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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토론하였다. 발표ᆞ토론한 주제는 1)우리나라 원자력 초창기의 전개과정 고찰-인력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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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중심으로 3)글로벌 원자력 안전현황과 우리의 대응 4)원자력의 현재와 미래였다. 위 4

개 주제 중 앞서 2개 주제는 본 과제 의뢰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나머지 2개 주제는 주

제선정 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었다. 발표ᆞ토론 과정에서 밝혀진 몇 가지 주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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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으며 대부분 응용연구였다. 2)공산품 수출로 얻은 외화를 식량수입정책으로 전환했던 

것이 방사선농학연구소를 폐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원자력 초창기에는 많은 국민이 

원자력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다. 앞으로 원자력기술의 연구ᆞ개발 추진에 이상의 사실을 참

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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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우리나라 원자력초창기의 전개과정 고찰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급성장한 우리나라 원자력은 이제 50년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이 시점에

서 기록에 남길만한 숨은 자료들을 발굴ᆞ보존하여 이를 후세에 알리는 등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초창기의 미 발굴 원자력기술사를 찾아  보완하는 계기

를 마련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원자력초창기의 인력개발이 근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의 

모체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급성장한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초창기의 전

개과정 중 미 발굴 자료는 우리에게 교훈적일 수 있을 것임으로 이를 찾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지난 50년간의 원자력 연구개발사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에 좋은 자

료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활용은 미진하였다. 원자력은 일반국민이 접근하기 어려

운 분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

다. 

우리나라 원자력개발사에 대한 개인이나 기관차원의 기록은 있으나 그러한 기록이 

독자층을 널리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국민이 원자력을 이해하고 접근

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원자력역사 중 미 발굴부분에 대한 흥미 있고 교

훈적인 책자의 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개발 역사에서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기 한 정인사

를 선정 소개한다.  

   ․ 패 토의를 포함하는 원자력원로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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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된 숨은 이야기를 공개, 토의한다.

         - 발굴된 자료를 구체화, 객 화한다.

   

IV. 연구개발 결과

   총 4회에 걸쳐 토론한 주제는 아래와 같다.

   - 로벌 원자력안 황과 우리의 흥(부록 1)

   - 우리나라 원자력 창기의 개과정 고찰 - 인력개발을 심으로

   - 우리나라 원자력 창기의 개과정 고찰 - 원자력 기 연구  방사성 

     동 원소 이용을 심으로

   - 원자력의 재와 미래(부록 2)

  도출된 주요 화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창기 원자력연구원에서의 기 연구는 실상 진정한 의미의 기 연구는 아니

     었고 부분 응용연구.

   - 우리나라 최  연구용원자로인 TRIGA Mark-Ⅱ의 출력증강(100 kW → 

     250 kW)은 노심냉각문제까지 고려하면 반의 성공임.

   - 방사선조사에 의한 강화목재 제조, 실품조사ㆍ보  등 방사선 이용연구를 

     추진하 으나 실용화에 한계가 있었음.

   - 우리나라 핵의학 연구를 비교  일  시작한 데에는 정부의 지원이 컸기 때문.

   - 방사성 요오드(I-131)을 써서 갑상선 환자를 치료한 것이 우리나라 방사성

     동 원소 이용의 효시임.

   - 필요한 식량을 공산품 수출로 메워나가게 되면서 식량자  필요성의 퇴색이   

     방사선농학 연구소의 폐쇄와 무 치 않았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량자  문  

     제는 아직도 요한 이슈임.

   - 정부의 요청으로 연구용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 원소를 산업 으로   

     이용하기 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음.

     ∙ Na-24를 이용한 기흥 수지의 수탐사(1962)

     ∙ C-14를 이용한 충주비료공장 요소 반응탑 내 원료혼합 특성 조사(1964)

     ∙ 산동 산 갱내 물 유입경로 탐사(1964)

     ∙ UNDP 사업에 의한 단  방사선 조사시설 설치  시범사업(1970～)

   - 원자력 창기에는 많은 국민이 원자력에 한 기 가 충만해 있었으며 원자  

     력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 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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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M ARY

I. Title

   Investigation of Nuclear Development at the Early Stage in Korea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Study

   

   During the past fifty years there has been a great progress in a field of 

nuclear technology in Korea. At this point, it is highly desirable for the 

present generation to collect and preserve the invaluably hidden 

information and historical materials obtained in the relevant field from 

which the next generation can learn a precept. In other words, an 

opportunity of supplementing the history of the early stage of the nuclear 

field in Korea should be provided by tracing out historical materials which 

have not yet been exposed.

   It is noted that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which had extensively 

emphasized at the incipient stage of the nuclear field, has played a pivotal 

role for the progress of science and industrial technology. Nuclear 

technology which has rapidly been grown up in Korea has greatly given 

rise to a high level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find out and compile a lot of 

historical materials produced at the early stage of the nuclear field in 

Korea, which have not yet been revealed to date and may be instructible 

for us if uncovered.

   Although it is supposed that the R&D work history of nuclear 

technology piled up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may be useful for making 

people at large understand the nuclear field better, it has not been utilized 

fully. It is recognized that the general public can not be readily accessible 

to the nuclear field. At this moment, a maximum effort of the nuclear 

society is needed for making them get rid of possible misunderstandings.

   There are several publications, even if they do not secure readers in 

general, by a private author and institutional bodies. It is advisable to 

publish booklets on the nuclear field which is of interest and preceptive to 

people at large. Booklets to be written may be based on our own nuclear 

history of the last fifty years, which has so far been submerged but should 

be highlightened at th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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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Right persons, who are able to speak out the hidden history piled up in 

the cause of R&Ds and industrial applications in nuclear technology, are 

recommended and introduced.

  Forums for which senior members in the nuclear society have 

superintend are held with panel discussions on the topics requested.

  The hidden history traced out are openly discussed.

  Hidden historical materials uncovered are systematically compiled and 

subjected to be objectified.

IV. Results

  Topics requested/self-selected and discussed over 4 times were as 

follows ; 

 - Current status of global nuclear safety and Korea's measure(App-1)

 - Overview of a R&D pattern at the early stage of the nuclear field in 

Korea-focusing on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 Overview of a R&D pattern at the early stage of the nuclear field in    

    Korea-focusing on basic research of nuclear technology, and industrial  

    applications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 The present and future of nuclear energy(App. 2)

   Some of interesting facts highlightened in the course of panel

 discussions are as follows ; 

 - Basic studies in nuclear technology conducted at the early stage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were far from them 

in fact as they were but applied researches

 - The thermal power of TRIGA Mark-Ⅱ, which was the first research 

reactor in Korea, was upgraded from 100 kWth to 250 kWth. It was 

evaluated to be a fifty-fifty success provided that an in-core cooling 

problem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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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of radiation technology(RT) such as manufacture of reinforced-

    timber, reservation of food and so forth by means of radiation 

irradiation had been undertaken. However, practical uses of the said 

technology had been limited for some reason or other.

 - A great deal of financial supports by the government made it possible 

to start up nuclear medical studies at the early stage of nuclear 

technology which was introduced in Korea.

 - A pioneer in using a radioisotope medically was that a patient of the 

thyroid gland was treated by using I-131.

 - It is supposed that a must of the self-sufficiency in food was faded 

away while food needed was made up for an export of industrial 

products. In this respect, it is firmly believed that Radiation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existed would have been closed down. 

However, one of important issues is still the self-sufficiency in food in 

Korea.

 - Following a strong request by the Government, a lot of technical 

demo-projects were conducted by using radioisotopes produced in the 

research reactor(TRIGA Mark-Ⅱ) to industrial sectors. Some of them 

are described as follows ;

      ∙Tracing out a water leak at the Kiheung resevoir by means of       

    Na-24(1962)

      ∙Searching for mixing characteristics of raw materials in the ureal    

       reaction tower of the Choong-ju fertizer plant using C-14(1964)

      ∙Investigating an influx of underground water at the San-dong        

       tungsten mine(1964)

      ∙ Development of a radioactive technique tracing underground 

        water(1965~1967) 

      ∙Construction and test-operation of a large-scale radiation

        irradiation facility with the aid of UNDP(1970~)

 - People at large counted enthusiastically on plenty of success of the 

nuclear field at the early stage so that R&D of nuclear technology 

could be spurr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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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성장한 우리나라 원자력은 이제 50년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이 시

에서 기록에 남길만한 숨은 자료들을 발굴․ 이를 후세에 알리는 등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원자력 창기의 미 발굴 원자력기술사를 찾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사회  측면

     우리나라 원자력 창기의 인력개발이 근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발 의 

모체역할을 하 다고 볼 수 있다. 성장한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은 재 우리나라 

산업발 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원자력 창기의 

개과정  미 발굴 자료는 우리에게 교훈 일 수 있을 것임으로 이를 찾아 정리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문화  측면

     지난 50년간의 원자력개발사는 원자력에 한 국민이해증진에 좋은 자료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활용이 미진하 다. 원자력은 일반국민이 근하기 어려운 분야

로 인식되는 경향이지만 이제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

리나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에 한 개인이나 기 차원의 기록은 있으나 그러한 기록

이 독자층을 리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국민이 원자력을 이해하고 

근성 있게 하기 해서는 우리나라 원자력역사  미 발굴부분에 한 흥미 있고 

교훈 인 책자의 발행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이상이 본 과제의 수행목표  필요성이다.

제 2절 연구개발의 범위

   1. 우리나라 원자력 50년의 전개과정 중 비교적 초창기(1958~1970년대 중

반)에 대한 고찰로 한정한다. 그 이후의 전개과정은 별도의 팀이 고찰하기로 한다. 

    2. 숨은 이야기 발굴을 위한 적정인사를 5인 이상 선정, 소개한다.

    3. 원자력 원로모임을 개최하여 미 발굴 내용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공개토론

을 통해 구체화, 객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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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국내 현황

   우리나라가 원자력이용개발을 시작한지 50년이 되었다. 비교적 짧은 역사지만 

원자력기술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원자력발전기술은 이제 세계적 기술수준에 이

르렀다고 본다. 방사선이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도 정부의 시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분야에서의 이용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우리나

라 원자력의 초창기는 전화의 상처를 안은 채 폐허에서 의욕을 앞세우면서 출발되

었고 많은 국민이 새 시대의 과학인 원자력에 매료되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

원하였다. 이제 5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회고하면 격세지감이 역력하다. 지금은 50

년 전과 비교할 때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일부국민은 

원자력을 가공할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원자력사업 추진을 반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100만 kW  한국표 형 원 (KSNP)를 개발하

고 안 성과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킨 140만 kW  신형 경수로인 APR1400을 개

발하 다. 핵연료 주요부품과 증기발생기 등 원  주요설비를 원자력발  선진국인 

미국에 역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 IAEA와의 기술 력으로 해수담수화 목

의 원자로를 개발하 으며 이와 련한 실용기술을 여러 나라와 력하고 있다. 

한편 국내 원 의 안 성에 한 국제  비교  객  평가 검을 여러 차례 받

은 결과 그 안 성을 국제 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우리 기술진에 의해 설계․건조된 30 MW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는  

IAEA 연수생들의 훈련시설로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 방사성동 원소 생산․이용분

야에 있어서도 국내 연구진이 설계 제작한 방사성동 원소 생산장치나 추 자 이용

장치 등이 해외에 수출되는 수 에 이르 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장기 에 지 수 계획, 원자력연구개발 장기 계획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면서 높은 수 의 원자력기술을 확보하 으나  재의 원자력 

련 제반 상황은 국민수용성이 떨어져 순조롭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오랜 숙원사업이던 ․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확보문제가 해결되어 

일단 돌 구를 찾았으나 되는 사용후핵연료 련 책이나 원 연료의 안  

확보문제, 우리 원자력기술의 해외시장 진출문제 등 여러 안이 얽 있는 상황이

다.

그 동안 원자력정책에 한 여러 과제들이 단편 으로 수행되어 결과가 보고서 형

태로 발간된 바 있으나 우리는 좀 더 체계 이고 공개 이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

에 극 처할 수 있는 략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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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의 원자력연구개발 역사를 망하게 하는 사료로는 원자력청 10년사, 원자

력연구소 20년사, 30년사, 40년사 등이 있으며 정부발행 각종 백서  련기  사

료집이 있다. 한 우리나라 원자력사에 한 개인 서도 몇 가지 알려져 있다. 이

러한 사료에는 일반 으로 잘 알려진 표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으나 실패담이나 

당시의 기 으로 보아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 서술은 삭제해 없거

나 극히 빈약하다고 본다. 

   이제 50년의 우리나라 원자력연구개발 역사를 회고하며 그 동안 역사 속에 묻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료들을 발굴하고 이를 정리하여 음미함으로서 당면한 원자력 

안에 한 슬기로운 처를 해 활용함은 물론 이를 후세에 남김으로서 후세들

로 하여  역사  교훈을 얻는 데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하여 원자력

원로포럼을 개최하고 원자력 창기에 활동하 던 여러 원로들의 이야기를 직  듣

고 토의하여 그 내용을 객 화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 동

안 우리나라에서 본 과제와 유사한 연구 활동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 2절  외국 현황

   원자력 련 연구는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형 복합기술을 필요로 함으로 체 

기술을 한 연구소나 한 나라 단 로 추진해서 결실을 보기가 어렵다. 한 원자력

은 그 특성상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나 국가안보문

제와도 연계되는 등 민감하고 첨 한 경쟁을 수반하는 표  과학기술분야이다.  

   많은 나라들이 각기 자국에 맞는 원자력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에 맞는 사업을 

펴면서 국제 으로 력하고 있으며  력을 통하여 자국의 능력을 빠른 시일 안에 

신장시키고 독특한 역의 자국기술을 내세워 선도해 나가며 국가 상 제고는 물

론 경제사회 으로도 국익을 극 화하고 있다.  

   원자력 로그램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는 그 나라가 처해있는 내･외 환경에 

부합되는 원자력정책을 수립하기 하여 부단히 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연구개발 련기록이나 역사  가치가 있는 사료 등을 시하여 련 

문헌의 편찬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의 발굴, 보완 등 련연구도 추

진할 것으로 생각되나 상세한 자료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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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우리나라 원자력 창기의 개과정  공개되지 않은 사료를 발굴하기 하여  

창기부터 활동한 원자력계 원로들을 심으로 하여 원자력원로포럼을 개최하

다. 주어진 주제에 맞는 토의자(패 리스트)를 선정, 토의자가 해당 주제와 련하

여 자신의 견해나 미공개 사료를 발표토록 하 다. 이를 해 자료를 조사하는 

비기간을 두었다.

  .

    1. 자료 조사･분석

       원자력 창기의 개과정과 련되는 기본 자료들을 조사․분석하여 토의 

 사료발표에 참고토록 하 다. 

  

    2. 토의참여 예정자 사전회의

       과제에서 조사한 기본 자료들을 포럼의 토의참여 예정자에게 사전 배포하고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미공개 사료발표 등에 참고토록 하였다.  

    

    3. 원자력원로포럼 개최

       발표․토의 주제는 1차 포럼과 2 차 포럼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하고 각 주

제에 대해 원자력초창기부터 해당분야에 종사했던 원로들 수 명을 패널리스트로 선

정하였다. 선정된 패널리스트는 1차 포럼에 3 명, 2차 포럼에 4 명이었다. 

  선정된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가) 우리나라 원자력초창기의 전개과정 고찰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나) 우리나라 원자력초창기의 전개과정 고찰 -원자력 기초연구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을 중심으로

먼저 사회자(과제책임자)가  포럼개최의 취지, 주제별 주요 연혁, 및 알려진 몇 가

지 조사내용을 제시하고 간략히 설명한 다음 패널리스트로 하여금 각기 해당분야에 

대한 의견이나 코멘트 또는 알려지지 않은 사료 등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4.  발표 자료 요약 

        주제를 심으로 원자력원로포럼 모임에서 토의하고 토의내용 체를 속기

록으로 남겼다. 조사내용, 토의, 발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이를 취합,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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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IAEA ICA 기타 계

파견 귀국 파견 귀국 파견 귀국 파견 귀국 파견 귀국

‘56~'64 127 78 80 61 10 9 17 2 234 150

‘65 - - 13 6 - - 3 1 16 7

‘66 2 3 5 2 - - 6 2 13 7
‘67 - - 10 11 - - 5 2 15 13
‘68 - - 17 17 - - 4 4 21 21

‘69 - - 10 4 - - 1 2 11 6

계 129 81 135 101 10 9 36 13 310 204

제 1절  연구개발 수행내용

   1. 우리나라 원자력초창기의 전개과정 고찰-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가. 토의를 위한  기본 자료조사 제시 내용

         창기의 인력양성과 련되는 몇 가지 기본 자료들을 조사하여 요약․발

표함으로서 패 리스트가 사료를 발표하는 데에 참고토록 하 다. 

