획 검토 최종기술표 (미국) 규제표 (미국)

표 2-4. 미국의 수소개발 목표 

수소경제는 정부-기업의 력과 국제 력이 요한 요소임

정부-기업 력은 미국의 에 지부, 5개의 정유회사와 3개의 자동차 

회사가 참여하여 "FreedomCAR and Fuel Partnership"을 설립함

국제 력은 한국을 비롯한 15개국(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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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독일, 국, 이태리, 국, 인도, 아이슬란드, 호주, 라질, 

노르웨이)이 참여하는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he Hydrogen 

Economy"를 조직함

2) "원자력과 수소생산: 일본의 사례"[일본 원자력 원회 부의장 Dr. 

Shinzo SAITO 보고]

일본의 에 지 자립도는 4%에 불과하며(원자력을 포함하면 약 20%), 

력수입이 불가한 상황이며,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하여 원자력, 

재생에 지와 수소의 이용이 필수조건임.

일본의 원자력연구소는 철강생산에 활용하기 하여 1969년부터 

고온가스냉각로(HTGR: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에 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1998년 30 MW 고온시험로(HTTR: High 

Temperature Gas-cooled Engineering Test Reactor)를 건설하여 

950도의 냉각재 출구온도를 2004년 4월 성공 으로 달성함으로써 

HTTR을 이용한 수소생산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됨.

이를 토 로 일본은 열효율을 80%까지 높이기 해 다목 ( 기생산, 

수소생산, 정유, 해수담수화, 지역난방 등) 가스터빈고온가스로의 

설계연구에 착수하 음. 이와 함께 열화학  수소생산기술도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 임.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상용화를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은 

기술  가능성  경제  경쟁력 확보에 한 검증이 있어야 하며, 한 

원자력수소생산을 담당할 기업이 나타나야 하고, 수소수송을 한 

이 라인 등 기반구축이 필수 임.

일본은 HTTR을 이용해 증기개질법에 의한 수소생산 시험을 할 비가 

되어 있으며, 열화학  수소생산은 pilot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임.

이산화탄소 리비용이 생산단가에 포함할 경우 HTGR의 고열을 

이용한 열화학  수소생산 단가는 증기개질법 수소생산단가보다 낮다고 

단되며, 이러한 검증을 해서는 국제 력을 통해 달성할 정임.

수소이용을 한 상용화 계획은 연료 지와 수소자동차에 한 구체  

목표로 ① 2010년까지 2.1GW의 연료 지와 5만 의 차량운행,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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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10GW의 연료 지와 500만 의 차량운행, ③ 2030년까지 

12.5GW의 연료 지와 1,500만 의 차량운행임.

원자로와 열화학  수소생산시설의 연계에 따른 추가 인 안 규제는 

아직 세부 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 논의가 

필요

수소생산시설에서 문제 발생시 원자로의 안  유지 문제.

− 원자로에 문제 발생시 수소생산시설의 안  유지 문제 등.

3) "원자력과 수소생산: EU의 사례" [ 랑스 원자력청(CEA) 국장 

Patrice BERNARD가 보고]

랑스는 원자력이 수소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CEA에서 모듈고온로(Modular High Temperature Reactor), 

고온로(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가스냉각고속로(GFR: Gas-cooled Fast Reactor)를 개발하고 있음.

2000년말 제4세  원자로 개발 포럼을 구성하여 Roadmap을 작성하고, 

기업체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랑스, 캐나다, 국, 스 스, 

남아공, 라질, 아르헨 등이 참여하여 2030년에 새로운 원자로 개발을 

해 력하고 있음.

이와 함께 열화학  수소생산에 한 연구도 일본 원자력연구소,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  General Atomics사 등과의 국제 력하에 

진행 임.

2006년까지 열화학  수소생산의 효율을 40% 이상으로 증진시키고 

수소생산 단가를 kg당 1.6달러로 낮출 수 있는지에 한 가능성을 

확인할 것임. 한 고온 기분해방법에 해서도 연구가 진행 임.

유럽국가들도 수소생산기술의 략  요성을 인정하고 EU에서도 

제6차 Framework 로그램(2003-2006)에 VHTR기술  수소생산기술 

개발을 포함시키고 있음. 한 수소생산기술에 하여 연구기 과 

산업체간의 트 쉽에 기 한 유럽 기술 랫폼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4) "원자력과 수소생산: 미국 기업의 "[미국 General Atomics사 

David E. BALDWIN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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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미국은 연 1,100만톤의 수소를 에 지 분야가 아닌 비료, 화학  

석유 산업에서 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이  95% 정도가 

메탄가스개질법으로 생산되고 있음. 이 부문만 해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는 재의 4배 정도로 증 할 것임. 이외 

202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재 수소소비량의 18배가 필요하며, 이들을 

포함한 체 비 력 분야는 40배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상됨.

이러한 규모 수소 수요를 충족시킬 안은 원자력 뿐으로서 원자로의 

고열을 열화학  수소생산에 이용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

재 미국 General Atomics에서 개발 인 GT-MHR(Gas Turbine 

Modular Helium Reactor)은 고온을 낼 수 있어 열화학  수소생산에 

합함.

이러한 원자력 개발은 장시간을 요하므로 실증 단계에까지는 정부가 

선도  역할을 수행해야 함.

5) 토의 주요내용 

우리나라 표는 2004년 발족한 원자력 수소생산 로젝트의 목   

황에 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히 발표함.

− 한국은 2019년까지 원자력수소생산기술의 개발  실증을 목표로 원자

력수소 로그램에 착수하 음.

− 안 성이 향상된 고온가스로가 모델이 될 것이며, 최종 원자로 형태는 

사 개념설계가 끝나는 시 에서 결정될 것이고, 수소생산 방법으로

는 열화학 방법  고온 기분해방법이 고려될 것임.

− 이 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2020년 에 동 분야에 필요한 에 지의 

20% 정도를 원자력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함.

수소생산에의 원자력 기여는 매우 클 것이라는 데는 부분의 원들이 

동감을 표시함. 

− 캐나다 표는 자국의 분석결과를 인용하여 원자로로부터 나오는 열 

이용이 가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을 강조하 음.

− 그러나 노르웨이 표는 수소이용이 본격화되기 해서는 효율성, 단

가 등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반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필요한 기

반구조 구축을 해서 유럽에만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

라고 지 하 음.

− 독일 표는 수소생산에 필요한 물의 요성을 강조하고 수소생산에 

붙여 해수담수화 문제도 같이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함.

− 아일랜드 표는 원자력 수소생산에는 필수 으로 안 ,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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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핵비확산 문제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함.

의장은 단기와 장기로 나 어 원자력 수소생산에 필요한 략을 정리함.

− 단기 으로 증기개질법등 조기에 원자력이 수소이용에 사용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개발해야 하며,

− 장기 으로는 불확실성을 제로 하되 안 , 방사성폐기물 리, 핵비확

산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시장 진입을 한 조기 실증이 필

요함.

2. 원자력개발 원회 (NDC)

원자력개발 원회(NDC: Committee for Technical and Economic Studies 

on Nuclear Energy Development and the Fuel Cycle)는 원자력의 향후 이용 

분야 개척에 필요한 자원을 분석하고자 1977년 10월 26일에 설립되었다. NDC

에는 원래 NEA 회원국만 참여하 으나, 최근에는 이 원회 산하에 설치한 작

업반(WG: Working Group)의 활동에 러시아, 동부 유럽의 비회원국, 남미  

아시아 국가들의 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한, IAEA가 NDC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NDC의 임무는 1977년 개최된 제55차 운 원회  1981년의 운 원회에

서 결의된바 있으며, 최종 으로는 1999년 략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000년 

운 원회에서 수정 결의되었다. NDC는 원자력 개발, 핵연료주기  련사

항에 한 기술‧자원‧경제성‧ 략‧정책지원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

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체 에 지 수요에 한 원자력에 지의 향후 잠정  기여도 평가

서로 다른 단계의 핵연료주기에 한 수요와 공  평가

원자력 성장  핵연료주기의 기술  경제  특성 검토

핵연료주기에 한 다양한 략들의 기술  경제  결과를 평가

NDC는 회원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하여 필요시 작업반이나 문가그룹과 

같은 산하조직을 설치하고 있으나, 고정 으로 운 되는 산하조직은 없다. 연구

나 과업을 수행할 산하조직은 오직 하나의 목 을 하여 설치되며, 이 목 을 

달성하면 산하조직은 해체된다. 그러나 외 으로 IAEA와 공동으로 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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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NEA/IAEA 공동우라늄그룹(Joint NEA/IAEA Group on Uranium)만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매 2년마다 수립하는 NDC의 신규 활동계획

에 임무를 계속 부여하고 있다. 최근 조직된 “원자력 지원을 달성하기 한 국

제 력 문가그룹”  “원자로해체 략  비용에 한 문가그룹”도 활발

히 활동하고 있다.

NDC의 활동은 경제성, 자원  신 기술개념 이라는 세 가지 축을 근간으로 

수행되고 있다. 비용경쟁력은 향후 원자력발 의 생존을 결정하는 필수요소이

므로, NDC는 원자력발 의 다양한 경제  측면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 

왔다. 