 

     표 1.  우리나라 원자력의 초창기 주요 연표

     

     ․ 1955. 2   원자력 평화이용 한․미 원자력쌍무협정 체결

     ․ 1956. 3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 창설

     ․ 1956. 9   원자력평화이용 전시회 개최, 서울 (덕수궁) 등

     ․ 1957. 8    IAEA 회원국 가입

     ․ 1958. 3   원자력법안 공포(법률 제 483호)   

     ․ 1958. 10  원자력원 직제 공포, 원자력원 출범

     ․ 1959. 3   원자력원 원자력연구소 개소

     ․ 1959. 7   국내 최초 연구용원자로 (TRIGA Mark-II) 기공

     ․ 1962. 3   국내 최초 연구용원자로 준공  

     ․ 1971. 11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착공

     ․ 1978. 7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준공

             

     표 2. 연도별 자금별 해외 파견자 및 귀국자 수

                                (1955~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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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3(3)

                                                                보건물리 12(6)

                                                        

                                                            

                                                        

                                                             

                                                           
                                                                         그림 1. 전공분야 별 파견자 및 귀국자(괄호 내) 수                              

 (1969년 말 기준).

          50 

                                                           94                                                               
                  40

         30                       27

         20      19

                     14                                                      12                                                                                                   11                                                     10              7    7
                                                    5                                 4      4               3            3                                      1          1                                     
          0                  

                       
그림 2. 해외 유학자(원자력 연구요원) 분야별 대비

                                         (1969년 말 기준)

           재외 유학자 수 = (파견자 수) － (귀국자 수) = 310 － 204 = 10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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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차수 년 월 국별 파견자 수 (명)       알려진 파견자 명

1  ‘56. 4. ISNSE 3기 (2)         윤세원, 김희규              

2  ‘56. 9. ISNSE 4기 (5)     이진택, 변종화, 제원목      

3  ‘57. 4. ISNSE 5기 (2)     권용국, 김석연             

4  ‘57. 9 ISNSE 6기 (3)     지창렬, 임용규, 문석형      

5  ‘58. 4. ISNSE 7기 (4)  이병호, 김종련, 장근수, 송요택 

6  ‘58. 1. ISNSE 8기 (6)
         이창건, 이 관, 양흥석 장지영,            
                한봉희, 정운선                     

7  ‘58. 9 
미 (20) 영 (8), 프 (2) 

(계; 30)
 

8  ‘58. 10 미 (6) ) (9)  (계; 15)

9  ‘59. 1.     ISNSE 9기 (2)     고병준, 김동훈              

10  ‘59. 8. 5 개국, (계; 22)

과정 명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계

이동 실험 101    101

RI 기초 27 77 71 81 77 66    399

RI 의학 이용 13 24 25 16 23 27 24 17 18    187

RI 농학 이용 56 21 21 26 18 33 30 17    222

RI 이․공학 이용 21 27 20 23 27 20    138

방사선 장해방어 21 19 22 19 32    113

원자력발전 기초 30 31     61

탄소 연대측정 9      9

방사선 분석․측정 12     12

계 101 13 80 67 104 153 136 183 200 205  1,242

표 3.  원자력 초창기의 훈련생 해외파견 연표

 

       ISNSE (International School of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표 4. 국내 원자력 초창기의 요원 연수실적   

                                      (1960～1969, 원자력원/청)

 □ 대학 원자력과 개설

   한양대(1958), 서울대(1959), 경희대(1979), KAIST(1981), 조선대(198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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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훈련과정 훈련장소 기간 인원

원자력청 시행 훈련 원자력발전기초과정 원자력연구소 3 개월 53

GE Training BWR Technology GE(APED) 1 개월 3

상동 건설현장시운전훈련 Tsuruga 1 년 1

IAEA Sponsorship 발전소 건설훈련 Tarapur N/P 1 년 1

상동 원자력연구과정 Imperial 대학 1 년 1

상동 Reactor Research USAEC Reactor Lab. 10 개월 1

Colombo plan 원자력발전설계실무 영국 15 개월 3

KECO 훈련 원자력건설현장실무 미하마, 쓰루가, 
후꾸시마 현장 2 개월 6

상동 원자력안전 면허 USAEC 2 주 1

계 70

표 5. 고리 1호기 건설허가 신청당시(1970. 8) 해외훈련 현황 A)

    

   Westinghouse사의 해외 훈련계획; 3 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 55 명 훈련
A) 문 희성, 한전의 원자력분야 교육훈련, 2007. 4. 3 수신자료 요약발췌.

 

  나. 주요 토의/발표 내용

      

1) 윤 세원

   

 - 원자력 창기 통령의 원자력에 한 특별한 심이야기

   ․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자력사업은 원자력위원회를 두어 소관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원자력초창기에는 이 승만 대통령이 직접 큰 틀을 잡고 

출발하셨고 여기에 당시 문교부장관이셨던 최 규남 박사와 당시 문교부 기술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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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셨던 박 철재 박사 등이 우리나라의 원자력사업을 크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이 

더해져서 크게 출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대단한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오

늘날의 우리나라 원자력이 이 정도로 성장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여러 가지로 외환사정이 매우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승만 대통령의 특별한 관

심 속에서 원자력분야 국비장학생을 대거 수 십 명 규모로 파견하는 용단을 내리셨

습니다. 이 승만 대통령은 원자력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

각했었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

니다.

  

  - 원자력연구소 창립 련 이야기

    

   ․ 당시 이 승만 대통령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습니다. 대통령께서 1 개 

행정부의 과장을 직접 불러서 원자력연구소를 만들라는 분부를 하셨고 이와 관련하

여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하셨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나 이 대통령의 원자력에 대

한 특별한 관심의 배경은 원자력 발전, 방사선 이용 등 평화이용 뿐만이 아니라 군

사적인 이용가치까지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원자력은  다방면에서 힘

을 발휘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이었으니까요.

   

   ․ 원자력연구소를 창설할 때에도 그 틀이 매우 컸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원에 

소속된 1급 공무원 수가 8 명이나 되었습니다. 1 급 연구관이 필요함을 역설하여 

TO를 배정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의 2급 공무원 수가 70 명 정도였는데 

원자력연구소 2급 연구관이 12 명이었습니다. 

  - 원자력 훈련생 견기간연장을 해 노력한 이야기

   

   ․ 당시 외국유학생 중 기간만료로 부득이 귀국해야하는 몇 사람에 대해 유학기간 

연장을 위해 수 차 대통령께 학비보조를 상신한 결과 결국 연장조치가 가능해 졌었

는데 그 때 윤 박사님은 한 사람의 우수한 학자가 천 사람의 섣부른 학자의 몫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 당시 원자력분야 유학생이 후일 직접 원자력분야에 기여하지 못하고 귀국하여 

대학의 이공계 교수로 과학교육에 기여한 사람도 상당 수 있음으로 우리나라 과학

발전의 원동력은 원자력과 관계가 있으며 원자력이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모태가 되

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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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분야 훈련생 견을 해 각 부처의 지원창구를 단일화 했던 이야기

   ․ 당시 미국으로 유학한 사람 중에는 Argonne국제원자력학교(ISNSE)에 많이 

갔었는데 그 유학자금이 일부는 ICA나 USOM에서 조달되기도 하였다는데 이에 대

해 말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USOM 자금으로 여러 부처의 여러 분야에서 산발

적으로 유학 보내던 것을 통합하여 문교부 원자력과에서 관장해 운영하였다고 하셨

습니다.  

2) 이 창건

   

  - 기술력과 경제력의 요성 이야기

   

   ․ 당시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인력양성, 원자력발전기술 분석, 원자력발전소 부지

조사 등도 했습니다. 박 익수 위원, 이 영재 연구관과 같이 기술조사단으로 여러 나

라를 방문해 노형선정 등 원자력발전기술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하다보니 나

라의 기술력 못지않게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기술논리가 경제논리를 앞

설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 미국 유학과 련된 이야기;

   

   ․ 미국 Argonne 국제원자력학교에 훈련 가기 이전에 study group을 만들어서 

Murray 라는 분이 쓴 교과서를 가지고 원자력공학을 수년간 공부했습니다. 이후 

미국 Argonne 국제원자력학교에 가기 전에 North Carolina대학에 가서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 마침 Murray 교수가 North Carolina 대학에 계셨어요. 그 책의 연습문

제까지 다 풀어보고 갔었기 때문에 그 중 문제가 좀 잘못된 것도 다 지적해 드렸더

니 매우 좋아하던 기억이 납니다. Argonne국제원자력학교에 가서는  Experimental 

Boiling Water Reactor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 때 PWR은 미 해군이 개발해 사용

하고 있었어요.

 

- 원자력발  사업 주체 결정과 련된 이야기;

   

  ․ 원자력발전사업을 놓고 한전과 원자력연구소 중 어디서 주관해 할 것이냐의 문

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들 양쪽에서 훈련 받은 사람이 누구냐 라는 의견이 나왔고 

조선전업의 김 종주 씨가 Harwell Reactor School을 졸업하고 MIT의 Summer 

School에서 PWR을 공부했기 때문에 부흥부에서  김 종주 씨에게 technical 

evaluation report를 제출도록 했어요. 김 선생께서는 gas-cooled reactor보다는 

PWR이 좋다고 하셨고, 정부가 이것을 하려면 융자를 받아야하는데 원력청과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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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연구소는 담보물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전업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음.

3) 문 희성

   

- 원자력발  조사단원으로 견되었던 이야기;

  

    ․ Cisler 회장; 미국 Detroit Edison Electric이라는  단체 회장 등을 역임한 

한국통의 미국인이며 조선전업을 많이 지원.

 

    ․ 박 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전력수요 급증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필요성 대두

  

   ․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추진위원회 발족. 원자력청과 한

전 등에 대해 업무분장 결정, 한전이 원자력발전 주무기관으로 정해짐.

  

   ․ 한전에 원자력과 생김(1966년). 원자력실 생김(1968년). 원자력실에 원자력

기획과, 원자력기술과, 원자력안전과 등 3 과 설치.

 

   ․ 원자력발전기술조사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해외(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현황조사(1967년). 귀국 후 보고서에 발전로 형 등 추천. 

  

- 우리나라 원  1호기 부지선정  건설과 련된 이야기

   

   ․ 원자력발전 1호기 부지선정, 원자력발전 1 호기 노형선정을 PWR로 정한 경위 

및 도입을 위한 입찰 관련 국․내외 협력. 

   

   ․ 미국의 PWR을 선정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음. 영국의 AGR은 몇 

가지 단점이 있었음.

   

   ․ 고리 원전 1호기는 미국 WH사와의 계약에 따라 turn-key 방식으로 건설.  

계약 후 자금 확보 위해 노력. 

- 한 에서의 원자력인력 양성 이야기

   

   ․ 원전 1호기를 계약할 때까지는 단편적인 훈련 참여 (IAEA, Colombo plan 

등). 원자력공학과 출신 직원 채용 노력. 한전자체에서 원자로이론 등 강좌개설,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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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청이 개설한 6주간의 원자력발전기초과정에 수 10 명씩 수 차 참여

   

   ․  WH사와의 원전 1호기 건설계약 이후 원자로 운전, 보수, planning 등 3 개 

과정으로 나누어 미 WH사에 가서 훈련 받음.  

   

   ․ 우수인력이 원자력발전 쪽에 오지 않아 김 영준 사장시절 남 덕우 부총리에게 

진언하여 원자력분야 근무 직원에게 원자력수당 지급(봉급의 20~30 %). 이 조치 

이후 우수인력이 모이게 되었음.

  

   ․ 지금은 4 개 원전지역  모두 원자력연수원을 설치, 자체훈련을 통해 인력양성

에 힘쓰고 있음.

[질의응답]

- 사회자 질의; 우리나라 원자력 초창기에 미국 측이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아는

데 혹시 미국 AEC 극동담당관이었던  Mr. Pennington을 아시는지요?

- 윤 세원 답; 우리나라 최초 연구용원자로 TRIGA Mark-II 도입에도 도움을 주

었습니다. 연구용원자로의 형식을 그것으로 결정하고 약 3 개월간 AEC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안내하고 회의 때도 대신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 사회자 질의; 후학양성 특히 우리나라 국내 인력양성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립니

다.

- 이 창건 답; 

․ 아까 페닝톤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원자력법의 골격을 만드는데 윤 세원 박

사님이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원자력법안의 골격을 영역해서 미 대사관의 피터 서

와 페닝톤한데도 가서 영역에 관해 의논하던 생각이 납니다.

․ 미국에 훈련차 North Carolina 대학에 가 있을 때 각국의 훈련생 들 사이에서 벌

어졌던 이야기와 Argonne국제원자력학교에 있을 때의 이야기 등

․ 우리나라 원자력초창기에 도움을 준 사람 한사람을 더 추가한다면 당시 IAEA에 

근무하던 Ruri Krynn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에 그 분의 외조가 컸

다고 봅니다. 또 국내 사람으로는 원자력발전 부지조사를 위해 잦은 출장을 해야 

하는데 출장비가 순조롭게 조달되지 않으니까 당시 이  민하 기획조사과장이 자기 

이름과 계장이름으로 여비를 마련하여 그 돈으로 3 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나갔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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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자력계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체의 일을 맡아서 했다

는 생각이 듬.

- 우리나라 초창기 원자력 인력양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분(장 근수 박사)이 더 

했으면 좋겠음.

- 장 근수 답; 저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비로 Argonne국제원자력학교에 갔습니다

(7 회). 국비는 ICA자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덜 받았어요. 그래도 그 때 액수

가 꽤 많았습니다. General Atomics에서 2 개월간 훈련 받고 돌아와서 원자력연

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최초 연구용원자로 건설에 협력하였고 원자로의 출력보정

을 위해 여러 실험장치를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일을 하다

가 제가 우리나라 원자로운전면허 소지자 1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위가 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했습니다.

- 이 상수 답;  저도 영국에 가서 유학했기 때문에 영국의 원자로 AGR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제회의에서 호주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담하는 중에 호

주는 왜 원자력발전을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도 할 예정이라고 대

답해서 그러면 어떤 원자로를 할 것이냐 했더니 미국의 PWR이 좋겠다는 것이었어

요. 호주는 영국연방인데도. 그래서 그 이후로는 AGR은 안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

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첫 원전을 미국이 개발한 PWR로 하기를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우리나라 원자력 창기의 개과정 고찰-- 원자력기 연구  방사성동 원소  

   이용을 심으로

  가. 토의를 한 기본자료 조사 제시내용

 I. 원자력 이용 조성

 

 - 1959~1969 11년간 247 건의 연구과제 수행, 13,000,000 원의 연구 

   보조금 지급.

 - 1960~1961 2년간 9 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위탁연구비 지급.

 - 취지; 원자력연구 및 원자력 사업 참여 독려(대상; 전국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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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보조금 지급실적(건 수) (1959~1969)

연도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농학 의학
원자력

발전
수산학 지질학 계

1959 2 3 6 - 1 4 - - 1 17

60 5 7 4 3 7 13 - - 1 40

61 2 4 5 6 5 19 - 1 1 43

62 2 4 2 8 5 11 - 1 - 33

63 3 - 1 3 3 5 - - - 15

64 4 - 3 3 4 8 - - - 22

65 1 1 1 3 5 8 - - - 19

66 3 1 3 3 6 3 - - - 19

67 2 - 2 1 5 5 2 - - 17

68 2 1 - 1 5 5 - - - 12

69 1 1 1 - 3 3 - - - 10

계 27 22 28 31 48 84 2 2 3 247

표 7. 위탁연구비 지원 실적 (건 수) (1960~1961)

연도 물리학 농학 공학 의학 계

1960 1 1 1 1 4

1961 1 2 1 1 5

계 2 3 2 2 9

표 8.  초창기 각 연구소 별 인원현황 

(1969. 6. 기준)

연구직 기능직 행정직 고용원 계

본청 18 17 35 1 71

원자력연구소1) 105 94 21 19 239

방사선의학연구소2) 24 - 8 30 62

방사선농학연구소3) 36 3 7 14 60

계 183 114 71 64 432

           1) 1959.  3.  1  개소.

           2) 1963. 12. 17 개소.

           3) 1966. 11. 30 개소.

II. 방사성동 원소 취  연수 (196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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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주간 과정 총 41 회 시행, 과정수료인원 총 973 명

III. 국민 계몽사업

   

   가. 원자력 사진전시회 및 강연회 (1962~1968); 

       - 매년 수 회 씩 순회하며 개최.

       - 전시회와 강연회 병행

       - 강연회 주요 내용; 원자력의 산업적, 의학적, 농학적 이용- 재래식 방법

과의 대비, 원자력의 장점 부각

   

   나. 원자력이용 전시회

      - 미국원자력위원회와 공동 개최, 

      - 전시회 특별활동; 

         New science classroom,  원자로 이용, 감마선 조사시설 이용 등       

    학술강의

      - 전시관람 인원; 총 13만 8천 명

IV. 학술회의, 심포지엄 등 

    

   가. 학술회의

       1959년 1차 회의 개최 이래 1966년까지 8차의 학술회의 개최, 총         

       581 편의 논문 발표.

    

   나. 심포지엄

       1967~1968년 총 4 회 개최, 연 78 편의 논문 발표

V. 방사선측정기기  방사성동 원소 등

    

   가. 방사선측정기기

       미국원자력위원회로부터 US$107,000의 원조를 받아 방사선측정기를 구입,  

       원자력연구소와 6 개 대학에 배분,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을 설치․운영케 함.

    

   나. 방사성동위원소

       1961년까지는 전량 수입해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국내 수요량의 일부를 

TRIGA Mark-II원자로에서 생산․공급함. 그러나 생산량은 전체수요량에 비하여 미

미하였으며 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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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원자력 초창기의 연도별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량과 수입량 (mCi)
                                              

연도
국내 생산 수입

방사능 계
핵종 수 방사능 핵종 수 방사능 

1962 18 662 20 4,650 5,312

1963 21 317 83 13,715 14,032

1964 14 2,152 21 12,154 14,306

1965 16 517 12 9,402 9,919

1966 17 255 17 17,121 17,376

1967 11 424 21 29,271 29,695

1968 7 2,819 20 86,047 88,866

1969 15 7,106 34 156,763 163,869

1970 10 13,973 30 609,190 623,163

계 28,225 938,313 966,538

VI. 방사선 안 리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관리 및 그에 의한 장해방어령에 의거, 관리

   가.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물질 수입, 판매, 사용허가 등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산업기관; 호남비료(주) 등 7 개소

       - 방사성동위원소 수입 판매업 기관; 서울원자력(주) 등 6 개 기관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취득 기관; 서울대 공대 등 32 개 기관

   

   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등 면허소지자 (1969. 6월 기준)

       일반면허 소지자; 183 명, 특수면허 소지자; 105 명, 감독면허소지         

자; 89 명 등 총 377 명

   다. 방사능 대책

       - 1962. 4. 27 방사능대책위원회 규정 제정(각령 제 720 호)

       - 1964. 10. 16 중공의 1차 핵실험시행에 따라 방사능대책 강화    

         

VII. 국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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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 별 IAEA와의 연구계약 액 (1963~1968)

연도 체결/갱신 건수 액(US$)

1963 4 15,750

1964 2/3 15,690

1965 3/4 23,750

1966 3/6 30,340

1967 3/5 30,800

1968 1/4 15,880

계 16/22 132,210

   1957. 7. 29. IAEA가 발족되고 우리나라에서도 IAEA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

어 IAEA와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짐.

  - 1957~1968 까지 매년 총 12 회의 IAEA총회에 참석 (이후 계속)

  - 일본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학술회의 등 각종 학술회의에 한국대표 

     파견(1961~ 1969 총 32 회 참석)

  - 국제 심포지엄 및 세미나;

    ․ 1966. 12. 18~21 ; 저명 핵 의학자 5 명 초청, 국제핵의학 심포지엄.

    ․ 1969. 2. 6~7; IAEA공동주최, IAEA전문가 초청, 식품조사 세미나.   

    ․ 1969. 6. 3; IAEA 전문가 초청, 방사선화학 세미나. 

  - 기술자문단, 전문가 초청

    ․ 1959. 6~ 1969. 5; 총 41 건의 자문단(연 인원 60 명) 내한

                (IAEA, 미국 Argonne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소 등)

    ․ 1960. 3~ 1969. 7; 총 20 건(연인원 20 명)의 전문가 초청 활용

                         (활용기관; 원자력연구소 및 여러 대학)

  - IAEA와의 연구 계약

    ․ 63. 3~ 68. 12; 총 16 건 (건당 연구비 평균; US$ 약 4,000/건)

     

  VIII. 원자력사업 추진을 한 미국의 재정지원

   

   가. 연구용원자로 건설보조

       수원 액; US$350,000 (총 건설비; US$732,000)

   

   나.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 설치보조

       - 수원 액; US$108,000

       - 원자력 청, 서울대 의대 등 총 6 개 기관에 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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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실험실 설치

   다. Argonne연구소와의 자매결연 

       - 1964~1968

       - 원자력연구소의 물자 수령액;US$39,175

          기술자문단(단기) 내한;  L.C. Teng 등 10 명

IX.  연구개발 내용 개요

   

    가. 물리학연구실

       - 투과시험법에 의한 중성자 단면적 측정

       - Ge 반도체검출기에 의한 열중성자포획 감마선 분광 연구

       - 4″ϕ Chopper에 의한 TRIGA Mark II 원자로의 열중성자 

          에너지 분포측정

       - Pulsed neutron technique를 이용한 중성자 흡수단면적 측정

       - Moessbauer효과에 의한 철 산화물의 감마선 미세에너지 측정

       - 열 형광선량계 연구

       - Spark chamber분해능 개량 연구

       - 핵연료의 X선 회절 및 분광학적 연구

   

    나. 화학연구실

       - 방사화학기술을 이용한 유기할로겐 화합물 합성 및 반응연구

       - 방사선중합물에 관한 연구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방사성화합물 합성

       - 방사화 분석, 무기금속원소 분석

   

    다. 생물학 연구

       - 악성조직에서의 transfer ribonucleic acid의 구조 modification 연구

       - 이종 적혈구에 대한 면역반응 분석 연구

       - 방사선조사에 의한  항원성 항체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생체막의 기능에 미치는 감마선 영향 연구

   라. 노공학 연구

       - 노심 내 중성자 속 분포측정 연구

       - 노심 parameter 결정 및 노심계산 방법 개발

       - 동력로 내 이상 열전달 및 구체로부터의 비등 열전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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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O2 세라믹연료의 성형가공 및 UO2의 fluorination에 관한 연구 

       - 방사성 폐액 및 방사성고체 폐기물의 효과적 처리 방안 연구

       - 원자로 출력증강 연구서비스

   

   마. 전자공학 연구

       - 원자로의 최적 제어에 관한 연구

       - 원자로 power density 측정에 의한 동특성 해석

       - 새로운 광역 span소자 연구

       - Low noise fast amplifier 개발

   바. 보건물리학 연구

       - 환경방사능 연구

       - 중성자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연구

       - 방사선원 표준화에 관한 연구

       - 방사성핵종 분석

       - 국산 방사선 차폐재료 개발

       - 방사선안전관리 및 방사선조사시설 운영

   사.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의 산업  이용

       

       - 중요성; RI취급 교육훈련, 국내 RI생산·공급, 5.16 이후의 산업개발 드  

          라이브 정책 등에 따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산업적 이용연구 과  

          제의 중요성 부상.

       

       - 주요 활동;

        

          · 1963 원자력연구소 내 「RI공업적 이용심의회」 구성

        

          · 최초 사업; 「충비 요소반응 탑의 혼합특성 구명」

         

          · 1965; 원자력연구소 내 「산업개발위원회」 설치; 현지답사에 의한 정  

            보 수집 결과 계측제어, 추적자, 방사선 조사 등 이용가능분야 확인

        

          · 1966; RI를 이용한 radiography개발 본격화; Ir-192를 이용한 

            radiography 장치 개발, 검사기술, 판독법 등에서 성과 이룸.

                    

          · 1968; radiography 안내문 전국 산업계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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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 한해대책과 관련, Na-24를 이용한 기흥저수지 누수 탐사

        

        · 1965;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 탐사법 개발

         

        ․ 1966;    ① Cr-51을 이용한 소류지 누수탐사

                   ② 대통령 지시로 예비비 320만원 의 지원을 받아 지하수

                      탐사장치 개발 및 실용보급 노력, 1967년 토지개량조      

                      합으로부터 의뢰된 지하수 탐사기기를 제작·인계

                   ③ Co-60을 이용한 묵호항 표사이동 조사

                   ④ 방사선조사에 의한 수정 착색, 기업화 연계

        

        ․ 1967;   ① 과학기술처 용역사업; 「국내 주요 생산공장에서의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가능성 조사」수행

                       (총 63 개 업체 조사)  

                   ② 부산 럭키화학공장의 β-thickness gauge, 삼양펄프공장   

                      의 level gauge등 수리 서비스 

                   ③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묵호항과 삼천포해역의 표사 이   

                      동조사보고서 발간 

        

        ․ 1968;    ① 원자로를 이용한 중성자 비파괴검사기술 개발

                   ② RI를 이용한 내연기관 피스턴 링의 마모측정 및 품질개량

                   ③ Ir-192에 의한 감마선 비파괴검사

                   ④ 방사선측정기의 국산화 연구 등 수행

                      점차 산업체와의 협동연구과제 추진으로 전환, 

                      원자력연구소 내 「산업개발위원회」 해체

     

          ... 자료 원  (I~IX) 「원자력청10년사」 및 박 익수, 「한국원자력창업사」,   

                                 ,과학문화사, 1999, pp. 154~159 

         ․ 1973. 9 ;  UNDP 자금(47만5천불) 및 정부 자금(3억4천만 원)으로 

대단위 방사선가공 시범사업 시행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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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창기 원자력연구소의 연구개발 동향의 변천

   

   - 종합과학으로서의 원자력; 원자력기술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과학기  

      술이 균형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 5. 16이후;「원자력원」이라기보다는「종합과학기술원」의 성격 띔.

   

   -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조직;

      출범당시 기초연구부, 원자로부, 동위원소부 등 → 1961년 물리학연구실, 화

학연구실, 생물학연구실, 원자로공학연구실, 전자공학연구실, 보건물리실 등 학문연

구 중심으로 바뀜(1959년 원자력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원자력사업 제1차 

5개년계획」과는 무관한 연구도 추진되었음).

   

   - 1959~1969의 11년간 물리, 화학, 생물, 공학, 농학, 의학 등 각 분야 대학  

      교수들에게 247 건의 연구보조비와 9 건의 위탁연구비 지급(표 1, 2).

   

   - 1959. 7. 15~18 「제1차 원자력학술회의」 개최 시 많은 정계인사 참석;   

      실제적으로 범국가적 과학기술회의 성격.

      당시 학술회의 목적;“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책을 합리적이고 실현성 있게  

      검토․모색하는 데에 있다”임.   

   

   - 1967년 과학기술처 발족과 함께 「원자력학술회의」는 없어졌음. 1966년 한  

      국과학기술연구소가 출범하면서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전문연구소로 복귀한  

      것으로 보임.

   ... 자료 원; 박 익수, 한국원자력창업비사, 김 동훈,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pp. 78~79

나. 주요 토의․발표 내용

1) 이 상수

   

 -  기 연구  TRIGA-II 연구용원자로의 출력증강 이야기

     

    ․ 당시 기초연구라고 한 것은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기초연구가 아니고 대부분 

응용연구에 가까웠음. 물리분야 연구도 대부분 응용연구였음.

     



- 22 -

    ․ TRIGA-II연구용원자로의 중성자속 도가 낮아 실험데이터를 얻기 어렵다는 

소내 연구관들의 의견에 따라 작고하신 김 동훈 박사와 의논하여 출력 증강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였음. 월남원자력연구소 소장 루반 토이가 내한 했었는데 월남원

자력연구소의 원자로도 같은 TRIGA-Mark II 형인데 열 출력이 150 kW라고 하

였음.  결국 우리 원자로의 출력은 계획한 대로 100 kW의 열출력에서 250 kW로 

상승시켰으나 그 이후  중성자속 도가 올라가서 실험데이터가 잘 나온다는 이야기

가 없었음. 원자로 상부에서 노심부위를 관찰한 결과 냉각 불충분으로 인해 냉각수

가 국부적으로 비등하는 현상이 관측되었음. 미국 원자로 design자체가 상당한 설

계상 여유를 두니까 출력상승이 가능하긴 했으나 노심냉각에는 문제가 있었음. 결

국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창기 방사선 이용과 련된 이야기

    

    ․  나무에 모노머를 침투시킨 후 감마선을 조사하여 강화목재를 제조하는 과제

를 수행하였으나 모노머 침투에 어려움이 있었고 방사선원이 약했으며 다른 여러 

가지 여건도 맞지 않아 결국 산업화와 연계시키지 못하였음.

   

    ․ 의료용품의 방사선 멸균과 식품의 방사선조사에 의한 저장 연구를 수행하였는

데 방사선조사 식품을 먹으면 병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

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하느냐는 여론에 려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정을 

착색하는 데에도 감마선이 이용되었는데 일부 업체에서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방사

선을 조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를 적극 단속한 적이 있었음.  

   

   ․ 과학원의 산학제 학생이 방사선조사실험 중에 과 피폭되는 사고도 있었음. 확

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과학원 학생은 결국 사망했음.

  

 - 원자력발  사업 주무부처 결정 경  이야기

    

   ․ 원자력발전 기술조사단으로 미국에 출장하여  USAEC에서 회의 중 원자로판

매 및 기술지원 등을 다 한국에 해주려는데 왜 한국에서는 제철공장 건설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 래혁 씨에게 보고

하였음.

  그때 경제기획원에 원자력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 장관)가 있었으며 

귀국 후 경제기획원에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원자력발전사업은 한전 측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하였음. 실제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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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에 한 미국의 지원 이야기

   

    ․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이 성장하는 데에는 미국의 지원이 컸다고 봅니다. 개중

에는 여러 가지로 못마땅한 점도 있지만 미국의 지원을 무시할 수 없지요. TRIGA 

Mark-II와 TRIGA Mark-III를 도입하여 운전하는 데에도 GE의 Whitmore씨 등

이 열심히 도와주었고 또 WH사에도 한국 원자력을 열심히 도와준 구스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 고 창순

 - 우리나라 창기의 핵의학  방사선의학연구소의 출범 이야기

  

    ․ 우리나라 핵의학은 미국, 일본 등 보다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음. 초창기에 우

리나라 정부의 지원이 컸음. 1959년 경 정부의 원자력분야 과제 총 234과제 중 

84 개 과제가 핵의학과 관련되는 과제여서 34 %를 차지했었습니다. 1959년도에 

원자력원에서 연구보조비를 받아서 서울대학 병원에서 방사성 요오드로 갑상선환자

를 치료한 것이 우리나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의료적 이용의 효시었습니다. 이후 

1963년도에 원자력연구소 생물학연구실에서 의학연구실이 태동해서 1964년도에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생겨 제가 초대 동위원소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1969년에 

다시 서울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 고리원  1호기 착공을 앞두고 주민설득을 해 일하던 이야기

   ․ 이 창건, 문 희성 등 몇 사람이 같이 팀을 이루어 주민설득 차 강연하고 다녔

습니다. 여러 번의 강연회에서 저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의료적 이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 재의 원자력의학원의 신인 원자력병원이 크게 성장 발 한 이야기

   

   ․ 1960년대 트레이서 스터디가 진단적 이용이고 방사선의 조사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치료적인 이용인데 1963년도 방사선의학연구소에 Co-60 원격 감마선조사 

치료기를 도입하여 이용함으로서 전국적으로 암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모여들었

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오늘날의 원자력병원이 암 병원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것입

니다.

3) 권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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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분야 훈련생 시   원자력연구소 근무시  이야기

    ․ 1958년도에 시험에 합격해 미국에 유학하여 육종학분야를 공부하고 1962년

도에 귀국하여 원자력연구소에서 처음은 임시직으로 근무. 1963년도에 생물학연구

실 근무 발령 받음.  연구과제 제목이 매우 광범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일하는 내용

도 매우 광범위했음. 당시에는 취직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선후배간의 우의도  매

우 두터웠었음.

  - 방사선농학연구소 창립 련 이야기

   ․ 창립배경 등; 당시 우리나라 식량사정이 좋지 못했음으로 정부에서는 식량자급

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었으며 원자력을 이용하면  놀라울 만큼 우수한 품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음. 그러나 출범한지 만 5년 되어 통폐합되면서 기초도 잡

기 전에 당시의 연구 인력이 흩어져 버렸음. 그래도 당시에 여러 악조건을 무릅쓰

고 열심히 연구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업적도 나름대로 쌓았다고 자부하고 싶

음.

  - 방사선농학연구소에서 연구하던 이야기

   ․ 품종개량 연구를 위한 감마 그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콩의 품질개량 연구를 했

음. 주로 내개삭 품종을 위한 연구였음. 한편으로 내냉성 벼 품종개량을연구도 수행

하였음.

    ․ 방사선조사에 의한 해충방제연구에서  해충을 없애려는 연구를 시행했음, 그

러나 그 해충의 방사선에 의한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육해야하는데 해충의 사

료를 구하기 어려워 실패한 경험이 있음.