가. 제49차 원자력개발 원회

2004년 1월에 제49차 NDC 정기회의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랑스 등 

회원국 28개국  18개국과 EC, IAEA, IEA 국제기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IEA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오근배 정책연구부장과  

박종균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장이 참석하 다.6) 

제49차 NDC 회의는 2001-2002년간 사업진행 결과를 보고하고, 2003-2004년

간 사업을 간 검하고, 2005-2004년간의 신규사업에 해 토의하 다. 한 

2005-2006년간 추진될 22개 신규사업 제안을 토의하고, 향후 회원국 정부의 의

견을 2004년 2월 20일까지 수렴하여 최종 선정키로 결정하 다.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한 NEA의 기

술사무국 역할이 수주 내에 구체 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망하고, IAEA, 

WNA와 공동 후원하여 WNU(World Nuclear University)가 설립되었으며 

NEA는 원자력법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한  원자력손해

배상 련 리 약 개정이 합의되어 서명식이 2004년 2월 12일  OECD에서 

개최될 정이라고 설명하 다. 그리고 한국의 이 석박사가 2003.9부터 

Cost-free 문가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 다. 

6) NDC 의장단은 의장으로 Ms. Sylvana Guindon(캐나다)이 부의장에는 일본, 스 스, 스페인, 

헝가리 표들로 구성된다.



- 24 -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1월회의는 차기․차차기년도의 신규사업에 한 결

정을 한 회의로 번회의에서는 원자력개발 원회(NDC)의 2001-2002년간 사

업진행 결과를 보고하고, 2003-2004년간 사업을 간 검하고, 2005-2006년간

의 신규사업에 해 토의하 다. 

2005-2006년간 수행될 신규사업은 각 회원국으로부터 제안된 과제를 사무국

에서 정리하여 배경․목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에 해 참가 표들이 우

선순 를 토의하 다. 

각국 표는 자국 정부와 심층 의하여 04.2.20까지 우선순 를 사무국에 

통보하고, 이를 수렴하여 최종 신규사업을 선정하기로 하 다. 이번에 제출된 

22개 과제 에서 반 으로 지지를 받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Nuclear Energy Data ("Brown Book")

− Unranium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Red Book")

− Market Competition and Nuclear Energy

− Early Geological Disposal of HLW versus Long-Term Storage 

followed by Eventual Disposal

− Life Extension of NPPs and its Implications for Back-end of the 

Nuclear Fuel Cycle

일본 에 지정책 검토 보고를 통해, 일본은 석유의존도를 1990년 58%에서 

2010년 45%로 낮추고, 동기간 동안 원자력은 9.4%에서 15%로 증 할 계획이

나 1990년  후반 잇따른 사고  거짓보고로 국민 신뢰에 큰 손상을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하 다. 

핀란드 에 지정책 검토 보고에서, 핀란드는 원자력이 석탄이나 가스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2010년 완공을 목표로 5번째 원  건설이 

의회 승인을 거쳐 추진 으로 보고되었다. 

나. 50차 원자력개발 원회

2004.10.26-28간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50차 원자력개발 원회는 우리나

라에서 OECD 표부 이일수 참사 과 한국원자력연구소 김학노 연구지원부장

이 참석하 다.



- 25 -

(1) NDC 2003-2004년도 주요사업 경과 보고

사무국은 재 수행 인 주요사업을 보고하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가) Nuclear Energy Data (일명 "Brown Book")

이 사업의 목 은 OECD회원국의 원자력에 한 신뢰성있는 통계정보를 취

합, 유지하는 것으로서 Red Book과 유사한 online 자료수집능력을 갖도록 재 

개발 이다. 2005년  Brown Book 작성을 한 최신 질의서는 2004년 11월 

에 국가 표자에게 송부될 정으로 최종 은 2005년 5월 발행 정이므로 회원

국은 자료제공에 있어 정해진 일정을 지켜주길 요망하 다. 

   

(나) Uranium Group Activities

동 활동의 주 임무는 매 2년마다 출간되는 “Uranium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일명Red Book)의 작성이다. 제36차 NEA/IAEA Uranium Group 

회의가 체코에서 2004년 8월 개최되어 2005년  작성을 한 질의서 내용을 검

토하고 승인하 다. 한 새로운 online자료수집체계인 “Red Book online"의 개

발에 동의하 다.

(다)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이 사업의 주목 은 회원국 정책결정자에게 력생산의 추정 비용에 한 

권 있는 국제 망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4년말까지 안을 비할 정

이며, 2005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라) Isotope Demand and Supply

재 세계의 동 원소 생산설비에 한 자료 수집, 분석하고 있으며 유형별, 

이용분야별 동 원소 이용 황  경향 분석에 하여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2004년말까지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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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mpact of Advanced Fuel Cycle Options on Waste Management

이 사업의 목 은 미래핵연료주기 옵션들이 폐기물처분장 수요와 기술명세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재까지 모두 4차례의 문가회의를 개

최하 으며, 차기회의는 12월 1-2일 개최 정이다. 재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 

물량  물리화학  특성 악을 하여 NSC 문가그룹이 지원하고 있다. 

재 11～12개의 핵연료주기 옵션 가운데 3가지(closed cycle, partly open cycle, 

open cycle 가운데 하나씩)를 선정하여 집  분석할 정으로 사업이 6개월 가

량 지연될 것으로 상되어, 보고서 안은 2005년도 반, 최종본은 2005년 하

반기 발간 정이다. 

(바) 8th International Exchange Meeting on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Nevada 학 찬으로 2004년 11월 9-11일 Las Vegas에서 개최 정으로  

100여명이 등록하 으며, 이  30명정도가 미국 처분장 정지인 Yucca Mt. 부

지 시찰에 참여 계획이다. 회의는 국가보고서 발표, 기술 논문 발표(5개의 구두

발표 분과와 3개의 poster 분과로 구성)  종합토의와 패 토의로 구성될 

정이다. 

제9차 회의는 랑스 CEA가 유치를 신청하여 2006년 10월 4째주 에 고속

증식로 Phoenics가 치한 Marcoule인근의 NimesNSC의 서면승인을 받았고, 

이번 회의에서 NDC의 승인을 받았다. 

(사) Innovation in Nuclear Energy Technology

2005-2006년도 사업이나 사무국 인력의 효율  사용을 하여 지난 6월에 

조기 착수하 다.7) 원자력 분야의 기술 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 , 정책

 방안을 도출하여 회원국 정부에 권고하는 것이 목 으로 OECD 과학기술정

책 원회(CSTP)가 수행 인 국가 신체제 련 연구, 특히  에 지 분야의 

case study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7) 우리나라 Cost-free Expert로 근무 인 이 석 박사가 Technical Secretariat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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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참여국 문가가 작성할 국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간 비교분석

을 실시하고, 다른 분야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할 것으로 국가보고서는 핵융합, 

방사선 이용 등을 제외한 원자력에 지 분야에 을 두고 작성될 것이다. 

본 사업에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1-12일 

제1차회의를 9개국이 참가하여 개최하 고, 차기회의는 2005년 5월말 개최 

정이다. 본 회의에서  참여국 10개국 이외에 캐나다, 핀란드 등이 추가로 참

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3) 국가에 지정책에 한 IEA 검토 결과

IEA에서 매년 특정 국가들에 한 에 지정책(원자력 포함)을 검토하여 발

표하고 있는데, 원자력 분야는 NEA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4년

도에 실시한 스웨덴과 랑스에 한 에 지정책(원자력 부문) 검토 결과를 보

고하 다. 

(가) 스웨덴

재 11기의 원 (시설용량 9.4 GWe)으로 스웨덴 력생산의 50% 

정도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음.

스웨덴 정부는 지난 2년동안 원자력산업체의 바스벡 원  2호기 자진 

폐쇄에 해 상을 진행해 왔으나 성과가 없다고 단하고 

독단 으로 2004년 10월 바스벡 2호기를 2005년까지 폐쇄키로 

결정하 음. (바스벡 1호기는 1999년 폐쇄된 바 있음.)

향후 구체 인 일정과 보상 등에 한 결정이 있을 것임.

(나) 랑스

 재 58기의 원 으로 랑스 체 에 지의 41%, 총 력생산  

75%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력의 15%를 수출하고 있음.

 랑스가 개발한 유럽형경수로(EPR)을 랑스 내에 건설키로 결정하고 

그 부지로 노르망디 지역을 2004년 10월 결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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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uclear Energy Products

이 사업의 반 인 목 은 원자력의 비 력분야 이용에 한 잠재  시장 

 공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기존 문헌과 일부 국가보고서를 기반으로 

사무국이 Working Document (NEA/NDC(2004)22)를 작성하여 2004년 9월 

NDC 원들에게 배포하 다.

2회에 걸쳐 회원국에 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 으나 극히 일부 회원국에서

만 자료를 제공하여 Workign Document를 NEA의 별도보고서로 출 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Working Document 에 한 추가 검토의견을 11월 순까지 

받아 수정한 뒤 NEA Web site에 등재하고 이 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하 다. 

(5) 사회와 원자력-제2단계

연구의 목 은 정책결정자에게 원자력정책 결정에 있어 사회와의 의사소통 

 자문에 하여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7개 회원국이 제공한 

13 종류의 성공과 실패 사례연구를 통하여 교훈을 도출하여 “Working 

Document"를 작성하 다.

일본, 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이 보고서가 산업체 문가가 참여하여 작성

됨으로써 세부 인 의사소통 방안 주로 치우쳤고 정부의 입장이 결여되었음

을 지 하 다. 이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회원국들이 이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

여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NDC 원들에게 다시 회

부키로 결정하 다.

(6) NDC의 향후 략 계획  역할

NEA 략계획이 채택됨에 따라 NDC의 임무(mandate)도 재규정되어야 한

다. 그결과 이에 해 다음과 같은 차를 밟기로 결정하 다. 