  - 방사선농학연구소가 통폐합된 배경이야기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공업, 제조업 발전으로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식량

을 자체생산하기보다 공산품 수출로 얻은 외화로 식량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했던 것이 방사선농학연구소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한 원인의 하나라고 보고 

있음. 농산물은 현재에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자급되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 바이

오에너지 수요의 급증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식량위기를 예감할 수 있음. 눈앞의 문

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문제를 장기적 안목에서 생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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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 용규

- 5.16 혁명 이후 원자력분야에서 산업발전에 직접 기여하기위해 노력했던 이야기

   ․ 당시 군사정부에서는 원자력분야에서도 직접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희망하였음으로 연구용원자로의 가동을 계기로 생산되기 시작한 방사성동위

원소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1962년 기흥저수지의 누수

탐사를 방사성동위원소인 Na-24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는데 혁명정부에서는 이 시

범사업을 군인들을 파견해 격려하기도 하였음.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방사성동위

원소의 산업적 이용사례가 되었음. 

   ․ 1965년부터 약 3년간 우리나라에 한해가 심하여 농사에 큰 지장이 있었기 때

문에 혁명정부에서는 원자력연구소 측에 지하수를 탐사해 주기를 원하였음. 박 익

수 원자력 위원의 주선에 따라 제가 일본에 가서 방사능식 지하수탐사기법을 습득

해 와서 원자력연구소에서 거소적으로 장비를 만들어 탐사실험을 하였음. 이후 이 

기술을 수자원공사에 넘겨 주었음.

  ․ Co-60을 이용한 삼척항, 묵호항, 포철 항만부지 등의 표사이동조사를 실시하였

음.

  ․ 1966년도에는 「방사성동위원의 공업적 이용」이라는 보고서가 발행되었음. 몇 

가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시범사업 수행과 지하수 탐사기술 개발 등으로 혁명정부

에서는 원자력분야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의 효용성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하였고 이후 이 분야의 예산규모를 늘려 주었음. 

 ․ 1967년에는 우리나라 공업분야에서 방사선이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현황과 이

용 가능 세부기술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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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개발 수행결과 

   우리나라 원자력초창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하여 원자력 원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토의에 앞서 발표자나 또는 사회자가 일정한 주제를 발

표하거나 소개한 다음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포럼에는 원자

력 이용개발 초창기에 활동하였던 원로들 수 명을 선정 패널리스트로 참여시켰다. 

포럼참석자는 원자력초창기부터 참여했던 원로가 상당수였으며 그 이외에 현직 원

자력분야 각 기관 책임자들이었다.

   총 4 회에 걸쳐 토론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원자력안전 현황과 우리의 대응(부록 1)

  - 우리나라 원자력초창기의 전개과정 고찰- 인력개발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 원자력초창기의 전개과정 고찰- 원자력기초연구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을 중심으로

  -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부록 2)

     도출된 주요 화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 초창기 원자력연구원에서의 기초연구는 실상 진정한 의미의 기초연구가 아니

었고 대부분 응용연구.

  - 우리나라 최초연구용원자로인 TRIGA Mark-Ⅱ의 출력 증강(100 kW→

250 kW)은 노심냉각문제까지 고려하면 절반의 성공임.

  - 방사선조사에 의한 강화목재 제조, 식품조사 보전 등 방사선 이용연구를 추진

했으나 실용화에 한계가 있었음.

  - 원자력발전사업을 한전이 하게 된 간단한 경위.

  -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미국의 후원이 컸다고 봄.

  - 우리나라 핵의학 연구를 비교적 일찍 시작된 데에는 정부의 지원이 컸기 때문.

  - 방사성 요오드(I-131)를 써서 갑상선 환자를 치료한 것이 우리나라 방사성동

위원소 이용의 효시임.

  - 고리원전 건설을 위해 인근주민에 대한 순회강연에서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이 

안전하고 유용함을 역설

  - 방사선의학연구소가 Co-60 원격조사장치를 도입하여 암 치료에 이용한 것이 

오늘날 발전된 모습의 원자력병원이 되게 한 바탕임.

  - 방사선농학연구소가 탄생된 동기와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

  - 적은 연구비를 써가며 열심히 연구하던 곤충 웅성불임기술 및 실용화 실패담.

  - 필요한 식량을 공산품 수출로 메워나가게 되면서 식량자급 필요성 퇴색이 방

사선농학연구소의 폐쇄와 무관치 않았음. 그러나 우리나라 식량자급문제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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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이슈임.

  - 방사선농학연구소 재직 때 콩 품종개량 연구에 관련된 이야기

  - 5. 16 혁명직후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실질적인 산업발전에의 기여를 정부가 요

청해왔음으로 연구용원자로에서 생산되는 방사선동위원소를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음.

   ᆞ Na-24를 이용한 기흥저수지의 누수탐사 (1962)

   ᆞ C-14를 이용한 충주비료공장 요소 반응탑 내 원료혼합특성 조사 (1964)

   ᆞ 상동광산 갱내 수 유입경로 탐사 (1964)

   ᆞ 방사능 식 지하수 탐사법 개발 (1965~1967) 및 이에 얽힌 이야기

   ᆞ Co-60을 이용한 묵호항, 삼척항, 포철 항만예정지 등의 표사이동 조사

      이러한 시범사업 수행을 통하여 정부의 신뢰를 얻고 예산상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

  - 방사성동위원소의 공업적 이용 보고서 발행 (1966)

   ᆞ RI 게이지, NDT 등 기술지도

  - UNDP project에 의한 대단위 방사선조사시설 설치 및 시범사업 (1970~  )

  - 원자력초창기에는 많은 국민이 원자력에 대한 기대가 충만해 있었으며 원자력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였음

  - 초창기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로공학 등 기초연구를 많이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답변

  - 초창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입 통관과 관련된 이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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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과제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원자력초창기의 전개과정고찰

에서 2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2개의 추가 주제는 주제선정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선정한 후 원자력원로포럼에서 발표ᆞ토론하였다. 따라서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본다.

    본 과제를 통하여 밝혀진 역사적 자료를 앞으로 원자력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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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 수행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 등은 앞으로 원자력기술의 연구ᆞ개발 추진

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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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기술정보

1. 대표적 대형 국제협력과제 개요

   최근 에너지 고갈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대형 국제협력과제가 제안․추진되고 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원자력이용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혁신적 원자력발전 시스템의 개

발이 필요한데서 비롯되었다.  

 과제 제안의 배경 및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음의 3 개 대형 국제협력연구 과제의 윤

곽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대형 국제협력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2006년 7월 16일 발표된 세계에너지 안보

관련 성명에서 원자력 이용계획을 갖고 있거나 검토 중인 국가들은 원자력이 세계에너

지 안보에 기여하는 한편 대기오염 감소 및 기후변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임을 믿고 

있다고 G8그룹 국가들이 밝혔다. 러시아 상트 뻬떼르브르그에서 모인 G8은 제 4세대

국제포럼(GIF) 및 IAEA의 혁신적 원자로․연료사이클 관련 국제프로젝트(INPRO)에 의

한 개발노력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밝혔다19).

가. GIF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 미국 주도 과제

   - 우리나라 등 11개국 참여(현재 회원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Euratom, 

프랑스, 일본, 남아공, 한국, 스위스, 영국, 미국 등)

   - 내용; 미래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

기 위해 대중적 지지와 경제성, 안정성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제 4세대 원자로

를 개발한다. 

2030년까지 상업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제 4세대 원자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

해 2000년 1월에 창설되었다. GIF는 초고온로 및 초임계 수냉각로를 포함해 개발이 가

능한 6 가지 기술개념들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제와 관련 최근 러시아도 차세대 원자로 시스템개발 국제협혁과제(GIF)에 참

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20).

나.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 2001년부터 시작된 국제협력과제, IAEA 주관, 러시아  등 제안

   - 회원국; 우리나라 등 13 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 한

국, 러시아,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터기, 유럽연합 등)

   - 내용; 혁신적 원자로 및 핵연료 사이클 관련 국제프로젝트

   - 최근 일본은 IAEA주관 INPRO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공식가입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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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NPRO의 옵저버였다21).

다.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 IAEA 지원

   - 미국, EU(프랑스 등),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 등 7 개국 참여

     미국이 10여 년간 많은 기여를 했으나 현재는 다소 물러난 상태임.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이 참여하여 협력연구가 강화될 전망임.

   - 내용; 개발협력 하에 추진하는 국제 열․핵융합로 과제이며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실현을 위한 최종 공학적 실증단계 연구를 위한 것임. 2015년 장치건설 완공과

     열출력 500 MW 및 에너지 산출배율 10 이상(Q 〉10)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는 ITER참여를 통해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22).

   

2. 대형 국제협력과제 관련 최근 정보

가. 미국 IAEA의 INPRO계획에 참여하기로

    미국은 INPRO-GIF 간 협력강화 합의에 따라 IAEA의 혁신 형 원자로․연료사이클 

개발 국제 프로젝트인 INPRO에 참여할 것이라고 2005년 9월 30 일 종료된 IAEA 총

회에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INPRO의 24 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INPRO와 GIF는 회원자격과 목표가 일부 중복되는 유사한 이니시어티브로 간주되어왔

다.  INPRO는 원자력에너지의 도입이나 확대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각자 자국의 사정에 가장 적

합한 원자력기술을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도울만한 많은 평가연구

도 IAEA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GIF는 2030년까지 상업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제 4

세대 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3)

나. 인도; ITER 및 GIF 계획 참여 의향 표명

    인도원자력위원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보낸 2005. 8. 8 일자 서신에서 일부 

참여국들이 계획한 내용에 필적하는 실질적 기여를 포함, 완전한 파트너로서 ITER 계

획참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한편 인도의 싱 총리는 2005. 7. 29일 인도의회에서 ITER 및 GIF에 인도를 포함시킬 

목적으로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키로 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력부족이 인도의 발

전을 위한  중대 장애요인이지만 미국이 인도에 대한  원자력과 첨단기술 제공 관련 제

재의 철폐 및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4,000만 

kW 전력생산 목표는 달성가능하다고 하였다.

    

   ITER은 이 계획에 대한 EU의 유치후보지인 프랑스의 까따라슈에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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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등 회원국은 앞으로 45억 7천만 유로(미화 

55억6천만 달러)로 추산되는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현재 GIF회원국은 아르

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유럽원자력공동체, 프랑스, 일본, 남아공, 한국,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이다. OECD와 IAEA는 참관 회원(permanent observer)이다.

다. 일본  국제핵융합에너지연구센터 건설키로

    일본의  ITER 계획추진 검토회는 ITER연구개발 관련시설을 건설할 방침이라고 한

다.  즉 국제핵융합에너지연구센터 건설과 새털라이트 토카막(satelite tokamak) 장치 

改修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핵융합재료조사시설 건설비는 1,000억 엔이나 되어 일

본과 유럽의 총 예산(920억 엔)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공학설계활동 만을 계획

하였다 한다. 핵융합에너지 이용의 조기실현과 인재육성 등 공헌에 대한 기대로 프로젝

트의 실시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TER의 시험연구는 국제협력으로 효율 있게 시행하며 운용에서는 국내프로젝트와 

국제협력프로젝트와의 운전시간 조정, 경비부담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ITER에 대해서는 EU의 관심도 매우 높으며 조사데이터의 수집이나 비용 분담뿐만 

아니라 공학설계와 요소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관리나 국제협력 등 폭 넓은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15)

3. 원자력연구개발 및 원전 국제시장 관련 정보

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발족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등 두 법인이 통합된 일본원자력연구개

발기구가 2005년 10월 1일 발족되었다. 철저한 안전 확보와 지역공생을 전제로 사업의 

선택과 집중, 활력 있는 사업전개를 목표로 한다. 이 통합은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의 일

환이다. 직원 수 4,400 명, 2005년도 총 예산 1,911억 엔, 일본 내 독립행정법인으로

는 최대규모이다. 원자력의 기초연구로부터 프로젝트 형 실용화 연구까지를 총 망라하

는 일본 내 원자력 종합연구기구이다. 차세대 연구개발시스템과 핵융합연구개발 부문 

등 9 개 부문을 두고 각 연구개발 거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집약,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과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14)

나.  일본 원자력산업- 1만~10만 kW급 경수로 개발키로

   일본의 히타찌제작소와 미쓰비시중공업(주)에서는 1만 ~ 10만 kW급 초소형 경수로

를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런 소형 경수로에 연료를 장전하면 10년 단위로 연료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과 보수 간격이 길어서 송전선망이 미비 된  국가나 島嶼國家 또는 

공업단지 등 독립전원으로의 이용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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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소형원자로에서는 증기를 도출하는 방법의 가변성에 따라 발전 이외에 극

한지역 등 난방이 필요한 지역에 열원(증기나 고온수)을 직접 공급하게 할할 수도 있

다.  기존 PWR처럼 약 290 ℃의 증기에 의해 터빈을 돌려 발전하고 여기서 배출된 

150~180 ℃의 고온수를 미 이용 바이오매쓰로부터 아미노산이나 메틸알코올을 만들어

내는 자원정제 (resource refining)나 축열용 열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 

이후 배출되는 증기온도는 90~120 ℃임으로 다시 난방이나 다른 열 수요를 위해 이용

될 수 있다. 히타찌제작소는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이며 국가프로젝트로 공모가 있으면 

즉시 응모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나트륨 냉각 소형 고속로(4S, 열 출력 10만 kW)는 도시바와 전력중앙연구소 

공동으로 개발,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중이다.17)

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주), 미국 웨스팅하우스(WH)사 매수

   미쓰비시중공업(주)은 영국핵연료공사(BNFL) 산하의 미국 원자력플랜트 메이커인 

WH사를 매수하였다. 

미쓰비시중공업(주)는 원래 WH사의 가압경수형 원자로(PWR)기술도입과 원자력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양사는 중국의 원자력안전도 관련사업도 공동으로 전개해 왔다. 프랑스

의 프람아톰(Framatomme)사도 매수 후보로 나섰지만 결국 공개입찰과정에서 일본으

로 낙찰되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원전 건설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2020년까

지 30 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미쓰비시중공업(주)와 WH사는 그 동안 중국

의 원자력발전 신설사업에 공동으로 입찰해 왔다. 일본정부도 미쓰비시중공업(주)과 

WH사의 미․일 연합의 수주활동을 전면 지원할 방침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이

번의 국제입찰에서의 미쓰비시중공업(주)의 WH사 매수는 앞으로 원전분야 국제시장 

판도에 중대변화를 예고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고 본다.16) 

   실제로 중국의 원전건설 입찰에는 여러 나라 업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프라아

톰과 러시아기업도 경쟁대상들이다. 특히 프람아톰사가 WH사를 매수하게 된다면 미쓰

비시중공업(주)는 한층 더 강해진 상대와 경쟁해야 한다. 일본 내 원자력산업은 현재 

휴면상태에 있고 대략 2030년 이후라야 원전 플란트의 교체시기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으로 그 동안 미쓰비시중공업(주)는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이번 WH사 매수를 결정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본다.

   한편, 일본 내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히타찌와 기반기술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

여 협력관계에 있으며 활발한 기술교류를 하고 있는 등 국내 업체상호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에 맞서려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라. 미쓰비시중공업, 미국원자력 시장에 APWR 투입계획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에 170만 kW급의 최신형 가압경수로인 US-APWR을 투

입하기로 하고 인허가 및 수주활동을 위해 100 % 출자한 현지법인 “MHI원자력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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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즈(MNES)”를 7월 1일부로 워싱턴에 설립․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US-APWR은 

일본원전 쓰루가 3, 4 호기(준비공사 중, 153만 8천 kW)용으로  APWR을 기준으로 

개발한 것이다. 세계최고수준의 열효율과 대용량화에 의해 경제성이 향상된 플랜트이다. 

앞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형식증명을 2011년까지 취득하고 첫 호기의 수

주도 목표로 하고 있다23).

  마. 아레바, 우라늄 농축 신 공장 건설추진

     프랑스의 원자력 관련 대형 회사인 아레바는 동 그룹 내 아레바NC(구 코제마)가 

추진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원심분리법을 도입, 신 공장을 건설하

여 2009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심분리법은 아레바NC가 현재 채용중인 가

스확산법에 비해 가격과 안전성에서 우수하다. 아레바그룹 안에 있는 아레바NP(구 프

람아톰)은 원자력플랜트 사업을 세계적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농축우라늄을 저비용으

로 제조․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해 핵연료비즈니스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24).

      

  바. 중국 원전시장에 대한 세계 메이저들의 경쟁

     프랑스는 유럽형 가압경수로(EPR)을 주력 모델로 선정, 프람아톰 사와 지멘스가 

통합돼 출범한 “아레바”를 내세우고 있다. EPR은 유럽사업자 요건(EPR)에 부합되도

록 개발되었고 이미 프랑스는 자국 내 원전의 상당부분을 EPR로 대체할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나아가 프랑스는 앞으로 EPR을 미국의 표준원전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고 

2008년까지 미국원자력위원회에 설계승인신청서를 제출하려 준비하는 한편 중국시장진

출도 한층 서두른다. 중국의 제 3세대 원전 4 기의 입찰에 참여, 불리한 상황 타개를 

위해 반격 중이며 경쟁사인 WH사(현재 미쓰비시에 매각됨)를 의식, 중국 정부가 요구

하는 기술이전에도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WH사의 세계시장 주력 노형은 신형 가

압경수로인 AP-1000이며 중국 입찰에서도 이 노형을 내세웠다. 이 노형은 2004년 미

국원자력위원회에서 최종 설계승인된 것이며 기술, 안전, 건설 등에서 단순화를 추구한 

것이다18).

  원전산업을 위한 세계시장에서의 각축전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격렬하다. 원천기술 

보유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배경, 기초기술의 우월성, 신뢰성과 전망, 유

지보수의 용이성, 정치적 배경 등이 엉켜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요소라도 

미약하면 국제경쟁에서 불리해 진다. 수 개 유사업체의 연합이나 제휴가 필요에 따라 

단기간에 세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사. 원전기술 수출관련 해외시장 조사․분석

   우리나라 원전기술에 관심을 보여 온 수 개 원전후발국가(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루마니아 등)에 대한 시장 조사․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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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 중국은 많은 인구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2020년까

지 대략 1,000 MW 급 원전 30 기의 건설(약 50조 원 규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신형원전시장 국가임.  

   - 중국은 그 동안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원천기술이 아니라며 한국형원전 도입을 계

속 미루어왔음. 중국은 여러 정황을 고려한 끝에 미국의 신형 원자로 도입을 선택

하였음. 

   - 앞으로 10년간 계속될 추가발주 30여 기에서 우리나라가 일부 수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함.  

   - 전망 이유; 

       ․ 앞으로 경제성과 성능이 검증된 한국형 원전이 분명 돋보이게 되어 중국은 우

리나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으로 봄. 한국형 원전은 짧은 건설기간, 적은 고장

률, 높은 안전성에 따른 높은 가동률 등으로 건설․운영 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성이 우월함.

      ․ 원천기술 보유 여부도 한전-WH사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의 여타 원전 

수주 나아가 남아공, 루마니아 등에도 접근할 수 있다고 봄. 

   - 원전플랜트를 패키지로 수주 받지는 못하였으나 최근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주)이 

중국과 LOI(letter of intent)를 체결, 한국형 발전용 원자로 2 기, 증기발생기 4 

기 등 총 3억 5천만 불(약 3,200억 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우리나

라 고유 원전의 세계시장 진출의 물고를 터놓았음.

   - 한수원 측은 그간 중국의 원전인력 훈련, 기술 지원, 자본투자 등 분야별로 협력

을 추진하며 플랜트 수출기반 조성활동을 강화해 왔음.

2)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이면서도 2006년 석유수입국이 되었

음. 연간 산유 량은 1995년 160만 배럴에서 2004년 108만 배럴로 줄어들었음. 산유 

량은 OPEC의 1일 산유 량인 142만 배럴의 70 % 수준에 머물고 있음.  채유장비 노

후화와 채유투자 부진이 그 이유임. 

   -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발전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100만 kW급 원전 4 기의 건설을 추진 중이며  2016년 1 호기

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6년 한전과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 간에 원전건설협력 양해각서 

(MOU)가 체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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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측은 그간 인도네시아 측과 원전도입타당성조사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며 

한국형 원전 OPR1000 의 수출기반을 다져왔음.

   

3) 베트남

   ○ 베트남은 2000년 이래 원자력에너지 이용개발을 서두르고 있음. 베트남은 2018

년까지 1,200~1,800 MW 급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해 왔음.

    - 베트남 정부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을 조사 중이며 수 개 후보지를 잠

정적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임. 전문인력 양성, 관리기구 수립, 관련법규 제정 등

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임. 부족한 전력난 타개를 위해 정부 내 복잡한 의견

수렴절차와 재정난 등으로 원전건설을 위한 최종결정이 계속 지연되어 왔음.

    - 현재 원자력 국가조정위원회가 정부에 원전건설 타당성 조사서를 제출하는 단계

에 있으며 그 계획에 따르면 600 MW급 원자력발전소 2~3 기의 건설을 위한 

투자 자본금이 18억~20억 불이라고 평가하고 있음25).

    -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선진국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

고 있음.

      ․ 일본 경제무역산업성은 베트남에 대한 기술지원 정부예산을 반영하고 2006년 

4월부터 전문가 파견, 원전건설 입법지원 등을 위한 베트남 연구진의 방문연구 

를 돕고 있음. 

      ․ 프랑스는 2006년 10월 하노이에서 심포지엄을 개최, 베트남에 적합한 노형에 

대해 토의하였음.

      ․ 중국도 베트남과 기술협력협정을 체결, 기술적 지원을 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1996년 11월 베트남과 원자력연구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음.

      ․ 한수원 측은 2005. 4 이래 베트남의 원전관련 인력양성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음 (2008. 2월까지 계속 수행 예정) 또한 원전관련 세미나, 전람회 개최 등

으로 사업개발 활동을 강화해 왔음.

4) 루마니아

   ○ 루마니아는 1980년대 초 CANDU형 발전로 5 기의 건설을 추진했으나 1991년 

자금난으로 건설을 중단한 바 있음. 최근 체르나보다(Cernavoda) 원전 3, 4 호기의 건

설(공사규모; 약 2조7천억 원)에 착수할 계획을 추진 중임.

    - 체르나보다 원전 3, 4호기; 2013~201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루마니아 정부의 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한수원의 참여방안을 결정할 것임.

    - 2006년 한수원-루마니아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발전기술 및 정보교환에 관한 협

력협정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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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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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글로벌 원자력 안전동향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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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로벌 원자력 안 동향과 우리의 응

연사 :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신원기 원장

일시 : 2006.12.11   12: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신원기 :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원

기입니다.

오늘 ‘글로벌 원자력 안전 동향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원자력계 여러 선

배님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임용규 박사님께 감사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제가 원자력안전아카데미로부터 부탁 받은 발표 주제는 우리나라 원자력 이

용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은 

글로벌 규범화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와 무관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하여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인 신인도와 함께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원자력 안전 동향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세

부주제를 정하여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들어 아시아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크

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관련 여건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활용

하여 지속적으로 국력을 배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원자력의 역할

을 정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제반 원자력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망과 함께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분석하여 설명드리고 안전성 확보 관점에서 규제 측의 새로운 접근

방법, 대응방향 및 정책방향 등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자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TMI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로 침체되어 있던 원자력산업이 세계적으로 재인

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비단 고유가의 지속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 이외에도 

안전기술의 발전으로 가동원전의 안전성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합

니다. 

여러 나라에서 원전을 재건설하기 시작하였고 원자력사업을 시작하려는 나

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20개 부지의 30기 이상의 

원전을 건설할 의사를 전력회사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 가동 중인 원전 외에 2020년경에 20기를 추가로 짓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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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한 제3세대 원전인 EPR1600이 최초로 핀란드 

Olkiluoto 원전부지에 건설될 예정으로 있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원자력사업이 다시 부흥기를 맞고 있는데 중요한 특징은 원자로

개발의 국제공조와 정치화이며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핵

비확산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노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IAEA를 중심으로 하는 INPRO, 13개국의 컨소시엄도 추진중인 Gen-Ⅳ 개

발 그리고 핵융합 실증의 ITER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핵비확산성 보장 관점에서 사용 후 핵연료 및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

해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AEA의 MNA, 미국의 GNEP 등은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우

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GNEP에서 제안한 원자력발전소의 지속적 도입,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 등 7개 핵심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원자력환경변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원자력 안전 동향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원자력개발이 국제공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듯이 안전분야에서도 글로벌화가 

트렌드입니다.

원자력안전협약 등 다양한 국제규범이 발효되어 회원국의 안전의무가 강화

되고 있고 다국간설계인증프로그램과 노형중립규제체제의 개발, EU 국가간 안

전기준 조화를 위한 평가 등은 규제기준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

습니다. 

강화된 국제규범을 충족하기 위해 규제체제를 정비하는 나라가 늘고 있으며 

자국의 규제효과성 점검을 위해 IAEA의 규제평가서비스인 IRRS를 실시했거나 

신청 또는 계획 중인 나라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의 활동강화 외에도 INRA, WENRA 등 규제자간 협의기구의 

발족을 통한 협력 강화도 중요한 경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안전 동향의 두 번째는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관리문제입니다.

더욱 발전된 안전성 평가기법 덕분으로 설계수명을 초과하여 운전이 가능함

을 확인하게 되었고 가동중인 원전의 출력을 크게는 20 %까지 증강할 수 있

게 되었지만 가동원전 활용도 제고에 따른 안전성 평가수요가 크게 늘어나 규

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향은 새로운 규제기법 개발과 지식경영입니다.

리스크정보 활용 등 새로운 규제기법이 도입되어 규제의 효율성 증진을 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전문화는 규제검사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정도로 중요한 

안전성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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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지식전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인

적자원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향은 원자력 방호의 강화입니다.

9·11테러사건 이후 국제기구는 핵테러 억제를 위해 강화된 규범을 내놓고 

있으며 원자력안전과 물리적 방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

다. 

다섯 번째 동향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원전운영회사와 규제기관의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규제조직에 대한 대중신뢰 확보를 위해 워킹그

룹을 구성한다든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OECD, NEA, CNRA

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원자력환경변화와 세계원자력 안전동향 분석을 마치고 이들에 기초한 

우리나라 규제분야의 대응태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안전문제는 기술공학적 안전 외에 국민들의 체감안전과 글로벌안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헌장, 원자력정책성명 등을 통해 제시된 최상의 안전수준 유지 

등 4가지 안전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안전, 체감안전, 글로벌안전 등 3가지 

안전성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술공학적 안전부문에서는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와 함께 규제의 과학

화, 합리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를 2001년부터 도

입하여 전 원전에 대해 시행해 오고 있고 이 제도를 발전시킨 계속운전허가제

도를 지난해 도입하여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에 적용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사고 등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해 실전적 방재체제

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IT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웹기반 도구들을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AtomCARE는 정부의 혁신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 원자력 활동으로 인한 우리나라 방사능

의 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망의 확충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대응과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발표 후에 별도자료로써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규제의 합리화관점에서 리스크정보 활용규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원전 

정기검사에 리스크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리스크 및 성능정보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잘하는 원전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등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PSA결과를 활용한 성능목표 설정을 통하여 정량적 리스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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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안전정보의 공유 계승과 규제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KINS 내에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인·허가 심사과정 등을 추적할 수 있

는 규제업무의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AEA개념에 기초한 규제분야 품질경영 추진으로 규제품질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안전분야 대응방안입니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미래 노형 개발에 대비하여 다국간설계인증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핵융합로 개발에 대비한 규제체제 개발로 추진중에 있

습니다. 

핵비확산성 보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의 참여방안과 

사용 후 핵연료처분정책이 수립되겠지만 관련 규제 개발도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원자력국이 국제규제자협의회인 INRA에 가입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규제정책 및 공조방안을 제안하게 될 것이며 각종 국제협약에

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추진해 온 원자력 후발국 규제요원들의 기술전수프로그램을 더

욱 확대하여 동북아중심 역할 외에 우리나라 기술의 해외진출을 간접 지원하

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의 체감안전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원전부지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포럼 등 토론 기회를 확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년 규제에 대한 인식도조사를 수

행하고 추이를 분석하여 인식도 향상 방안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안전, 글로벌안전 및 체감안전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

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인 계획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향후 규제수요를 예측하여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계획적인 투자를 통해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수립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지난해 “First KINS 2010”이라고 불리는 혁신비

전을 수립하여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가 5년 계획으로서 수립 중

인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서 안전규제종

합계획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이행계획들도 개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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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원자력안전헌장으로부터 안전정책성명, 규제종합계획, 연도별안

전규제정책방향으로 이어지는 안전정책 상하연계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안전규제종합계획의 추진과제입니다.

4개의 안전정책목표에 대해 총 17개의 정책방향과 48개의 이행과제가 제시

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종합계획에 따라 2007년도에 추진하게 될 세부추진과제들입니

다. 총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주 12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글로벌 안전동향분석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방안들을 중장기계

획에 포함시켜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장래에 해소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도전과제는 인적오류 등에 의한 사고고장 방지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고장 건수를 몇 년간 분석해 보면 인적 실

수에 의한 고장건수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이행중인 리스크정보 정기검사를 조금 더 발전시

켜 인적실수를 안전중요도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기검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분기별로 평가를 수행하여 게시하고 있는 11개 안전성능지표를 안

전문화, 인적조직, 성능분야로 확장하는 소위 종합안전성능지표 개발 적용도 

하나의 방안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층방어, 종합안전영역 등으로 확장한 안전성능지표의 예를 보여주는 것으

로써 지표감시를 통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안

전실수 등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과제는 리스크정보 활용규제의 발전입니다.

PSA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개입되어 있어서 리스

크정보는 규제의사결정의 보조수단으로써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PSA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현재의 단순한 리스크정보 활용에서 벗어

나 인·허가의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운영중인 리스크정보 활용단계가 리스크정보 기기등급 분류

를 포함하는 설계중심 적용단계를 넘어서 설계기준 사고 산정 시 리스크정보 

활용 등 인·허가 활동 전반에 리스크정보를 폭넓게 활용하는 단계로의 발전개

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과제는 증대하는 인·허가 수요대비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동원전 수는 2016년경에는 28기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계속운전, 폐로 등의 심사수요를 고려

하면 매 5년도로 평균 15건 이상의 대형심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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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규제요원 수가 대폭 증가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심사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방법의 개선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즉 KSMP, OPR 등 동일설계를 사용하는 다수 기 심사를 각 원자로별로 따

로 심사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다수 기에 대해 공통되는 부분을 한 건으로 하

고 호기별 차이부분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인·허가 심사 시 규제자원

의 절약을 추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도전과제는 통일대비 북한 원자력시설 안전성 확보문제입니다.

북한에는 현재 영변에 위치한 5 MW급 GMR(Graphite Moderated 

Reactor)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공장 또 다수의 원

자력 우라늄 농축공장이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북한의 상황이 나아지면 북한 내 원자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남북한 협력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KEDO사업을 통해 북한 규제요원 훈련을 실시한 경험을 KINS가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급격한 상황변화에 의한 

통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

다. 

다섯 번째 도전과제는 한·중·일 3국 안전협의체 구성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시점에 3개 국가들의 원자로 수가 100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국 원자로 사고는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서유럽규제자협의체 WENRA 등의 활동을 참고로 3국 지역안전협의

기구를 발족하여 유사시 공동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

다. 

이상 말씀드린 도전과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

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 원자력산업의 재도약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새로운 사업

과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기술 및 규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정보 활용규제 

등 규제의 효율성, 효과성 개념이 도입되고 안전과 방호의 통합에 의한 종합적 

리스크관리와 글로벌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협력과 조화, 공학적 안전

과 국민의 안심과 만족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적 안전성 확보추세와 우리 고유 환경을 고려하여 구축한 

안전정책체계 하에 안전규제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예측되는 환경

변화와 국제수요를 고려하여 진흥종합계획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안

전규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7년도 안전규제 정책방향을 통해 단기과제를 추진하여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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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도전하는 과제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하

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글로벌 리더십과 원자력안전성 확보

를 위한 규제기관의 Initiative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수고하셨습니다. 