2004년 11월 15일까지 “new mandate"를 비 후 NDC 원들에게 회람

2004년 12월 말까지 회원국 검토의견 수

2005년도 1월  승인 차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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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DC의 2005-2006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2005-2006년간 수행 정인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에 사무국에서 보고하 으

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ctivity 6.3 Impact of Licensing Processes on Nuclear Competitiveness

원자력 규제가 원자력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CNRA와 공동으로 추진할 정으로 CNRA는 규제 부분을, NDC는 산업 부분

을 담당할 정이다. 

미국, 헝가리, 핀란드, 한국 등을 case study 상국가로 잠정 선정하고 추진

할 정으로 체코가 case study 상국가로 추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나) Activity 7.6 Support to Other Parts of the OECD

사무국은 랑스가 주최하고 IAEA와 OECD가 후원하는 고  원자력회의 

비 황을 보고하 다. 재 IAEA를 통해서 각국 표에게 통지되었으며 - 

회의 개최 일시는 잠정 으로 2005년 3월 21일-22일로 정해졌다. 

(8) 국가 보고서

각 국가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일본, 한국 등 특기사항이 있는 국

가만 별도 발표하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핀란드

  신규원 인 올킬루오토 3호기의 건설허가를 지난 1월 신청하여 재 심사

이며, 2005년 2월 최종허가가 나 건설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나) 일본

일본의 최종에 지 수요는 2021년까지 차 증가하다 이후 감소해 나갈 것

으로 망된다. 지난 30년(1970-2000년) 증가율은 연 평균 2.0%이었지만 향후 

30년(2000-2030년) 증가율은 연 평균 0.1%에 그칠 망이다. 력수요는 2030

년까지 지속 으로 증가할 망이다. 지난 30년 증가율은 연 평균 3.8%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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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0년 증가율은 연 평균 0.9%를 유지할 망이다. 향후 2030년까지 많을 

경우 17기, 을 경우 8기의 추가 원 이 건설될 망으로 각 경우 체 력

생산의 47%, 37%를 원자력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을 해서는 원 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단하

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재 1990년보다 31% 증가되었으며, 

2030년에는 1990년에 비해 원  투입이 많을 경우 14%, 을 경우 28% 증가할 

망이다. 

(다) 한국

우리나라 표는 2008년 완공 정인 해수담수화용 일체형원자로(SMART) 

일롯 랜트의 주요 특성  건설 추진 황을 발표하 다. 

(9) 기타 

만장일치로  의장단을 유임키로 결정하 고 차기회의는 2005년 6월 2-3일

로 잠정 결정하 다. 

3.  원자력과학 원회 (NSC)

원자력과학 원회(NSC: Nuclear Science Committee)는 NEA의 헌장과 략

계획에 의한 기구의 목 에 부합되는 원자력과학 분야에 한 회원국간의 력

을 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운 원회에게 NEA에서 수행하는 원자력과학 

로그램의 주요 내용  우선 순 를 제안하기 하여 1991년 10월 1일에 설

립되었다. 구체 으로 NSC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정보  경험의 교류를 한 포럼 운

회원국에서 수행하는 과학 활동의 조정

한 연구  사업의 진흥

핵자료의 편집, 평가  처리와 같은 과학 서비스의 제공

핵자료 database의 구축  유지

원자력 응용에 한 컴퓨터 로그램의 수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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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산하에 Data Bank 활동을 한 실무그룹(Executive Group)을 운

하고 있다. 이 그룹은 NEA Data Bank에서 제공한 과학 서비스를 검토하기 

하여, 컴퓨터 로그램과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 처리, 검증  배포에 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그룹은 Data Bank에 참여하는 회원국에서 추천한 최소한 

1인 이상의 표들과 과학 원회에서 선정한 원들로 구성된다.

NSC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원자로  핵연료주기 련 물리 (노심 모니터링  진단분야 포함)

후행핵연료주기와 련된 과학  사안

핵 임계안 성

방사선 차폐

핵자료 개발 (핵자료 측정  평가업무 조정)

가속기구동시스템(ADS: Accelerator Driven System) 심의 기술

악티나이드의 핵종변환  군분리 등과 같은 특정 과학분야의 기술 황 

보고서 작성

Executive Group에서 유지‧ 리하고 있는 Data Bank 분야의 주요업무는 다

음과 같다.

핵자료  컴퓨터 로그램 서비스

계산 방법  자료의 평가  검증을 한 벤치마크 평가작업 운

열화학자료 (chemical thermodynamic data)의 수집  평가

핵연료 거동, 방사선차폐와 같은 기   종합실험을 수반하는 규모 

과학 database의 개발  리

2000년 조직개편 결과 NSC 산하의 작업단은 통합  신설 등 구조가 변화

하 다. NSC는 산하에 국제핵자료평가 력 작업단(WPEC: Working Party on 

International Nuclear Data Evaluation Cooperation), 루토늄연료  신핵

연료물리 작업단(WPPR: Working Party on Physics of Plutonium Fuel and 

Innovative Fuel Cycles), 임계도안  작업단(WPNCS: Working Part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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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Criticality Safety), 군분리  핵종변환의 과학 안 작업단(WPPT: 

Working Party on Scientific Issues in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등 4

개 작업단(Working Party)이 있으며, Data Base 업무를 리하는 Executive 

Group은 산하에 JEFF(Joint Evaluated Fission and Fusion File) data library 

project group과 열화학경 이사회(Management Board of 

TDB(Thermochemical Data Base)) 로젝트를 운 하고 있다.8)

NSC 회의는 매년 6월에 OECD 본부에서 개최된다. 2004년 6월에 제15차 원

자력과학 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연구소의 김 진 박사

가 참석하 다.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9)

NSC 작업단(Working Party) 활동결과  계획

NSC(Nuclear Science Committee) 후원 워크샵  회의

NSC 문가 그룹  task force 등

가. NSC 작업단 활동결과  계획

(1) Working Party on the Physics of Plutonium Fuels and 

Innovative Fuel Cycles (WPPR)

2004-2007 로그램은 기존의 범 를 확장하여 차세  경수로  4세  원

들의 신 핵연료  핵연료 사이클과 련된 노물리, 연료거동, 열수력 이슈

들을 담고 있고, 이에 따라 작업단 명칭을 WPPR에서 Working Party on 

Scientific Issues of Reactor Systems (WPRS)로 변경하고 WPRS의 

2004-2007 로그램이 승인되었다.10)

 

8) 세부 작업단의 역할  임무는 다음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OECD/NEA 상설기술 원회 참여 활성화  국제환경의 능동  응방안 연구⌟, 

KAERI/RR-2297/2002, 과학기술부, 2002.)

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고서에 기술되어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OECD/NEA 

상설기술 원회 참여 활성화  국제환경의 능동  응방안 연구⌟, KAERI/RR-2297/2002, 

과학기술부, 2002.) 

10) 우리나라는 Actinide 측정치를 상으로한 UO2핵연료 연소계산 검증문제, PBMR 

검증문제에 계속 참여할 계획이다. 



- 33 -

(2) Working Party on Scientific Issues in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WPPT)

2004-2007 로그램은 기존  신형 핵연료 사이클의 과학  이슈들을 다루

고 있고, 이에 따라 작업단 명칭을 WPPT에서 Working Party on Scientific 

Issues of the Fuel Cycle (WPFC)로 변경하 고 WPRC의 2004-2007 로그램

이 승인되었다. WPRS와의 구분이 확실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Physics 그룹의 

활동은 WPRS로 이 되고, 신 WG on seperation criteria과 WG on 

transition scenario의 Working Group이 신설되었다. 

  

(3) Working Party on Nuclear Criticality Safety (WPNCS)

WPNCS의 2004-2007 로그램은 주로 핵연료 사이클에 련된 임계안 을 

다루고 있다.

나. NSC 후원 워크샵  회의

4th International Workshop on Utilization and Reliability of High Power 

Proton Accelerators이 한국원자력연구소 주 으로 2004년 5월 16-19일에 

에서 개최되었으며, 내외국인 약 130명이 참석하 다. 

다. NSC 문가 그룹  task force

(1) Preservation of Reactor Physics Experiments (IRPhE)

2003년 6.19-7.30일 기간 동안 NEA에 KAERI의 김상지 박사가 견되어 고

속로 노물리 실험자료인 SNEAK-7A  7B 임계실험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2004년말 까지 SNEAK-7A  7B 임계실험분석에 한 reference 

experiment document 작성 계획이다. 

재 미국과 일본은 4세  원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극 지원을 표명하

으며 IRPhE는 KALIMER(신형액체 속로)와 2004년도에 착수된 수소생산 가스

냉각로 개발에 꼭 필요한 노물리 실험 DB를 가장 경제 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으로 한국이 계속하여 주도 으로 참여하여야 할 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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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ask Force on Reacror-based Plutonium Disposition (TFRPD)

활동 계획의 2년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기존과 같이 WPRS, WPFC와 긴

히 연계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3) Radiation Shielding

Skyshine 검증문제 수행계획이 승인되었다.11) SATIF 8차 회의는 2006년 5

월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개최하기로 하 다. 

(4) High Burn-up Fuel

고연소도 경수로핵연료 개발을 해 해결해야할 기술 인 문제 을 검토

하여 기술 황분석보고서 작성 으로 2005년도 반까지 완결 계획이다.

(5) Shielding and dosimetry for accelerators

고출력 자  양자가속기에서 차폐  방사성 폐기물 리에 한 소개 

 토의가 있었다.