북한핵 실험에서 크립톤하고 제논 나온 거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신원기 : 지금 말씀드릴까요? 질문을 먼저 받을까

요?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지금 얘기하고서 질문을 받으

면 되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신원기 : ‘북한핵 실험관련 환경방사능 감시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비상체계 운영현황과 감시결과 그리고 향후대책 이런 순으

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올해 10월 9일에 북한이 지하핵실험

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실험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저희들이 어

느 정도 신문지상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통해서 통고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게 

마침 묘하게 추석하고 바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안전기술원하고 

정부에서는 추석 전에 이미 핵실험에 대비한 비상체계로 돌입을 해 가지고 추

석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상근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리고 또 핵실험 끝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

적으로 판단할 때 핵실험에 의한 효과가 없어졌을, 완화되었을 거라고 하는 시

점까지 저희들이 어떤 activity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간단히 요

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방사선 감시를 위해서는 두 가지 체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이 아닌 평상시에 운영하는 방법과 비상시에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를 나누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간감마선량률 

측정 관련되어서는 평상시에 15분 간격으로 측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비상사태

가 만일 돌입할 경우에는 2분 간격으로 공간감마선량률 계측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부유진이라든지 빗물 등에 대해서도 측정주기를 단축을 해 가지고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기술원의 중앙측정소 하

고 또 전국에 주요지역에 있는 12개 지방측정소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핵실험하는 과정에서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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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염되지 않느냐 이런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기술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설령 지하수가 흘러온다 하더라도 하루에 1미터를 흐르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풍계리 핵실험한 데서부터 휴전선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천

년이 걸린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기 때

문에 휴전선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파주, 철원, 고성에 지하수를 채취를 

해 가지고 매주 단위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통해 가지고 낙진이

라든지 아니면 그 풍계리에서 하천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동해를 오염시켰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럴 경우에 동해에 혹시 오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

에 대한 측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수 및 퇴적물에 대해서 해수는 강릉 등 네 개 지역 그 다음에 퇴

적물은 동부, 북부 해역에 대해서, 퇴적물에 대해서 측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전기술원에서는 이동감시차량이 있어 가지고 감시차량 내

에 전배타 감마측정기라든지 공간감마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감시 차량을 운영을 해서 휴전선을 따라서 통일전망대로부터 강화도까지 

2회에 걸쳐서 샘플링하고 샘플링하는 동시에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감시기도 2 개소를 더 증설을 해서 통일전망대하고 도라전

망대에 다시 설치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비상체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 지방측정소에 감시기가 있고 

또 그 외에 토탈 38개 지역에 무인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개 무인측

정기가 있어 가지고 총 38개소에서 감마선량률을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감마선량률에 대해서는 38개 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을 통해 가지고 측

정해 본 결과 10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백령도의 경우 한 시간 평균값 변

동범위가 7.45μR/h, 속초인 경우 23.92μR/h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전

체적으로 볼 때에는 환경방사성 준위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 수준에서 아래위로 움직이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감

마선량률에서는 핵실험의 영향을 볼 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기의 부유진, 그러니까 만일 핵실험을 했을 때의 낙진, 방사선 핵분열생

성물이 공간으로 날아가서 그것이 낙진형태로 해서 떨어지는 것을 가정을 해 

가지고 대기부유진에 대해서도 전베타 분석과 감마핵종 및 방사성옥소 분석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베타 분석도 변동범위 이내에 있었고 감마핵종 및 방사성옥소 

분석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대해서도 그간에 몇 번에 걸쳐서 강릉을 위시해서 몇 군데에서 강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수 결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측정소에서 측정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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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베타 방사능 분석도 변동범위 이내이고 감마핵종 분석도 인공감마핵종

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도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전혀 인공방사성 핵종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에 대해서도 해수를 감마핵종 분석을 하고 또 세슘 등 분석을 했습니다

마는 세슘에 대해서만 미량이, 그것은 항상 세슘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세슘137은 옛날에 중국에서 핵실험했을 때 그때 핵실험한 잔존물인 것 

같습니다. 세슘이 상당히 그 반감기가 3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슘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슘 이외의 인공방사성 핵종은 검출

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적물에 대해서도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북한핵실험에 의해서 우리나라 환경에 미치는 방

사선 영향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 만일 저희들도 이제는 제2차 핵실험도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까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 

급진적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그것도 우리나라와 접해 있는 

중국의 동해안 쪽으로 발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중국

의 원자력기술수준, 운영수준이 저희들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

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중국에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 기회에 같이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서는 11월 30일까지 완화감시 후에 평상시 감시프로그

램으로 지금 현재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방사능 추가조사를 실시했습

니다. 이것은 이번에 공교롭게 10월 9일 이후에 국정감사하고 겹쳐 가지고 국

정감사 과정에서 심재엽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께서 동해 어민들의 방사선에 

의한 영향, 이것으로 인한 장사 등 경제적 타격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

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해수라든지 또 동해에서 나오는 어류, 해류, 

해조류 등을 채취를 해 가지고 감마핵종 분석을 수행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국가 환경방사능감시망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

구밀집지역인 수도권하고 최전방 지역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

에 서해도서지역을 따라 가지고 서해도서지역에 자동감시망을 설치할 그런 예

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휴전선 근방에 4개소를 먼저 임시로 설치를 하고 

2007년도에는 23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총 78개를 추가로 설치를 해 가지고 총 우리나라의 

106개소의 방사능감시망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장비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지방측정소에 공기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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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 및 방사능 분석시스템, 자동시스템을 배급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

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6개, 2009년 이후에는 12개 지방측정소 모두에 

설치·운영할 예정이고 해양방사능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박에다가 실을 수 

있는 이동형 감마방사능측정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공기부유진 채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의 해군하고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지하 핵실험 탐지를 위해 제논장비를 올해 지금 현재 구입신

청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KINS, 아마 그 구입을 한다고 구입을 하면 그

것은 주문자 제작이기 때문에 내년 한 8월 정도가 돼야 전체 제작이 되어 가

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논분석장비를 도입예정에 있고 또 KAERI에서는 별도 연구

를 위해서 제논, 크립톤 동시분석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확대하면 도서지역에다 쭉 좀더 전진 

배치할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거의 90% 이상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제

논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때까지 제논측정장비를 보완을 하지 않

았습니다. 상당히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10억원 이상의 고가품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논장비를 저희들이 보유하지 않았는데 그런 불찰로 

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스웨덴에서 

SAUNA장비가 되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제조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SAUNA

라든지 미국에서 만든 ARSA라든지 프랑스의 SPALAX라든지 이런 장비들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그래도 SAUNA 스웨덴에서 만든 장비가 제일 성능이 우

수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SAUNA 장비를 지금 현재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가방사선/능 종합감시시스템을 조금 확장을 했었습

니다. 그래서 여기 감시시스템 강화 쪽으로 나온 것이 지금 현재 노란 쪽 표시

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는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시, 또 주변 원자력 시

설주변 환경방사능 감시 또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만 집

중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핵실험 검증 몇 환경방사

선 정밀감시시스템 구축시스템을 하나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첨단감시기를 확충한다든지 극미량 방사능 분석

기, 그러니까 질량분석기를 확보한다든지 또 핵실험초기탐지를 할 수 있는 기

법을 개발한다든지 또한 공중이나 해양 특히 공중에서 공기를 막바로 비행기

가 날아가면서 포집을 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공중, 해양 환경방사능감시시

스템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첨단감시기 확충 이것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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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확충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핵실험 초기탐지를 위한 조기 제논탐지기도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필터링을 해 가지고 방사능 측정하는 기기는 지금 공군하고 

계속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질문하시지요. 

○이종훈 : 이종훈입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동안 미국에서 핵분열생성물질이 

detect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미국에서 말

하자면 검출이 됐다는 얘기를 했고 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주문진 어디에서 되

었다는 얘기를 보도에,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핵분열할 때 일어나는 예를 들면 iodine이라든

가 세슘이라든가 제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세슘은 물론 길지만 대부분 

반감기가 상당히 짧거든요. 짧은데 어떻게 2~3일 동안에 detect 안 된 것이 

며칠 후에 가서 detect가 되었다면 이것은 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뭔가 좀 거

짓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가 북한이 정말 핵실험을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아주 많은 TNT를 갖다가 터뜨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

고 그러나 미국에서 인정을 해 버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북한이 핵보유를 하

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고 있을 때와 실패했을 때에 국제

정치역학상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검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

는 것을 보니까 검출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또 강하게 하게 

됩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는데 원자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북한이 과연 

핵실험을 성공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되겠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면 안 해도 좋습니다

마는 어떻게 좀 원자력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 것은 사실입

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신원기 : 지금 사실 좀 민감한 사안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아마 비밀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계속 쩔쩔맸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지하핵실험을 할 경우에 두 번의 방사성 핵분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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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이, 폭파하고 난 뒤에 방사성물질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통 유출된다고 이

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핵폭탄이 터지면 그 핵폭탄의 압력에 의해서 핵폭탄보다 지상, 

땅을 뚫고 그 크랙이라든지 휘셔가 나온 땅을 뚫고 일단 나오는 것을 지금 현

재 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것 지나고 난 뒤에 대기압이 낮아질 

경우 안의 압력이 조금 높으니까 서서히 올라오는 그래서 첫 번째는 피크를 

이루고 두 번째는 좀더 서서히 이렇게 누출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누출되는 핵종을 보면 그것이 방사성 입자성 핵종은 누출이 되기

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올라오는 과정에 핵폭파 된 부분에서 공기 

중으로, 대기 중으로 나가기 위해서 땅을 뚫고 투과해 가지고 지표 위로 올라

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 다 화학반응에 의해 가지고 흙과 이렇게 해 

가지고 흡착이 전부 다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방사성 핵분열생성물의 입자성은 

대부분 다 걸러지고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이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화

학반응을 하지 않는 불활성 기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활성 기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핵종이 제논133이나 131 또 135 이런 정도의 제논이 나오고 또 

크립톤이 나옵니다. 크립톤은 불활성 기체입니다. 그렇지만 크립톤은 워낙 양

이 작기 때문에 밖에서 측정하기가, 인근에서는 측정이 가능한 데 거의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논이 나오는데 제논조차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반감기

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논133의 경우에 한 5.2일, 135의 경우에는 2.5일 

그 다음에 시간단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먼 거리지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지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제논 이외에는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이후에 핵징후가 발견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논133이 

detection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전부 다 핵분열생성물 중에 입

자성 원소들 iodine이라든지 세슘이라든지 이런 모든 입자성 그것만 우리가 체

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측정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보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런 원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 핵폭탄, 핵징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핵폭탄 실

험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만큼 흘러나오지 않

았다 이런 결론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긴급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제논감시장비입니다. 

그것이 지금 CTBTO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에 Yellowknife라는 지역이 있

습니다. 캐나다 아마 중부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에 CTBTO가 개설한 측정소

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논을 탐지한 결과 제논이 탐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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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캐나다하고 북한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여기보다도 더 

먼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대기확산모델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역추적

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북한지역에서 제논133이 흘러와 가지고 자기들이 

detect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또 질문하시지요.

○마경석 : 마경석인데요,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했어요. 지금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한반도 핵보유를 안 하고 실험을 안 하기로 했는데 재처리고 뭐고 안 

하기로 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 조약을 아마 1992년인가 우리 양자가 서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렇게 핵폭탄을 

만들어서 실험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계속 거기에 묶여

서 재처리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나는 원자력계 후배고 

여러분들 다 원자력계 선배인데 어째 이렇게 당하고만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지금 세계 6대 원자력국의 하나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재처리를 안 했

단 말이에요. 그런 미국이 재작년부터 지금 그걸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만이 

지금 재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자력계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하나고, 

최근에 내가 인터넷에 보니 동경이 평균 온도가 100년 전에 섭씨 13도였는

데 그 100년 후에 15도가 되었다 그래요. 2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지구온난화

에 대한 아주 확실한 데이터가 지금 있는데 우리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구 아는 분 있어요?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KINS 원장으로서는 답변하기

가 힘든 얘기이고 이창건 박사나 이병휘 박사 코멘트 주시지요. 

○이창건 :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지난 한 90년 동안 서울 온도가 많이 올라갔

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climatic range 영향도 있지만 도시집중화에 의해 가지

고 지금 대부분의 기상대가 도심지에 있어요. 그래서 써말 아일랜드 효과 때문

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동경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100년 전 명치시대에 동경시내에서 발산하는 가스 연기가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량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가 복합되어 가지고 2도가 올라갔을 겁니다. 

내가 노 박사한테 받은 정확한 자료를 기억은 못하지만 서울의 온도도 그동

안에 한 0.5도인가 0.7도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노 박사? 

○노재식 : 신문에 다 났는데 모르세요? 

( 웃 음 )

신문에 다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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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석 : 어떻게요? 

○노재식 : 1.6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까 얘기한 heat island 그러니까, 

○마경석 : 100년 동안? 일본··· 

○노재식 : 최근 100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 소위 heat island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urbanization이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이것 굉장히 구분하기 힘듭니다. 

기상청의 응용기상연구실에 알아보시면 자세한 데이터를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경석 : 좀 바로 바로 주시지···

( 웃 음 )

다들 같이 알아야지.

○노재식 : 아니,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어요.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재처리 관계 그것은 뭐 여기

서 얘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별도

로 설명을 해 드릴 그런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훈철 박사 질문하나 하세요. 

○김훈철 : 저는 여기 문외한이고요 더구나 이렇게 또 여기 와서 밥 얻어먹고 이

렇게 발표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신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원자력의 안전문제가 굉

장히 중요한 문제고 모든 사람이 다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잘하고 있구나 이

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제가 조금 저희 쪽의 경험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조선공학이고요 70년대 초에 저희가 조선공업육성을 했

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많지 않은 분야에서 세계적으

로 그래도 1위네 어쩌네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두드러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국산화율이 한 85% 정도 됩

니다. 그리고 IMF를 지내는 과정에 조선은 한번도 불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리

고 우리는 모든 배를 세계 어느 나라든지 대충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

고 있고 여기도 몇 분 관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몇 년 전부터 특히 저 같은 사람의 쓸데없는 생각인지 모

르지만 그런 거는 1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하지 해 가지고 걱정하기 시

작한 게 다른 쪽으로 가서 좀 분야를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한 일 중의 하나

가 이 원자력계통에서 다행히도 배에 쓸만한 원자로를 개발을 해주신다고 그

래서 여기 원자력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SMART라고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원자력 플랜트로서는 조그마한 것인데 330MW고요 배 엔진으로

서는 꽤 큰 것입니다. 배는 대개 기관이 가장 큰 게 9만마력 정도 합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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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 10만kW니까 훨씬 크지요. 

그래서 이것을 배에 쓰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보고서도 하나 쓰

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큰 배에 써 가지고 고속, 초고속, 초대형 컨테

이너를 부산하고 LA하고 운반을 하면 우리가 물류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해

서 그 시장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동남아시아에 전기를 팔아먹고 물을 

팔아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대충 해 가지고 현재 조선공업이 

약 한 300억불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 한 700억불에서 1,000억불 정

도, 연간입니다,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에 그

렇게 썼는데 그러나 저희 쪽에서는 그것을 개발을 해주셔야 쓰는 것이지 개발

을 안 해주시면 저희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최근에 한전에 넘

어갔는데, 실용화사업이, 한전에 넘어갔으면 한전은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연료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배에 쓰는 연료는 좀 달라야 되

지 않겠습니까, 배는 좀 콤팩트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농축률이 다르다

든가 무슨 금속연료를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다를 텐데 그게 아

니고 한전으로서는 지금 있는 원자로하고 똑같은 연료를 써야 되겠다 또 뭐 

국제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있고요. 

이것하고 곁들여서 과기부가 조그마한 것을 하나 실용화를 하겠다 그래서 

65MW짜리를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또 아, 그러면 우

리 배에 또 써야지 해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 가지고 태평양 바다에서 우리

나라가 망간노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구리, 니켈, 망간 이것을 

캐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제를 한 10년간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쓰면 좋겠다 그것도 보니까 몇 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놓았

는데 그것도 원자력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 돈이 많이 드니까 하다가 최

근에 우리 부총리께서 하라 그래 가지고 아마 재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 쪽에서는 이런 원자력계통에서 좀 봐 주실 것이 육상의 발전용뿐만이 아

니고 시장이 있는 해상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으니 좀 이것도 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기왕에 해 놓은 일이고 한 10년간 했고 사람도 한 열 댓 

명 있고 그러니까 참 좋은 건데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중국에 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자로

를 팔겠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희는 원천기술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입

찰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

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것 말고도 저희가 밖에서 보는 입장

에서는 우리가 지금 전력수급계획인가 산자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9월에 만들

어 가지고 금년 끝까지 해서 종합계획을 수정을 하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

기에 소위 믹스, 원료에 믹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원자력이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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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볼 때에는 아니, 1년에 우리가 전기값으로 

60조를 내는데 좀 아끼면 좋겠다 그래서 원자력이 좀 한 70%나 80% 발전을 

해줬으면 더 쌀 텐데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이 사고가 나 가지고 갑자기 100불, 150불 뛸 때 원자력

으로 해서 연료도 좀 비축해 놓고 그러면 또 연료공급 면에서 안전도 있고 여

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원자력을 어떻게 좀 끌고 가는 그러한 물론 아까 진흥계획도 있고 다 있습니

다마는 이게 공무원들에게 맡겨놓아 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들을 봐주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희 밖에서 보는 부탁

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돌아가서 KINS가 잘은 하고 있지만 저희 조선에서는 이렇

게 했습니다. 어차피 배를 팔려고 하면 우리가 잘 되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그래서 배가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여

기에는 뭐 제가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말고 전부다 외국에 가서 

승인을 받아라 이게 배에서는 안전에 대한 규제를 누가 하느냐 하면 한국에서

는 선급협회라고 그러고 Lloyd라든가 American Bureau of Shipping이라든가 

Norske Veritas라든가 이런 소위 classification society라고 해서 그런 것들

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떻게 고쳤냐 하면 우리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외국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팔려면 ABS규

격에 합격한 것을 가지고 가서 팔고 영국 가서 팔려면 Lloyd 것을 하고 물론 

우리 것도 합격을 하지요. 그래서 얘기가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너희 것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우리의 안전규제가 너희하고 다른 것이 없지 않

느냐 말하자면 신용을 산 겁니다. 