차기 NSC 회의는 2005년 6월 8-10일로 잠정 으로 결정되었다. 

IRPhE, 국제 임계도안  벤치마크평가 로젝트(ICSBEP: International 

Criticality Safety Benchmark Evaluation Project), 국제핵연료성능실험(IFPE: 

International Fuel Performance Experiments) 등의 실험데이터베이스 구축 

로젝트는 한국의 원자력연구개발 과제12)에 매우 요한 일이므로, 련 과제의 

극 인 참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11) SKYSHINE은 구조물 기하 구조가 N16 감마 선원이 있는 건물 바깥의 주어진 계측기 

치에서 감마선 선량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는 것을 돕기 하여 설계된 산코드를 

말한다. 

12) KALIMER(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Plant), 양성자가속기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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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시설안 원회 (CSNI)

원자력시설안 원회(CSNI: 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는 회원국들의 원자로  핵연료주기 시설에 한 안 성 평가에 

필요한 과학  기술  지식기반을 유지하고 더욱 발 시킬 수 있도록 회원국들

을 지원하기 하여 1973년 2월 1일 설립되었다. 

CSNI는 산하에 로그램 검토그룹(PRG: Programme Review Group)과 4개

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두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한시 으로 작업반이

나 문가그룹(SEG: Special or Senior Expert Group)을 운 하고 있다. 2000

년 NEA 원회 조직 개편으로, 이 의 5개의 주요 작업반(Principal Working 

Group)을 통합하여 4개의 작업반으로 축소시켰으며, “인간  조직인자 문가

그룹”(SEGHOF: Special Expert Group on Human and Organizational 

Factors)과 “핵연료안 여유도 문가그룹”(SEGFSM: Special Expert Group 

on Fuel Safety Margin)을 한시 인 운 을 제로 신설하 다.

CSNI의 임무는 1982년 운 원회에서 설정된 바 있으나, 1989년 운 원

회에서 이를 수정하 다. 1998년 NEA의 략계획 수립 이후 CSNI의 임무가 

다시 검토되었으나 기존의 내용을 수정 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989년 승인된 원자력시설 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시설의 안 성에 향을 미치는 설계, 건설  운 과 련된 

기술  측면에 한 NEA의 활동 책임

기술정보의 교환  원자력 기 (연구, 개발, 엔지니어링 는 규제)간  

력을 한 포럼 구성

원자력안 성 기술과 안 성 평가  운  경험과 련된 지식 황  

검토 

− 이러한 검토  평가를 통하여 미비 을 극복하고, 발 되고, 공통 

심사항에 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로그램의 주도  수행

− 공동사업(joint undertaking)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회원국간의 동작

업 진  그 결과의 피드백 수행 지원

우선 으로 재 건설 이거나 운 인 원자력발 소와 원자력시설에 

집 하고, 과학  기술개발이 안 성에 미치는 의미를 고려하며, 

운 원회가 요청한 사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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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회 자체 활동을 계획하고, 공동의 심사항에 하여 복을 피하

기 하여 원자력규제 원회(CNRA: Committee on Nuclear 

Regulatory Activities)와의 력체제를 구축하며, 원회의 목 을 

이루기 하여 문가회의나 기술작업반 후원

− 방사선방호  공 보건 원회(CRPPH: Committee on Radiation 

Protection and Public Health)  방사성폐기물 리 원회(RWMC: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와 공동의 심사항에 

해 력

CSNI 회의는 매년 2회(6월, 12월) 개최되고 있다. 2004년 6월에는 제35차회

의가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원자력연구소의 하재주 박사가 참석하 다. 

10월에 개최된 제36차회의에는 원자력연구소 김희동 박사가 참석하 고 회

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SNI 사무국 보고  CNRA 회의 내용 보고에서 CSNI 운 계획(Operating 

Plan)은 PRG 회의에서 검토하지 않고 별도 평가그룹에서 검토하기로 하 다. 

CNRA/CSNI 략계획(Strategic Plan) 검토에서 WGAMA, WGOE/FCS 와 

SEGHOF 작성 보고서  workshop 개최 건 등을 검토하 다. 

SEGFSM, WIAGE, WGRISK 등 산하 Working Group 의 활동 보고      

제안서, 세미나 개최계획 등을 승인하 다. 

데이터베이스 련 로젝트인 ICDE, OPDE, COMPIS에 한 보고가 있었

다. 

CSNI 활동과 IAEA 활동의 복을 피하고 효과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한 IAEA 안 평가부 활동  CSNI 와 련이 있는 업무보고가 있었다. 

한 OECD/NEA 지원  새로 제안한 로그램 황에 한 보고로 일본

이 주 한 ROSA 로젝트를 2005년 4월부터 시작할 정이다. 한 헝가리에

서 주 하는 핵연료 손상 실증실험 PARKS 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 다. 그

리고 IRSN이 제안한 화재 연구인 PRISME 로그램 발표가 있었다. 화재 

련 PSA 국제 워크샵을 2005년 5월 멕시코에서 개최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NEA 안 연구  규제 포럼(SFR 2005)이 2005년 6월 14-15 개최되기로 결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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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NI의 번 기술 토의는 고연소 핵연료 안 이 주제 으며 차기 회의 토

론 주제는 Sump Clogging으로 결정하 다. 

5. 방사성폐기물 리 원회 (RWMC)

방사성폐기물 리 원회(RWMC: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

는 규제 당국자, 방사성폐기물 리기구  연구개발 기 의 상임 표자로 구성

된 국제 원회로 1975년 6월 23일에 발족되었다. RWMC의 주요 목 은 회원

국의 방사성 폐기물 리에 한 안 하고 효과 인 정책의 채택에 기여하고 

국제 력을 증진하는 것이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 리 책임을 지고 있는 리기 , 규제기 , 의사결정기구, 

연구기 으로부터 참여하는 NEA 회원국 표들이 폐기물 리 정책 

 실제 이행에 한 정보  경험을 교환하고 폐기물 리 략의 

기술 , 사회  측면을 개발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구성

폐기물 리의 기본  문제에 한 공통 이해를 도모하고, 여러 가능한 

폐기물 리 략에 한 논의에 기 하여 공통 근철학의 채택 추진

기술 , 과학 , 규제 , 사회   국민이해 차원에서 방사성폐기물 

리 분야의 황 검토

문가 회합, 기술보고서 발간  공동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합의문 

등을 통한 정보의 확산에 기여

방사성 폐기물 리 R&D 로그램, 안 성 평가  규제분야에 한 

당사국들의 활동에 해 국제  동료평가를 수행하기 한 틀 제공

RWMC는 주로 고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한 최신기술을 종합 

 평가하며,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과 련하여 채택된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다. , 방사성폐기물 리에 한 개념  기술 토의를 실시하고 의견을 

도출하며, 방사성폐기물 리의 정책  사안에 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원회는 임무 수행을 하여 방사선방호  공 보건 원회, 원자력규제

원회  원자력안 시설 원회, 그리고 타 NEA 원회와 한 력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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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다. 

RWMC는 2000년 조직개편 이후, 원회 산하에 한시  기한의 FSC(Forum 

on Stakeholders Confidence), 원자로 해체 연구 심의 WPDD(Working Party 

on Management of Materials from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3개의 

문가 그룹을 두고 운 하고 있는 IGSC(Integrated Group on the Safety 

Case)  Regulators Forum을 두고 있다. 한, 재 RWMC에서 수행 인 

국제공동연구 로젝트로는 CPD(International Co-operative Programme on 

Decommissioning), Sorption 로젝트, Thermochemical Database(TDB) 로

젝트 등이 있다.

RWMC의 원회 회의는 매년 1회(3월) 개최되고 있다. 2004년 3월에 개최

된 에는 제37차 회의는 원자력연구소의 한필수 박사가 참석하 고 2005년 3월 

제38차 회의는 원자력연구소의 최종원 박사가 참석하 다. 

6. 원자력규제 원회 (CNRA)

원자력규제 원회(CNRA: Committee on Nuclear Regulatory Activities)는 

안 성과 련된 원자력시설의 규제, 허가  검사에 한 NEA 로그램을 수

행하기 하여 1989년 10월 3일에 설되었으며, 규제기 의 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CNRA에는 모든 NEA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옵서버로 러시아와 

IAEA가 참여하고 있다.

CNRA는 산하에 검사실무작업반(WGIP: Working Group on Inspection 

Practices), 홍보작업반(WGPC: Working Group on Public Communication)

과 2개의 Task 그룹을 운 하고 있다. , RWMC 산하 Regulator's Forum과 

직 인 력 계를 맺고 있다.

CNRA의 임무는 재의 기술  규제지식을 바탕으로 효율 이고 효과 인 

원자력 규제방법을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원   기타 원자력

시설의 안 성에 가장 요한 인자들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안 성 련 원자력시설의 규제, 인허가  검사와 련된 NEA의 

로그램에 한 책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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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 들간의 정보  경험 교류를 한 포럼을 구성

규제업무 수행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정한 수 의 능력을 

유지시키기 하여 회원국들간의 력 강화

일차 으로 기존의 동력로  기타 원자력시설에 노력을 집 하며, 

새로운 동력로나 기타 원자력시설의 설계 규제가 미치는 향 고찰

다른 국제기구를 지원하고 력을 유지함으로서, 규제자들간의 력을 

도모하고 요청이 있을 시 이들 국제기구에서 제기된 사안 고찰

자체 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활동계획을 이행한다. 아울러 CSNI, 

CRPPH  RWMC와의 공동 심 업무에 한 력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정보 교류  불필요한 자원의 복 배제

CNRA의 세부 주요 업무는 원자력규제에 한 과학기술 진보의 향을 조

사하고, 규제개념의 새로운 신에 한 의견을 교환하며, 원자력 시설의 안

과 련한 규제, 인허가  검사 로그램을 총 하고, 규제기 간 정보  경험

을 교환하며, 상되는 규제 제도에 한 의견을 교환하고, 원자력규제 문제에 

한 종합 인 문제  도출  이의 해결방안을 토론을 통해 조정하여 합의

을 도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제반 업무는 기존 원 이나 건설 인 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

의 원자력 시설에도 필요시 규제 권고안을 마련,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원자

로 운  시 인 요인에 한 규제 입장 정리, 원 에 한 정기 안 성 검토에 

이론  근거  목 을 비교‧검토하며, 원자력 규제 련  의문 에 한 

합의를 도출하기 한 작업도 하고 있다.

한, CNRA는 운   발 소의 안 성 유지를 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개량형 발 소에도 새로운 규제 근법을 개발․ 용하며, 원자력발  규제자

의 역할 개발  원자력 발  이외의 분야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 기 , 

원자로해체  방사성 폐기물 운송에 따르는 규제방안 마련도 다루고 있다. 따

라서 업무의 성격상 CSNI나 CRPPH 등과도 긴 한 조 하에 업무를 추진하

고 있다.

CNRA의 원회 회의는 매년 2회(6월, 12월) 개최되고 있다. 6월에 개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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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여름회의(Summer Meeting)로 불리고 있으며, 12월 회의가 정규회의이

다. 2004년 6월에 개최된 여름회의와 11월말 겨울회의에는 KINS의 박윤원 박

사가 모두 참석하 다. 

7.  방사선방호  공 보건 원회 (CRPPH)

방사선방호  공 보건 원회(CRPPH: Committee on Radiation Protection 

and Public Health)는 리방사선의 이용을 한 모든 행 , 특히 원자력 이용

과 련하여 작업자  일반 을 보호하기 한 엄격한 기 이 채택되고 유

지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1957년 7월 3일 설립되었다. CRPPH에의 참여는 

모든 NEA 회원국이 가능하며, 옵서버로 IAEA, ICRP, IRPA, UNSCEAR, 

WHO가 있다.

CRPPH의 임무는 1973년 4월 18일 개최된 제322차 OECD 이사회에서 승인

된 바 있으며, 1999년까지 몇 차례 그 내용이 수정 는 보강되어 왔다. 재의 

내용은 2000년 10월 개최된 제101차 운 원회에 보고된 내용으로, “Review 

of the NEA Committee Structure"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방사선방호 당국자 는 국민보건당국자들이, 방사선 피폭과 련된 

다양한 사례와 상황에 한 방사선방호정책, 련 응방안  

용방법에 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수할 수 있도록 포럼 마련

방사선방호에 한 다양한 응용분야의 ICRP 권고안과 다른 국제 인 

표 에 한 해석  이행과 련하여 공통 으로 발생하는 

의문 들에 해서 국제 인 이해와 지침 추구

방사선방호 분야의 기술수 을 과학 , 기술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의 

개선에 기여하며, 방사선방호 개념  사례에 한 국제  합의가 

필요한 분야에 해 국가당국자  정책입안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  있는 권고사항  참고 문헌의 작성 진작

복잡한 방사선학 인 상황에 한 의사결정시 수용될 수 있도록, 

방사선방호체제를 더욱 간단하고 투명  할 수 있는 개념과 정책 개발

NEA 회원국이 심을 가지는 방사선방호  국민건강과 련된 

구체 인 주제에 한 국제 력 활동 진흥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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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PH는 산하에 2개의 핵심 작업반인 국제원자력비상훈련(INEX: 

International Nuclear Emergency Exercises)과 직업피폭정보교환(ISOE: 

Information System on Occupational Exposure)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 필요

에 따라 한시 으로 작업반이나 문가그룹을 설치‧운 하고 있다. CRPPH는 

산하에 EGRP(Expert Group on the Evolution of the System of Radiation 

Protection), EGPSI(Expert Group on the Process of Stakeholder 

Involvement), EGRO(Expert Group on the Implication of Effluent Release 

Options), EGIR(Expert Group on Implications of ICRP Recommendations) 등 

4개 문가그룹을 두고 있으며, ISOE 산하에 자료분석작업반(WGDA: Working 

Group on Data Analysis), 소 트웨어개발작업반(WGSD: Working Group on 

Software Development), 작업자방사선방호작업반(WGOR: Working Group on 

Operational Radiation Protection) 등 4개 작업반을 두고 있다.

CRPPH의 원회 회의는 매년 1회(3월) 개최되고 있다. 2004년 3월에 개최

된 제62차 회의에는 KINS의 최호신 박사가 참석하 고 2005년 3월 회의에는 

불참하 다. 

8.  원자력법 원회(NLC)

평화  목 의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고 신속한 배상을 

한 법률  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 국가의 국내법 규정이 상이하고, 국제

 체제인 리 약  그 보충 약인 뤼셀 약과 비엔나 약 등은 배상 

액수가 비 실 인 면이 있다. 따라서, NEA는 손해배상의 범 에 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하여 원자력법 원회를 1957년 1월 24일에 결성하여 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다. 원자력법 원회는 원래 원자력손해배상 정부 문가그

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2000년 개최된 101차 운 원

회에서 재의 “Nuclear Law Committee (NLC)"으로 변경되었다. 재 모든 

NEA 회원국의 활동이 가능하며, 특별 옵서버로 폴란드,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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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가 참여하고 있다.

NLC는 원자력 사고에 의한 손해에 해서 각 국이 동등한 배상을 규정한 

법률 조항을 채택할 것을 장려하기 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원회는 원자

력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한 민간 배상과 련된 사안과, 사고 발생시 기 이 

이러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안 성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원회는 원자력 제3자 손해배상에 한 1960년 리 약  1963년 뤼

셀 보충 약, 1963년 비엔나 약  1997년 비엔나 약 개정 의정서, 비엔나 

약과 리 약의 용에 한 1988년 공동 의정서, 1997년 보충기  약을 

포함한 국제 원자력 손해배상 약과 회원국의 원자력 법률과 련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한 NLC는 원자력의 안 한 이용을 해하는 법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하여 노력하며,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국제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의 해석  용상 제기되는 문제 , 특히 

원자력 사고에 한 회원국 법률 하에서의 원만한 용  보상 

체제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한 국제  체제의 가입을 진

국제  원칙 하에서의 원자력의 평화  이용, 특히 손해배상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법률 개발을 추진

원자력 손해배상 분야에서 회원국간의 국가 정책  법률의 조화 추진

리 약  뤼셀 보충 약에 해 운 원회에 보고할 권고 내용의 

개발

원자력법 원회는 원자력 손해배상에 한 회원국들의 정보  경험을 공유

하기 한 포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 원회가 요청하는 법률과 련된 기

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동 원회는 리 약, 리 약을 보충하는 뤼셀

약, 비엔나 약과 리 약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동의정서에 해서 주로 검토

하고 있다. 리 약 개정작업과 련하여서는, 배상액수, 손해개념, 소멸시효, 

공간  용범 , 재 할권, 분쟁해결 차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핵물질의 

해상 수송 련 배상책임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회원국인 동유럽

의 옵서버 청문제, 홍콩에의 리 약 용문제, 슬로베니아의 리 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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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동 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제 3   국제공동 로젝트

NEA가 후원하는 국제공동 로젝트는 NEA 사무국 혹은 회원국이 제안할 

수 있다. 국제공동 로젝트는 주로 사무국의 산 지원없이 참여 희망국간에 

추진하는 것이 일반 이며, 참여국가의 문가로 구성된 경 이사회

(Management Board)가 로젝트를 조정‧운 하는 것이 례이다. 통상 으로 

과제 제안국이 주 국이 되어 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주 국가가 시설  

산의 많은 부분을 제공하게 된다. 연구진행 내용은 련분야 작업반  상설

기술 원회에 정기 으로 보고한다.

NEA 국제공동 로젝트는 그 성격상 크게 공동연구(Joint Undertaking) 

로젝트와 정보교환 로그램(Information Exchange Programmes)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동연구 로젝트는 참여 회원국들이 소요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결과를 참여 회원국끼리 공유하게 되며, 정보 교환 로그램

의 경우는 각 회원국들이 각자 수행하고 있는 로젝트에 한 정보를 제공, 

공유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데 참여회원국들의 별도 비용 부담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경우가 많다.

2005년 4월 재 OECD/NEA에서는 표 2-5와 같이 15개의 국제공동 로젝

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11개 로젝트에 참여하고 있

다.13)14) 

13) 우리나라의 NEA 참여 활동은 제3장에서 기술한다. 과거부터 수행되어온 

국제공동 로젝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고서에 기술되어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OECD/NEA 상설기술 원회 참여 활성화  국제환경의 능동  응방안 연구⌟, 

KAERI/RR-2297/2002, 과학기술부, 2002.) 