그래서 제가 KINS 원장님께 돌아가서 그 말씀인데 잘은 하고 계시지만 우

리 원자로를 설계를 하고 새로 개발을 하실 때 외국 것도 받고 우리 것도 받

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우리하고 얘기하면 아니, 너희 규정에도 

맞지 않느냐 그런데 각국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소위 dual 

approval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했으

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고 두 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원자력을 진흥하는 그것도 좀 

하나 만드시고 두 번째는 KINS의 기능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는 것에 대해

서··· 

( 박 수 )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질문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신원기 :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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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두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신원기 : 첫 번째 위원회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

에 그건··· 

두 번째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MDEP라 그래 가지고 다국적설계인증제도라는 것이 

미국을 주도로 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적용하고 있는 APR1600원자로를 불란서나 유럽에서 

개발했는데 그것을 제일 첫 번째 짓는 것이 핀란드의 Olkiluoto 원전에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전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핀란드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같이 검토를 해 가지

고 그것을 인증을 해주면 그것에 대한 인증서만 있으면 다른 나라에 지을 때

는 그 나라에 필요한 부지의 특성이라든지 다른 것, 다른 차이나는 점만 검토

만 하면 그 외에는 다국적이 인증한 그 시스템을 인증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 단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그게 실용화가 

된다면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SMART 같은 경우도 다국적인증프로그램에 들

어가 가지고 SMART를 인증을 받아버리면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것을 인증을 

하고 설계를 간략하게 해 가지고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직접 규제기관에서 involve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추이를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노 박사는 새로운 질문이십니

까? 그렇지 않으면··· 

○노재식 : 아까 마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려고요.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잠깐 말씀을 하시지요. 

○노재식 : 지금 알아봤어요. 정확합니다, 제 기억이. 

○마경석 : 1.6도?

○노재식 : 1.7도 가량 돼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6개 도시 1900년 초부터 해서 

100년의 데이터가 있는 평균치 상승률이 1.5도랍니다. 알았어요, 이제? 

○마경석 : 데이터를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 웃 음 )

○노재식 : 내가 그것까지 할 것은 아니고···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김훈철 박사는 비원자력인이

라고 하지만 사실은 SMART라든지 원자력을 배에다가 장착해 가지고서 수송

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스터디를 하셨고 프로젝

트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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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비원자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단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원자력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장기계획이라든지 

세운 것이 많습니다. SMART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스터디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일시적으로 또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용화하고 리서

치하고 여러 가지 의견에 복합적으로 우리나라 여건에서 통합된 일사불란한 

체계를 가지고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원자력분야에서는 그게 상당히 

지금까지 아마 겪어온 경험에 의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것이 다시 필요하면 또 재론이 되고 추진을 하고 이러한 단계가 아닌가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또 앞으로 정부나 이런 

데에서 또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 류성렬 박사. 

○류성렬 : 감사합니다. 원자력병원 류성렬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 아직도 나와있지만 종합감시시스템 말씀 들어보

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도 제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잘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개 어떤 북핵이라든가 그 다

음에 주변국의 핵사고라든가 이런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를 한

다 그런 것이 주목표와 같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라돈 쪽에 관

심이 많은데요. 지금 각 나라에서 보면 선진국이나 보면 자연환경방사선에 대

해서는 전국적으로 전부 라돈맵이 만들어진다거나 환경방사선의, 자연방사선의 

전체 국가적인 측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우리 평소에, 살아가고 있는 

평소에 국민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미칠 것이냐, 그러한 수

치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이 늘 감시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 기

억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게 제대로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KINS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평소

에 일상적으로 있는 자연환경방사선, natural background 이런 것에 대한 감

시 내지는 전국적인 조사,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제라기보다도 어떤 국가적인 대

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신원기 : 일단 라돈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

으로 radiation map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radiation level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맵이 그려져 있고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연구 중장기 과제

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또 중요하게 된 것이 그게 그것은 자연방사선이

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기술적으로 생기는 어떤 방사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화력발전소를 운영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석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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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은 방사성 물질이 우라늄동이원소 라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이원소들이 

많이 있고 또 상수도에서도 그것이 찌꺼기로 이렇게 남아있으면 관에 붙어있

는 찌꺼기가 누적이 되면 그것도 방사선을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테크니컬리 오리엔티드 방사선 소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

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희들이 곧 연구에 착수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도 보면 가끔씩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예를 들면 서

울지하철에 라돈가스의 함량을 측정해 달라 그럴 경우에 하고 있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iodine131을 가지고 치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치료를 받은 사람이 배뇨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배뇨한 데

에서 섞여 나와 가지고 그것이 상수도로 흘러가서 상수도 물을 오염시키는 그

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수도원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감시를 해 가지고 충분히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예, 오늘은 아주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광영 : 저는 사실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의 취재를 통해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취재를 했을 때 여기 이창건 박사도 계시지만 분명히 우리 경수로라든

가 CANDU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는 핵탄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플루토늄239지요. 안 할 수 있는 

것들하고 분열 할 수 있는 것 함량의 purity가 상당히 있어서 실질적으로 핵탄

을 못 만드는 그런 사용후핵연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북한의 핵문제가 나오면서 학계에서도 입을 닫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여쭙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CANDU라든가 아니면 경수로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에서 뽑아

낸 플루토늄 가지고 핵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하고 연관되느냐 하면 신포에서 우리가 짓다가 철수했는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거기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도 핵탄하고 관계없는데 다른 목적 

가지고 결국은 중지가 된 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신원기 : 거기 핵연료를 태우고 나면 spent fuel에

서 명백히 플루토늄241이라든지 239 등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나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처리할 경우에는 핵폭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IAEA에서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안전보장조

치에 의해 가지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연료의 핵종 하

나하나까지 개수까지 IAEA에서 헤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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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걸 감시하는 이상에서는 핵폭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거기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영 : 전에 취재과정에서는 학계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

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purity문제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창건 박사도 계신데 그런데 그게 그럼 

학계에서 취재할 때 잘못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하시지요. 

○이창건 : 참 이 형은 참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나는 이 형 이름도 겨우 기억할 

정도인데 그것까지··· 

지금 한전에서 쓰고 있는 경수로에서 Burn Up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3만 

MW/kt 그 이상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4만, 4만 5,000, 5만 어떤 것은 이제 

그 이상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이 원자폭탄을 만들려면 천연우라늄을 아마 대충 3,000 내지 5,000메가와

트대 정도 태워야 되는데 월성에서는 2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폭

탄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내야 될 플루토늄은 239의 비율이 이놈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자꾸 이게 없어지고 그 원자로 안에서 그게 타고 타면 그것이 

240으로 넘어가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피크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뽑아내는 것이 지금 영변에 있

는 그 원자로라고요. 그런데 월성 것은 거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물론 지금 국제적으로 핵무기급이라고 하려면 fissile ratio를 20%만 넘으

면 돼요. 농축도를 20%만 보면 되는데 제대로 핵무기가 되려면 그것이 9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로 쓸모 없는 원자폭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저기 노 박사··· 

○노윤래 : 그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아마 크게 두 스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전분석, 안전평가 이런 업무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안전을 

직접 regulation, safety enforcement, 크게 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은 assessment, safety analysis 이 분야는 아마 초기에는 DA방법으로 하다

가 그게 거의 가능성이 없다 해 가지고 요즘에는 PSA로 하고 있는 것을 너무

나 잘 아시고 또 PSA에도 요즘에 와서는 신뢰도가 일부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DA나 PSA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평가작업이지 현

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예방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중에 리스크정보 관리시스템 그래서 risk 

informed regul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마 USNRC가 한 90년대 초부

터 이제 시행해 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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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risk informed regulation도 문제가 좀 다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좀 보완하자는 얘기가 지금 미국, Nuclear 

Society에서 얘기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원전은 대부분이 경수로거든

요. 그래서 미국서 우리가 기술을 도입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자립했다

는 말이에요. 그래서 USNRC가 하는 safety procedure라 할까 또는 safety 

regulation 이런 것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참작을 하고 따르는 그런 입

장인데요 그래서 제 질문은 우리 KINS는 미국 USNRC의 그 규제철학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에 중점적인 포커싱을 어디에다 두고 regulation을 강화하실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신원기 : 지금 원자력 르네상스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미국 NRC도 같이 발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초점은 안전규제의 효율화, 효율화에다가···

옛날에는 상당히 conservative하게 모든 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규제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는 규제를 좀더 효율화해 가지고 원자

력발전을 하는데 규제부담을 좀더 줄여주는 쓸데없는, 그러니까 규제부담을 줄

인다는 것이 그냥 규제를 줄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성을 최상의 상태

로 유지하면서 규제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것이 지금 말씀하신 정보, 인포메이션 그것을 가지고 risk informed 

regulation 지금 하고 있는 그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언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risk informed regulation에도 상당

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문제가 발생된 것이 뭐냐 하면 데이비스 원

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risk informed regulation을 통해 가지고 

detection을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

고 그것을 좀더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규제하는 방향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되도

록이면 그 규제를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좀

더 투명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지금 현재 잡아가고 있습니

다. 

○사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더 질문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새해, 연말 행운과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빌

면서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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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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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원자력의 재와 미래

연사 : 한국 력기술기 원회  이창건 원장

일시 : 2007.10.18   12:00

◯한국 력기술기 원회 원장 이창건 : 주최 측에서 서가 뭔지 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최근 10년 동안에 쓴 책을 몇 권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니는 국제원자력학회에서 일곱 사람이 같이 쓴 책인데 도 한 장을 맡아서 

썼습니다. 

이것은 ｢과학책 읽는 소리｣라고 내가 나가는 과학독서아카데미에서 여러 사

람이 같이 쓴 겁니다. 

이것은 지  국제원자력 학이라는 게 있는데 매년 6주 동안을 35개, 년

에는 36개국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을 모셔서 강의하는데 제가 강의한 그 텍스

트인데 오늘 주로 여기의 이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강의가 끝

나면 강사가 한 65명 되는데 학생들과 mentor들이 끝나면 각자에 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성 이 좋은 사람은 다음 기회에, 명년에 다시 하는데 아

마 제가 제일 좋은 수를 받은 것 같은데 가 그 외국 사람한테만 하지 말

고 국내 분들에게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

니다. 

이것은 6·25때 특수정보기 인 ‘KLO’라는 기 이 북한을 드나들면서 우리

나라 쟁의 방향을 많이 바꾸었는데 이것이 지  미국과 한국에서 화를 만

들겠다고 그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것을 만들겠다는 얘기

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100억원을 출자하겠다고 그랬고 감독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는지 보이지 않는 손의 압력을 받아서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아

마 책으로 나올 것 같고  맥아더기념 하고 면 히 연결지어 가지고 추진하

려고 합니다. 

 그림은 제 조카가 그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 어  제목하고 여기 나

와 있는 것이 조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원자력과 거기에 련

된 얘기입니다.

오늘은 주로 몇 가지에 해서 얘기하겠는데 여기서 처음 1번, 2번은 지난

번 원자력 학에서 하지 않은 것,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드리려고 어온 것입니다. 

지  세계 인 문제는 격한 인구증가입니다. 서기 원년의 인구가 1650년 

후인 문 부흥 때에 2배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는 200년 있다가 2배 늘어났고 

그다음에는 80년, 45년 늘어났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 에 빨간 처럼 게 올라(첨부: “연사작성강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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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갑니다. 그런데 인구증가만이 아니고 각자가 쓰는 물건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종류가 많다, 100년 에는 사람들이 약 200개의 물건 가지고 생활을 충

분히 했는데 지 은 3만 2,000개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그런다 이거 요.  

제가 미국 고체물리학회에 잠깐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갔더니 총회를 하는데 

그 기조연설 하는 분이 고체물리학회가 작은데 여기에 제출되는 논문을 쌓아

놓으면 150년 이내에 지구무게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

면 과연 지구가 이것을 지탱할 수 있고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되어서 이 게 느냐··· 

사람들이 가 이면 많은 물건을 쉽게 싸게 만들기 해서 여러 가지 노력

을 했는데 그 의 하나가 Pittsburgh에서 강철을 만들 때 사람들이 하루에 15

시간 1주 7일 일하니까 자꾸 졸리는 거 요. 그래서 나무 에 가면 졸든가 담

배 피고 잡담하니까 그것을 못하기 해서 일단 석탄이나 철 석을 실으면 용

로까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기 해서 바퀴 4개 에 하나만 

내놓고 이 손을 놓기만 하면 나가 자빠져서 손으로 다시 싣지 않으면 안 되게

끔 이 게 만들었다 그리고 량생산, 량소비, 량폐기의 길을 연 것이 

conveyer belt입니다. 그런데 conveyer belt에 앉아서 하루에 15시간 일하니까 

자꾸 졸기 때문에 공장장이 감독 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 자는 사람을 자꾸 

깨우곤 했어요. 그래도 자꾸 불량품이 나오니까 그때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의자에 다리를 세 개를 없애버리고 하나만 놓아서 몸무게가 하나에만 지탱되

고 있다가 졸면 나가자빠지게 만들었어요.

( 웃 음 )

그래서 오토매틱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15시간을 끝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 게 해 가지고 많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 만든 물건들이 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거지요. 

이번 ｢National Geography｣에 나온 것을 보니까 세계의 온실가스배출원이 

어디서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여 니다. 제일 많은 게 결국은 발 과 

열 쓰는 데서 나오고 그다음에는 토지변경 는 벌채인데 이것이 의 것을 

보면 개가 인 인 문제 때문에 탄산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치로 온 그 잡지를 보니까 이 지구의 탄산가스, 기 의 탄산가스

가 오랫동안 280ppm이었는데 산업 명기에 315ppm입니다. 제 텍스트에는 

315ppm으로 되어 있어요. 315ppm이었다가 재는 1년 동안에 80톤의 탄산가

스를 배출을 하니까 기 의 탄산가스 농도가 380ppm이다, 그동안에 체 

지구평균온도가 화씨 1도 올라갔다. 그러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느

냐. 그때는 지 보다 2배의 탄산가스를 배출해 가지고 기 의 탄산가스 농

도가 800ppm이 된다. 그러면 기온도가 9도 올라간다. 그 게 되면 극지방 

는 고산지 에 있는 빙산이 다 녹는다 그런 아주 어두운 망을 보여줬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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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onian Institution에서 나온 연구보고에 의하면 지구상에 동물들이 많

이 살았는데 이게 멸종되는 순서가 덩치 큰놈부터 먼  간다, 가령 어제 신문

에 보면 남미에 32m짜리 식공룡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고 처

음에 없어진 것이 식공룡 그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작은 육식공룡 그다음에

는 잡식성 공룡인데 이다음 순서가 뭐냐 하는 것이 Smithonian 연구보고서인

데 probably 인간일 것이다, 그 이유는 고래와 사자, 기린, 코끼리는 인간이 보

호하지 않으면 다 이미 멸종되게끔 되어 있다. 모든 종이 지구상에 나와 가지

고 약 100만년 동안이 평균수명인데 걔들은 다 100만년이 넘었다, 인간이 이것

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상아라든가 핸드백 같은 

것 정력제 이것 때문에 자꾸 없어진다 이거 요. 그러면 사람보다 큰 말이나 

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인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그러면 인간

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기 의 탄산가스 농도가 800ppm 그 이상 

되면 슬슬슬슬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 가지고 60～70m의 해수면이 올라

간다, 내가 틀렸으면 노재식 박사께서 좀 지 해 주세요, 이런 문제에 해서. 

이것은 ｢National Geography｣에 나온 거니까··· 

그러면 지도상에 랗게 는 엷은 갈색으로 칠해진 그 지 에 사는 80%의 

인구는 부다 수몰된다. 그러면 살 데는 이 몽고라든가 티베트밖에 없다 이거

지요. 