14) 각 사업의 추진배경, 목   황은 다음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있다.(한국원자력연구소, ⌜OECD/NEA와의 력 선진화 기반 조성 연구⌟, 

KAERI/RR-2457/2003, 과학기술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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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로젝트명 기간
우리나라 

표기

CSNI

Halden Reactor 로젝트 ‘03～’05 KAERI

ICDE(International Common Cause 
Failure Data Exchange) 로젝트

‘94～’05 KAERI

SETH(SESAR Thermal-Hydraulics) 
로젝트

‘01～’05 KAERI

CABRI Water Loop 로젝트 ‘99～’08 KINS

MASCA(MAterial SCAling)-II 로젝트 ‘03～’06 KAERI
MCCI(Melt Coolability and Concrete 
Interaction) 로젝트

‘02～’05 KAERI

OPDE(OECD Piping Failure Data 
Exchange) 로젝트

‘02～’05 KAERI

SCIP 로젝트 ‘04～’09 KAERI

PSB-VVER 로젝트 ‘03～’06

OECD-Fire 로젝트 ‘02～’05

RWMC

CPD(Co-operative Programme of 
Decommissioning)

‘85～ KAERI

Sorption 로젝트 ‘97～’02

TDB(Thermochemical Data Base) 
로젝트

‘84～

CRPPH
ISOE(Information System on Occupational 
Exposure) 로젝트

‘92～ KINS

NDC Jules-Horowitz Reactor 로젝트 ‘03～'04 KAERI

표 2-5  OECD/NEA 국제공동 로젝트 황

제 4   GIF 기술 사무국으로서 OECD/NEA 역할

GIF는 2000년 1월 제4세  원 개발을 목 으로 미국이 제안으로 만들어졌

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랑스, 독일, 국, 남아공, 라질, 카

나다 등 재는 11개국이 참여하여 헌장 제정과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한 후

보 노형의 선정과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 다. GIF의 주요 경과는 그림.  

에 보 다.

반면 GIF는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한 기본 사무국이 임시 으로 미국 에

지부에서 맡아왔으나 문성과 지속 인 리 등 국제 인 공동 사무국의 마련



- 45 -

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OECD/NEA가 선진국간 원자력기술과 연구개발에 한 

력기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고 GIF 회원국 부분이 OECD/NEA의 회원국

인 을 고려하여 GIF는 OECD/NEA와 력 약정체결과 공동연구 로젝트 추

진을 한 사무국 역할을 요청하게 되었다. 

OECD/NEA가 GIF의 기술사무국으로 지정된 이유로는 첫째, 장기 로젝트

에 한 지속  리가 필요하며 특히 기술보고서를 10년 이상 지속 으로 보

존 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 으로 로젝트 리를 립  기 에서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연구활동과 기술보고서는 지 재산권과 

계되므로 어느 한 국가가 보존할 경우 보안의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되고 

한 향후  각국의 연구개발 로젝트에 한 기여 평가도 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각종 련 회의의 비 지원이 필요하나 특정국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GIF 회의는 각국이 돌아가면서 주  개최) NEA 본부로 정하게 되는 

경우가 효율 이고 안정 으로 회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회

원국  문 원들의 멤버쉽 리 문제 등이다. 재 GIF하의 

FA(Framework Agreement), SA(System Agreement), PA(Project 

Arrangement) 가입 리  각 원회의 원들의 리와 투표권, 자료 열람권 

등을 해 멤버쉽 리도 필요하다.15) 

가. 기술사무국의 역할

(1) 운 원회(steering committee)  사업 리이사회(PMB) 회의 

지원

기술사무국은 SC/PMB 의장이 요청하는 일을 맡아서 할 것으로 상된다. 

구체 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실행계획(action item)을 리하며, 회의장소 제

공  리한다. 

(2) GIF 회원 리

기술사무국은 최상  의사결정자로부터 실무 기술 문가에 이르는 다양한 

15) OECD/NEA CFE로 견된 정동욱 박사와 e-mail 질의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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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GIF 회원에 한 명단을 리한다. 

(3) 기술보고서 리

기술사무국은 보고서  문서에 리 번호를 부여하고, 보고서를 종합할 것

이다. 향후 각 SC나 PMB마다 연차보고서를 정책그룹(Policy Group)에 제출하

도록 정되어 있다. 

(4) 홈페이지 운

기술사무국은 문가들의 의장소로 technical web-site와 함께 일반 

을 상으로 한 public web-site를 구성하고 운 한다.  

(5) 기타 지원

IAEA와 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무국이 간에서 역할을 조정할 것이다. 

를 들어 SCWR의 경우 IAEA와 공동연구를 비 에 있고 실험데이터베이

스를 NEA에 두기로 하여 사무국이 리한다. 한 다른 steering committee에 

계되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임무도 수행할 정이다. 

나. OECD/NEA 조직

조직은 각국의 in-kind contribution으로 한국, 랑스가 1인 견 이고 일

본이 2005년 9월 1일부로 한명을 견하기로 결정되었다. NEA 정식직원들은 

part time으로 5 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 사무국장은 NEA 과학기술국 국장

인 두자르댕이 겸임하고 있으나 NEA 조직도상에 GIF 기술사무국은 공식 으

로 표시하지는 않는다. 

다. 황  향후 활동계획

재 OECD/NEA는 GIF 원회가 요청하는 일을 함으로써 각 련자가 

단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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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GIF의 주요 경과 

향후 계획으로는 public web site를 개발하고 재 Idaho national lab에서 

리 인 GIF Forum web site를 NEA로 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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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우리나라의 력 활동 황

제 1   총  황

1. 직원  문가 진출

NEA 직원 72명  우리나라 직원은 1998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나병찬 

박사 1인에 불과하다. 

Cost-free 문가로 과학기술부(MOST) 김숙  사무 이 지난 2002년 9월부

터 2003년 7월까지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의 김상지 박사가 2003년 

6월부터 2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10월 MOST와 NEA간 인력교

류약정을 체결하여 2003년 9월에는 KAERI 이 석 박사(원자력개발국)가 그리

고 2004년에는 KINS 류용호 박사(원자력안 국)와 KHNP 정동욱박사(원자력

과학국)가 견되어 근무 이다. 

문가 진출로 CRPPH 산하 ISOE 부의장으로 지난 2002년 10월에 KINS 

나성호 박사가 역임하 고 NEA 국제공동연구인 Halden Project의 2003년 

BOM(Board of Management) 의장으로 KAERI의 석호천 박사가 활동하 다. 

CSNI PRG에 KAERI의 김희동 박사가 2002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3년 임기

로 활동한 바 있다.16)

2. NEA 회의 참석

2004년 NEA의 체 회의 166회  72회를 참석하여 43.4%의 참석율을 나

타낸다. 표 3-1은 2004년 NEA 회의 참가율을 나타내고 그림 3-1은 NEA 회의 

참석율의 연도별 흐름을 나타낸다. 

16) PRG(Programme Review Group) 회의는 OECD/NEA CSNI를 보좌하는 일종의 

자문기 으로 7개국 표가 모여 OECD/CSNI 산하 WG  SEG의 반 인 활동을 검토, 

승인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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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작업단 문가
국제공동

로젝트
기타 계

개최 참석 개최 참석 개최 참석 개최 참석 개최 참석 개최 참석 참석율

운 2 2 2 2 100.0%

NDC 2 2 1 0 9 9 12 11 91.7%

CSNI 2 2 7 2 31 11 19 9 9 3 68 27 39.7%

CNRA 2 2 1 3 1 6 3 50.0%

NSC 1 1 6 3 25 10 1 0 9 3 42 17 40.5%

RWMC 1 1 4 3 7 0 4 2 16 6 37.5%

CRPPH 1 1 3 1 8 2 2 1 14 5 35.7%

NLC 1 0 5 1 6 1 16.7%

계 12 11 22 9 83 33 20 9 29 10 166 72 43.4%

표 3-1. 2004년도 NEA 회의 참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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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도별 NEA 회의 참석율 변화 

3. NEA 회의 국내 개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4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CPD 로그램으로 해체

문가인 로젝트 책임자의 정보교환회의인 제36차 TAG(Technical Advisory 

Group) 회의를 개최하 다. 이 회의에서는 각 참여기 들이 수행하고 있는 해

체 황 진도보고서와 자료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 다.17)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과학 원회와 공동으로 2004년 5월 16일부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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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양성자가속기에 한 국제 워크샵(Fourth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Utilisation and Reliability of High Power Proton Accelerators)을 개최하

다. 약 130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 다.

4. NEA Databank

원자력 연구개발에 유용한 핵자료(Nuclear Data), 열화학자료(Thermo- 

chemical Data), 산코드 등을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다. 재 9개 국내 

Liaison Officer 기 을 통해 1994년 DataBank에 가입한 이후 1,000여종의 산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18) 

제 2   OECD/NEA 원자력정보시스템(KONNIS) 운  

1. 황

KONNIS는 NEA를 충분히 이해하고 NEA로부터 획득한 선진 원자력 기술

정보를 국내 원자력 문가들에게 원활히 공 하고 NEA 회의에 참석한 국내 

문가들이 확보한 원자력 정보를 효과 으로 공유토록 하기 해서 지난 2001

년 7월 구축되어 본 과제에서 운 하고 있다.19)

KONNIS는 NEA에 한 반 인 소개, NEA에서 개최했거나 개최될 회의 

일정  련 정보, NEA 회의 참가보고 정보, NEA 각 원회에서 발간된 문

서에 한 정보, NEA에서 발간된 문헌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KONNIS는 정보DB간 연계를 통하여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7) 한국원자력연구소, "OECD/NEA 해체 력 로그램 제36차 TAG 회의결과 보고서", 

KAERI/GP-217/2004, 2004. 5.

18)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고서에 기술되어있다(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기술 력지원사업", KAERI/RR-2481/2004, 2004. 12.)

19) 한국원자력연구소, OECD/NEA 원자력 정보의 이용 강화방안 연구, KAERI/ 

RR-2206/2001, 과학기술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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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 련 원회 참가보고 정보에는 2005년 4월말 재 2000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총 285건이 등록되어 있다. NEA 회의일정 정보는  2000년 1월

부터 2006년 6월까지 955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NEA 회의문서 정보는 상기

간 2000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발간된 1,568개의 문서를 장하고 있고, 

1994년부터 2004년 7월까지 NEA가 발간한 195개의 문헌 정보를 장하고 있

다. KONNIS는 2005년 4월말까지 국내 원자력 문가 300명 이상이 사용자 등

록을 하여 26,000회 이상 조회하는 실 을 보 다. 한 KONNIS에서는 NEA 

련 새로운 소식을 등록 사용자에게 자우편으로 송부하고 있다.

2. 향후 개선 방안

KONNIS는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EA 활동  회의와 련한 사   

황을 체 으로 살펴보고 NEA 활동 참가해 얻은 정보를 피드백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며 재 실질 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 NEA 력의 Portal화

향후 각 분야별로 이행되고 있는 력에 실질  도움을  수 있는 방향으

로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즉, 각 문가들이 KONNIS를 통해 차별 인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다른 문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력의 Portal 사이트로 개선

되어야 한다. 

나. 회의참가 보고의 내실화

재 회의일정, 문서, 발간문헌 정보는 KONNIS 운 에서 입력하고 있으

며, 회의참가보고는 회의 참가자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회의 참

가자가 KONNIS에 직  입력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못해 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해외출장 보고 게시 에 입력된 내용을 KONNIS 운용 이 

입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기 의 회의 참석보고 내용이 많이 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련기 들의 극  력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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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OECD/NEA 기술 원회 국가 원 지원 

방안

제 1  국가 원 지원의 필요성

1. OECD/NEA 상설 기술 원회 운 과 국가 원 역할

OECD/NEA의 운 은 운 원회에서의 반 인 운  방향, 즉 5년간의 

략계획, 2년 주기의 사업계획의 심의와 결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운 원회에 

참여하는 회원국의 국가 원들은 사무국에서 비한 5년간의 략계획, 2년간

의 사업계획, 그리고 정기 인 회의 등을 통하여 OECD/NEA의 반 인 사업

을 운 해오고 있다. 운 원회의 국가 원은 국가 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

으며 련 정부부처의 책임 있는 지 에서 부분 지정되며 참여한다. 

운 원회는 운  성격상 이사회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연간 2 차례의 정

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상정의제의 심의와 결정을 하며 정책토론을 통

하여 주요 이슈에 한 회원국의 입장과 정보교환 등을 해오고 있다. 

상설 기술 원회는 운 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주요 사업내용을 기획하고 

운 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인 OECD/NEA의 사업은 

상설 기술 원회를 통하여 수행되며 상설기술 원회에 참여하는 국가 원은 

련 기술 분야의 국가 표 성격을 가지고 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상설 기술 원회 산하에 다양한 실무조직이 있으며 조직의 사업규모나 성격에 

따라 회원국의 문가들의 참여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술 원회의 참여는 직

으로 기술정보나 연구 동향 등을 종합 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연

구 개발 사업의 수행에서 직  간 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원회에 참여하는 국가 원의 활동은 요하며 기술 원회에서의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기 한 지원도 필수 으로 요구된다.

표 4-1은 재 운 원회와 상설기술 원회의 주요 의장국을 표시하고 있

으며 의장국은 원회의 사업이나 운 방향을 사 에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

행하여 국가 입장을 반 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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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OECD/NEA 상설 원회의 의장국 황

국가 원의 들의 활동과 역할은 의장국(단)에 참여를 목표로 되어야 하며 이를 

한 지원도 필수 으로 요구된다. 

2. OECD/NEA 기술 원회의 우리나라의 활동 문제  

앞서 3장에서 우리나라 문가의 OECD/NEA 운 원회  각 기술 원회

별로 참여 황과 활동을 서술하 다. 반면 각 원회의 참여와 활동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한 로 재 각 기술 원회 회의 참석률이 원자

력법 원회의 16%부터 원자력개발 원회의 90%까지 크게 다르다.  이러한 차

이 은 분야별로 국내의 심이 차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으며 련 문가의 

활용 가능성 여부도 연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 원회의 경우도 국내에

서 련 분야의 연구가 수행되거나 정인 경우 참여가 높고 반 인 경우 참여

는 미약한 상황이다. 이외 제도 으로 회의 기간이 2-3인 경우로 출장을 한 

지원이 없는 경우 련 문가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

고 있다. 특히 국가 원들의 경우 참여 문가가 변경되어 일 성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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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변이 어렵고 련 분야의 문가들과의 연계활동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나아가 OECD/NEA에 참여하는 문가들의 책임감과 역할이 미약

함에 따라 리측면에서 집 으로 되지 않고 일회성 는 분산되어 일 성과 

지속성 그리고 효용성 등에서 문제 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OECD/NEA의 활용과 국익 극 화, OECD/NEA의 국제사회에서의 

향력 증  등을 고려할 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참여와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한 자격을 구비한 국가 원 선정과 지원책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 원의 불필요한 변경은 의장단 진출 등 주도 인 역할 수행과 활동

에 지장을 래할 수 있다.  특히 일회성의 참여는 책임감의 약화를 래하며 

한 회원국의 국가 원들의 우리나라 국가 원에 한 신뢰성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  

3.  NEA의 국가 원의 지원 제도 구축과 활동 지원   

국가 원들의 국가 입장 변과 국내 연구계와 연계 활동  주도 인 역할 

수행 등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지속 인 참여가 우선 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활동에서의 권한과 책임도 동시에 되어야 한다. 한 로  OECD/NEA는 

기술 원회  원들에게  산하  문가회의  참가  문가  추천을  직  요청

하고 있다. 재  기술 원회  원들은  개인   활동 이외에는  문가 추천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상설 기술 원회 참여 국가 원  문가와 국내 문가 네트웍간 연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OECD/NEA의 최신정보나 연구개발 동향 자료 등을 국

내 연구계에서의 활용 극 화와 OECD/NEA 련 기술 원회 활동에서의 국가 

입장 설정과과 국내 연구계의 의견수렴  반 에서 필수 인 조건이다.  기존

의 국내 학술단체의 조직이나 활동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체,  

종합 인 연구 Network 형식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국익 변을 한 문가나 는 국제 인 학술 활동 는 국제회의에 참가

하는 문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문가들의 Pool은 크지 않으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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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부담을 래하거나 역할을 하게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련기 과 련 문가 학술 단체들의 심과 지원도 동시에 요

구된다.

제 2  지원방안(안)20)

1. (가칭) 'NEA 력 원회'를 운

가. 원회 개요

원회의 업무는 OECD/NEA와 력에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활동 방향과 

주요 활동계획을  심의 확정한다. 원회 회의 개최는 OECD/NEA의 개최시기

를 고려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2차례정도 개최가 하다고 단된다. 원

회 구성은 운 원회의 정부 표와 부 표(정부측의 1명과 정부 표(담당사

무 )가 선정한 문가 1인), 7개 원회의 국가 원  부 표( 부 표는 국가

원이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의 운 원회 표와 상의하여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련 학술단체와 련기 의 문가를 주로 IAEA의 

INPRO 참여 문가와 GIF의 참여 문가 등을 포함하여 업 버 성격으로서 

청할 수 있다.  회의 주재는 운 원회 정부 표가 주재하고 간사는 정부 

부 표와 지정한 문가가 수행한다. 

회의 의제는 운 원회의 의제에 한 토의와 응방향에 한 의견 수렴

과  추진방안을 분석. 결정한다. 따라서 반기 회의는 년도 활동의 성과 분

석과 평가를 하며 해당년도의 주요 활동 방향과 주요 활동 계획을 심의 결정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를 해서 국가 원은 면도 활동 결과와 

해당년도의 주요 활동 계획을 비하여 보고하는 책임을 지며 이를 한 련

분야의 문가들과의 연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체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구체 인 이행단계에서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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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회의는 주요 활동 상황의 검과 정보교환을 목 으로 하며 련분

야의 국내 문가의 참여 활동과 OECD/NEA에서의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다. 

회의개최 결과는 기록으로서 유지하고 간사가 각각 리하도록 하여 일 성

과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해서는 앞 3장에서 기술한 OECD/NEA 

원자력 정보시스템 KONNIS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단된다.

나. 국가 원의 선정 

상설 원회의 국가 원은 역할과 활동의 요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자격 

기 의 설정이 요구된. 즉 국가 원의 역할은 상설기술 원회에서 국가 입장

을 변하고, 활동은 국가 입장에서 국익을 극 화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역할의 경우 기술 분야에 한 문성과 충분한 경력  경험이 이어야 하

며, 국가 입장을 변하는 외국어 능력과 외교 인 자질도 갖추고 있는 문가

가 바람직하다. 활동의 경우 궁극 으로 상설기술 원회의 의장국 진출과 활동

을 고려한다면 OECD/NEA에서의 활동경험이 많고 련 국내․외 문가 네트

웍이 운 이 가능하며, 국내 문가 그룹과 연계 활동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

로 국내 연구계에서의 리더쉽도 요구된다.  국가 원의 후보의 심의는 개

성을 갖고 문성 있는 선정 원 조직과 차를 통하여 공개 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활동기간은 어도 5년 정도 보장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원으로서 

회의 참석은 필수 사항으로서 부 원과 업무는 공공 책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하다. 후보의 선정은 학술  연구계에서 공개 으로 추천을 받고 차상 일정

한 지침을 제시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련기 간의 배분을 통하여 유기 인 

력 계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 가칭 'NEA 력 원회' 운 과 국가 원 활동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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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들과 참여 문가들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활동의 일 성과 지속성

을 유지하며 집 인 리측면에서 효율 이고 효과 으로 리와 지원체제의 

구축과 운 이 요하다.  따라서 운 원회 개최와 개최 지원과 국가 원 

활동 지원 등을 하여 별도의 가칭 OECD/NEA 력 원회' 산하에 지원 

이나 지원 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 원회의 간사가 력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과제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1) 력 원회 회의 개최 2) 국가 원 선정 3) 국가 원

의 OECD/NEA 상설 원회 참석 출장  활동 경비 지원  활동보고서의 

리 4) 국가 원의 국내 문가들과의 네트웍( 는 연구회) 운   활동 경비 

지원 5) 원자력정보시스템 KONNIS 운 을 맡는다. 이외에도 OECD/NEA가 

GIF의 기술사무국 역할을 맡을 것으로 망되고 있으며 반면 GIF는 국내 체제

가 별도로 운 되고 있으나 연계가 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 역

할도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 기술 원의 활동으로는 국가 입장을 마련을 한 국내 연구계의 의견

수렴과 이를 한 네트웍의 운 의 지원이 필요하며 OECD/NEA에의 출장보고

와 연구개발 동향 소개, 련 세미나와 웍  개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OECD/NEA 회의 참석기간 에는 국가 이익 변을 한 활동 경비도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OECD/NEA는 다양한 실무 세미나  웍 , 심포지지움을 개최하고 있

으며 필요한 경우 국내에 유치하거나 국내 련기 과 공동 주최 등을 지원할 

수도 있으며 한 우리나라가 NEA와 새로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신규 

문가회의를 제안할 기회가 차 증 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공동 로젝트의 

기획과 유치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한 활동 재원으로는  국제 력기반조성사업이나 장기 정부 산에 

반 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반 인 력 원회 네트웍을 고려하면 OECD/NEA(사무국-기술 원회) - 

OECD 표부 - 과학기술부 원자력 력과 - 국가 원 - 국내 문가 네트웍

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국내의 련 기 /학회 등과 연계  정보 교환, GIF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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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국내 문가 network, IAEA  INPRO 참여 문가, technical meeting 참

여 문가 등 종합 인 인력과 정보 활용체제의 연계와 활용 극 화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4-2 국가 원과 련 활동 네트웍의 구성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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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건의사항

21세기에 들어 에 지 자원의 고갈과 수  불안정으로 고유가의 지속이 

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와 에 지 소비국과 자원이 빈약한 국가들은 에

지 자원 확보 등 에 지 안보가 국가정책의 우선순 로 되고 있다. 이들 국

가들은 원자력과 신재생에 지 등 석유 체에 지 개발에 극 인 심을 보

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한 온실 가스 방출 규제

에 응하고 에 지안보를 제고하기 하여 원자력 이용 확 와 도입을 추진하

는 국가는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으며 세계 원자력시장도 크게 확 될 것

으로 망된다. 

OECD/NEA(Nuclear Energy Agency)는 경제개발 력기구(OECD) 산하의 

원자력 선진국들 모임으로서 원자력분야의 첨단 기술정보의 교류와 국제공동연

구수행 등 국제 원자력계에서 주도 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OECD/NEA와의 력을 통하여  원자력 기술의 선진화  국제 원자력 사회에

서 국가 상 제고 등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한 OECD/NEA가 GIF의 기술 사무국역할 맡게 됨에 따라 그 향력은 더욱 

증 될 것으로 망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이 확 되고 연구개발 투자가 확 되면서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 국가 상이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회의 참여 확 와 학술

교류를 증진하고 INPRO와 GIF 등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OECD/NEA는 이사회 성격의 운 원회와 7개 상설 기술 원회 심으로 

운 되고 있다. 특히 OECD/NEA의 상설 원회는 의장국 심으로 사업의 기

획  조정 그리고 운 해오고 있다. 따라서 OECD/NEA와 력을 강화하고 

주도 인 역할을 하기 해서는 상설 기술 원회에서 의장단 진출 등 국가 

원과 참여 문가들의 극 인 참여와 활동 강화가 필수 이다. 

그러나 지 까지 이들 원회에서 국내 문가의 참여와 주도 인 역할은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있으며 문가 부족이나 출장 여건 등으로 상설 기술 원

회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 원들의 경우 참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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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변경되어 일 성 있는 국가 이익 변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되고 련 분

야의 문가들과 연계 활동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OECD/NEA

에 참여하는 문가들의 책임감과 역할이 미약함에 따라 리 측면에서 집

으로 되지 않고 일회성 는 분산되어 일 성과 지속성 그리고 효용성 등에서 

문제 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문가들이 OECD/NEA의 상설 원회 참여와 주도 인 활동

이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한 지원 방안과 체제 구축  제도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 원들과 참여 문가들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활

동의 일 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집 이고 효율 이며 효과 으로 리하는 

지원체제의 구축과 운 이 요하다.  

이를 해서는 첫째, 국가 원의 역할과 활동에 한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

정하고 국가 원의 선정과 활동 지원을 한 조직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직으

로 가칭 “NEA 력 원회”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원회의 업무는 

OECD/NEA와 력에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활동 방향과 주요 활동계획을  심

의 확정하고 원회 회의 개최는 OECD/NEA의 개최시기를 고려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2차례정도 개최가 하다고 단된다. 회의개최 결과를 지속 으로 

리하기 해서는 재 운 인 원자력정보시스템 KONNIS의 활용이 가능하

다고 단된다. 운 산과 지원경비는 원자력국제 력기반조성사업이나 별도

의 정부 산으로 충당이 요구된다. 

둘째, OECD/NEA 참여 문가들과 국내 네트웍간 정보의 교류와 활용 극

화가 요하다. 이를 해서 OECD/NEA와 력활동에 한 지속 이고 집

인 리가 필수 이며 OECD/NEA 활동과  국내 연구 활동과 연계를 한 

네트웍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제도 으로 국가 원의 활동을 한 지원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 원은 궁극 으로 상설기술 원회의 의장국 진출과 활동을 고려한다면 기

술 문성, 외국어 능력과 외교 인 자질, OECD/NEA에서의 활동경험, 국내 

연구계에서의 리더쉽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하고 어도 5년 이상 활동을 보

장하여야 한다. 국가 원들의 활동과 역할을 수행을 한 출장과 활동 경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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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네트웍의 운  등 경비 지원 등이 있어야 하며 개인 인 혜택도 어느 정도 

부여되어야 한다.  국가 원 후보의 심의는 객 이고 문성 있는 선정 원 

조직과 차를 통하여 공개 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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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제54차 퍼그워시 총회 참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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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차 퍼그워시 총회 참석 보고

1.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요약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문제는 실험 수 이라고 언 함.

 사무총장은 IAEA의 사찰과 련해 한국 정부가 극 조하는 과 

핵 투명성을 높이기 한 교정 노력에 해서도 높이 평가함.

 그러나 사무총장은 신고 없이 핵실험을 하게 된 경 를 명확하게 

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을 명확히 하기 해 

한두 차례 사찰단이 더 방한할 것이라고 언 함.

 사무총장은 이에 반해 북한 핵문제는 재처리 시설까지 가동되고 

있다며, 해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설명함.

2.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기조연설 요약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무엇보다도 핵확산 방지를 해서는 외교와 

검증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함.

− 그런 의미에서 북한 핵문제 6자회담을 통해 외교  해결책이 나오고 

그 결과를 토 로 완 한 검증으로 이어지기를 기 한다고 언 함.

− 핵비확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해서는 IAEA가 추가의정서가 필요하다

고 주장함.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1992년부터 IAEA 안 조치 정을 제 로 

지키지 않았음을 지 하 고,  유엔이 이에 해 하게 응하지 

못했다고 언 함.

− 사무총장은 "북한이 NPT 의무 이행 합의에 7년이 걸렸으나, 합의이후 

얼마 되지 않아 NPT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언 함.

− 한 사무총장은 유엔의 하지 못한 응은 핵비확산 노력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으며, 북한이 핵 억제력을 획득할 경우 안 조치 

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함.

 한편, 사무총장은 기술이  지를 한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노력이 

효과 이지 못했다고 언 함.

−  이란, 리비아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국 인 불법 네트워크 조직  

운 은  수출통제체제가 하지 못함을 입증한다고 언 함.

−  재 수출통제 정보가 IAEA와 체계 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산

업이 발달함에 따라 기술 자체에 한 통제는 한계가 있다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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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사무총장은 기존 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해서는 ①모든 국가의 

추가의정서 발효, ②핵물질  기술의 수출통제의 강화  국가 

통제체제의 구축, ③농축, 재처리 등 민감 핵연료주기의 다자간 리, 

④NPT 탈퇴 방지의 보장 등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런 조치들은 집단 안보 틀(a collective security framework) 내에서 

지켜져야 함을 언 함.





- 71 -

부록 B. 제54차 퍼그워시 총회 수집 자료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기조연설문 (부록 B. 1 참조)

− Nuclear Weapons and The Search for Security

제54차 퍼그워시 서울총회 련 논문 목록 (부록 B. 2 참조)

− WG 1(Eliminating Nuclear Weapons) 자료 

제54차 퍼그워시 서울총회 련 참석자 명단 (부록 B.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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