그러니까 결론 으로 얘기하면 인류의 숫자가 격히 늘어난 것  탄산가

스 농도 상승은 결국은 인류멸망의 주곡이다, 자업자득, 업보를 치르는 것이 

이것 아니겠느냐 그 게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면서 이게 Spinoza 얘기가 자꾸 생각나는데 년 노

벨평화상에 기후변화 문제에 해서  것을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

제가 아니겠느냐 그 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Smithonian 는 ｢

National Geography｣  일본에서 나온 자료 이것을 쭉 종합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것이 시간인데 산업 명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인구가 격히 올라갔고 

그다음에 탄산가스가 올라갔고  해수면이 슬슬슬슬 몇 십년 차를 두고 올라

가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구가 해수면이 올라가면 격히 떨어지고 그러면 

구나 티베트에 가서 살려고 원자폭탄을 가지고 와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인류가 멸망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희들의 생각인데 가

이면  멸망시간을 좀 오른쪽으로 늘리는 것이 원자력계에  미션이 아니겠

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계 인 문제이고  우리나라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는 기 나와 있는 데고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처음 망할 때 하고 다음 망할 

때 그다음 망할 때의 간격이 충 350년, 360년이에요. 만일 같은 패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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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sine curve를 그린다고 그러면 이다음 나라가, 우리가 세종 왕 계실 때

처럼 나라가 잘 되는 것이 2130년경이 아니겠느냐 그 간에 통일이 되고 잘 

될 것이다. 그러다가 통일되고 흥청거리고 뭐 타락하고 사치하고 그러다가 

2300년 때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130년 될 때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좀 좋은 모습의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게 하기 해서는 희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부가가치가 많은 

것을 창출해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것이다. 내가 본래의 원고는 석탄 값이 30

불 내지 50불이었었는데 최근에 90불로 올라갔습니다. 철강재 값이 올라가고 

자동차 값이 올라 가지고 어 든 원료를 공 하는 아 리카나 동사람들은 

잘 못 사는데 이것이 없고 기술을 가진 유럽 사람들이 잘 산다, 그래서 우리는 

 으로 자꾸 가야 된다. 

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  왼쪽 기술에 많이 치 이 되고 있는

데 앞으로는  오른쪽, ㎏당 어도 1,000불짜리 되는 것을 개발해서 아무것

도 없는 약 을 장 화 하는 국가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  가만 보면 일도 안 하는 놈들이 잘 산다.  

일본말로 구 빤  센 놈만 무 에 올라간다.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제 제

가 2-4-D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doubling하고 그다음에 redoubling··· 이 제 제를 주면 풀이 죽지 않고 굉장히 

거리가 커지고 이 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막 성해지는데 그

다음에 햇빛이 나면 말라죽어, 왜냐? 에서 올라오는 게 없거든. 뿌리는 그

로 있는데 흙 에 있는 것만 많이 컸는데 지  우리나라 은 얘들 떠드는 

게 지  우리는 땅속에 있는 세 고 요새 앞장서는 얘들은 가 아니냐. 한번 

햇빛이 나고 그러면 이게 망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제 로 

되려면 뿌리를 좀 공고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이겠느냐. 해방 후에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는 

Basket Case라고 그랬습니다. 군 에 가서 손발이 다 잘려서 간호인이 밥 먹

여 주고 옷 입  주고 목욕시켜줘야 사는 사람이 Basket Case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바로 그랬다 이거 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요새 큰소리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갈 방향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산업을 첨단화하고 제일 

요한 것이 도덕 인 GNP를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낱말인데 Tomato Application, 북한에 있는 빨갱이들은 겉과 속

이 다 빨간데 우리하고 만나면서 아, 그 민주주의  자유를 가지면 게 잘 

된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토마토가 사과처럼 속이 변하게, 김정일이 앞에 가

서는 빨갛게 하지만 속이 변하게 룩처럼 들어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꿔

야 되겠다 그래서 토마토를 사과화하자. 그래서 Tomato Applization이라는 말

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해서는 우리의 성실성과 창의력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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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될 것이라고 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꿈꾸기를 만일 우리가 통일을 하면 우리의 헌법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거기에는, 보고 기 하라고 그러면 ‘단군할아버지의 홍익인간 사

상과 화랑도의 세계 인 장 을 목하여···’ 이 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러면 세계 인 장 이 뭐냐. 불란서 사람들이 Olympic Revival 운동을 했고  

스웨덴 사람은 Nobel상을 만들었고 스 스 십자, 립··· 이런데, 제가 십

자에 해서 한 가지 말 드리면, 내가 이한빈 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쿠바에 

소련이 핵무기를 갖다 놓았을 때 하마터면 핵 쟁이 날 뻔 했어요. 그래 가지

고 여러 나라 수상과 사를 시켜서 그 핵무기를 거둬가라 그래서 안 하니까 

마지막에 핵 쟁 직 에, 마지막 버튼 르기 에 네디가 십자 총재한테 

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내일이면 쟁이 나는데 선생님께서 모스크

바에 가서 정치국원들한테 우리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

지 않으면 지구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 총재가 크렘린에 가서 정치국

원 앞에서 ‘이건 확실한 거니까 그거 치워라’ 해 가지고 쟁이 안 났답니다. 

이거는 경제력 가지고 는 과학기술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스 스라는 

그 립성,  십자라는 박애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희가 자주, 이병휘 교수는 비엔나에 뭐 130번 갔는데 나는 두 번째로 

한 50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 뭘 보느냐, 다른 나라보다도 수

 높은 책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의 그 스크루 있잖아요, 내륙에 사는 

사람인데 스크루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우리 포항제철 기술의 아마 3분의 

1이 오스트리아에서 왔을 거 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잘 개발해야 되겠다,  

미국의 개척정신  일본의 동 이런 것을 배워서 좀 떳떳한 통일국가를 만

들어보자 하는 것이 의 생각입니다. 

는 6·25때 피난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는 노 상의 그 좌 에서 ｢

Atomic Bomb｣이라는 책을 읽고서 그때 아, 이거 원자력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고 결심했습니다. 만일 공부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득도(得道)라 그런다면 아마 

제가 득도한 것은 그 책을 읽고서 감격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 공부를 하게 되

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지난 8월에 원자력 학에서 강의한 거 그것을, 그냥 어로 가지

고 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35세 이하 석사 이상이니까 아주 세계에서 온 참 

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도 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즐거웠습니

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원자라는 정체를 과학자들이 이것을 규명을 했는

데 불행히도 이것이 처음에 군에 징집되어 가지고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무기가 무 비참하니까 여기에 한 반발로써 평화이용이라는 것이 나오

게 되었다. 원자 무기에 한 그 무기 사용을 권장한다고 보는 표 이 구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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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엘서에 보면 농기구를 무기로 만들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엘이라는 사람

이. 그러니까 보습을 두드려 가지고 칼을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반해

서 칼을 보습으로 만들라고 그러는 것은 이사야서하고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

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쟁 다시 연습하지 말라

고 그러는데 내 세 는, 우리 세 는 이게 칼을 만들 것이냐 농기구를 만들 것

이냐 간에 끼어 가지고 이러지고 못하고 러지도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35세 이하 여러분들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좀 올라가 달라. 그게 뭐냐, 헤겔의 정·반·합(正·反·合)이라고 그러는데 무기가 

‘정’이고 ‘반’이 평화이용이라고 하면 이것을 발 으로 해서 ‘합’의 세계로 좀 올

라가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Atoms for Climate, Ato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그리고 우리 미래를 좀 멋있게 만들어달라 하는 것이 이 구시

에 사는 우리들의 주문이다.

약 100년 에 Nietzsche가 지구는 굉장한 피부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데 그 피부병균이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역사상 어느 시 , 어느 사회

나 간음과 피부병은 이혼의 사유가 되고 있는데 인간이 지구로부터 이혼 당하

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만일 니체가 지  살고 있다 그러면 피부

에서 나오는 이 고약한 냄새가 온실가스이고 이 질병의 증상이 바로 기후변화

와 온실효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희들의 찰입니다.

그래서 이 게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가 이면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고  피할 수 없는 재앙은 슬기롭게 리하자, Avoid the unmanageable 

and to manage the unavoidable. 그래 가지고 이 지구 에 항상 깃불이 켜

져 있고 문명의 수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원자력을 최 한으로 이용해서 

떳떳한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하는 것이 희 구시  사람들이 

은 사람들에게 주는 부탁이다. 

동양에서는 의사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개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소의’

고 사회와 국가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 의’고 역사와 세계를, 시 를 변 시

키는 것이 ‘ 의(大醫)’이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 보고 희들은 의 자격을 

얻기 해서 여기에 왔다고 얘기했죠. 의(大醫)란 역사와 시 의 특출한 시

정신(zeitgeist)을 불어넣어서 아무도 범 할 수 없는 뚜렷한 발자국을 남기

는 것이다. 여기서 zeitgeist라는 것은 독일어인데 이것이 하나의 세계어가 되

어 있습니다, 이 철학자 엔 독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Manifest zeitgeist 

해 달라. 

그러면 이제 의(大醫) 는 Grand Doctor의 definition이 뭐겠느냐, 여러 

책이 있지만 내가 읽은 것 에는 Thomas Carlyle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인(大人)라는 것은, 웅이라는 것은 의 지도자고 모델이고 모범이다. 

그리고 일반인이 추구하는 일을 스스로 알아서 먼  해내는 솔선수범하는 인

간이다. 그리고 인(大人)은 살아 움직이는 빛의 샘이다. 그리고 빛으로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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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밝히는 등불이다. 인(大人)은 남이 연료를 공 해 주거나 불을 켜주어

서 빛을 발하는 피동 인 등 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스스로 하늘에서 불씨를 

끌어내다가 빛을 내뿜는 창조 인, 능동 인 원이다.’ 그런 정의를 낼 수 있

다. 

그러면서 awaken your sense, 이것은 아주 유명한 Shakespeare의 연설문에 

나온 것을 그냥 인용했습니다. 정신 차리자, 안목을 높이고 지평선  머를 

바라보자, 지혜를 농축하자. 그리하여 의(大醫)가 되자. 그 시 의 비상호출

에 응하자, 그리고 우리 때문에 병들어 있는 울부짖는 자연환경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이 세계를 도탄에서 구하자. 책상을 치면서 한마디 했

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해서 조  얘기해야 될 테니까 우리나라에 기가 들어

온 것이 1887년 3월인데 이것이 에디슨이 구를 발명한 지 7년 5개월 후고 

 5년 있다가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히 무모하고 진취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덕수궁에 했는데 이것이 일본의 규조, 

국의 자 성보다 2년 에 기가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경 

시내는 우리보다 2년 앞섰는데 그 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앞을 내다

본다고 볼 수 있어요.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기시설용량이 190만kW 습니다. 그런데 88.5%가 

북한에 있었고 나머지가 남쪽에 있었는데 남쪽에 있는 것이 구식이고 조그만 

해서 남쪽에서 발 되는 것은 체의 4%밖에 안 어요. 그런데 남한에 몇 백

만의 피난민이 몰려들었고 인구는 두 배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아주 무릎 

꿇고 기 주십시오 늘 그랬다 이거 요. 

내가 이걸 보여줬더니 나 에 국 사람이 ‘야, 그 해방 후에는 국 체 

기보다 희가 더 많았구나.’ 이 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만주 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8년에 북한에서 단 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완 히 암흑세계가 왔

기 때문에 미군들이 발 함을 아마 세 척 보냈을 거 요. 이것이 결국은 단

은 6·25를 일으킨 주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쟁이 나서 완 히 폐허가 는

데 이제는 남한이 아주 세계 인 공업국가가 되었다.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한 

얘기 요. 내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자, 이것은 가정용 기다 이거야. 그래서  

에 빨간 것은 미국의 콘 에디슨 발 소에서 나온 것인데 한 달에 220kWh를 

쓰면 약 300원인데 많이 쓰면 240원으로 660kWh를 쓰면 값이 내려가지만 한

국은 게 쓰는 사람은 단가가 낮고 많이 쓰는 사람은 단가가 높다, 이것은 빈

부격차를 낮추기 한 정부의 시책인데 이게 아마 박정희 통령 때 했을 겁

니다. 지  같으면 할 수가 없을 거 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보고 희 나라

에 가서 이걸 배워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스스로 약할 수 있게. 에어컨 10

씩 틀지 못하게 가정에서 좀 억제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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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늘 원자력발 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마다 우리가 

Walker Lee Cisler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58년도에 경무 에 이승만 

통령한테 가서 그때 바로 이게 단  이후니까 이승만 박사가 Cisler 씨보고 어

떻게 하면 기 부족에서 헤어날 수 있겠느냐 할 때 원자력을 하라고 했습니

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얘기 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람을 키

우시오.’ ‘그러면 사람을 키우면 언제나 원자력발 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겠느

냐.’ 그러니까 Cisler 선생이 ‘20년 걸릴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로부터 20년 후에 고리1호기에서 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미래를 내다보

는 혜안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을 키

우시오 해 가지고 문교부한테 알아보니까 벌써 4년 부터 은 친구들이 모

여 가지고 스터디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원자력 공부 하는 사람들이 있었

어요. 그 의 둘이 노재식 박사하고 장근수 교수라고. 그 산증인들이 여기 있

어요. 그것을 보고 이승만 통령이 ‘야, 이거 내가 하기 에 벌써 얘들이 하

고 있구나.’ 격려를 받아서 이 원자력에 해서 열심히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

다. 그 Cisler 선생님, 두 분이 아마 나이가 비슷할 거 요. 

제가 학생들한테 선진공업국은 같은 시 에서 100m를, 마라톤 뛴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먼   앞에서 뛰기 시작했고 우리는 뒤에서 천천히 

쫓아갔다. 그런데 지  보니까 희 토끼처럼 뛰어간 놈들은 언덕 의 나무 

에서 코를 골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뛰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조카

사 한테 보여줬더니 ‘삼 , turtle 틀렸습니다.’ 해서 ‘왜 틀렸냐.’ 그랬더니 

turtle은 바다에 사는 거북이래요. 그리고 강과 육지에 올라오는 놈은 이건 

tortoise래요. 그래서 내가 텍스트에다 tortoise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rabbit은 

굴속에 사는 토끼고 hare가 수풀 속에 사는 거래요. 그래서 그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조카한테 어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 은 우리가 자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사가라. 그래서 우리

가 처음에는 희들이 퍼주는 것을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희들한테 식량

을 공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한국이 이 정도로 잘 

되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교육과 훈련에 최고의 역 을 두어서 1

원자력기술자 한 사람 훈련비가 그 사람 몸무게의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원자력기술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에는 동선생과 은

선생이 많이 버티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했다는 말

이에요. 그건 장인순 소장이 늘 강조하시는 거 요. 그래서 일본 말로 월월화

수목  일했다, 그리고 우리는 ‘세  일 ’이라는 가게를 좋아하는데 이것

은 ‘from seven in the morning to eleven in the evening’ 그런 의미라는 말입

니다. 그리고 해병 에 보내서 훈련을 극 으로 시킨다. 이거 보낸 다음에 

그 보낸 책임자들이 부 다 나가서 심장마비 걸릴까  조마조마 잠을 못 잔

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놈도 지 까지 사고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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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내요. 이것은 아마 한 에 서석천 씨가 시작했을 겁니다. 이것을 보낼 때 

기독교 신자로부터 굉장히 반항을 받았지만 갔다 와서부터는 단히 좋은 

로그램이었다고··· 내가 이 얘기를 캐나다에 가서 하니까 ‘야, 우리는 해병  

없어? 우리는 이 없어? 이거 한국만이 이것을 한다고.’ 이 게 한 결과가 뭐

냐, 이것은 그냥 원자력발 소의 가동률로써 나타났다. 그것이 이거다 이거야. 

그래서 한 20년 동안  갭이 20%입니다. 그 20%를 20기의 원자로에다 해 보

니까 충 1년에 80억 내지 90억달러더라고. 그래서 투자를 교육 훈련에 한 것

이 아주 몇 십 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 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런 얘기를 하니까 걔들이 그럴 듯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 지  원자력발 소에 가장 큰 약 이 건설비가 

비싼데, 맨 처음에 아마 우리가 원자력발 소 지을 때, 고 명 선배께서 월성 

하실 때 아마도 그때 Calandria를 밖에서 조립해 가지고 rail로 실어 가지고 살

살해서 그 Containment Vessel 안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Critical Path에 걸리는 것을 동시에 해서 시간을 몇 달 동안 단축을 시킨 일이 

있어요. 이 기술이 공업에 가서 지  세계 인 조선업을 일으켰다. 그래

서 지 은 200m 길이에 15층 높이의 배를 이제는 육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rail

로 바다에 집어넣는 테크닉까지 있다고요. 이것이 아마 고 명 선배가 맨 처음

에 시작한 그 기술의 생효과라고 니다. 

그런데 제 친구 에 신동식 박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한 블록이 

500톤 이하 었는데 지 은 2,000톤 이상이랍니다. 이것을 하나는 산동성, 하나

는 상하이, 하나는 뭐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Dock에다가 모아서 26일 만에 30

만톤짜리 유조선을 만든 요, 세계기록이랍니다. 그 기 때문에 주문받은 지 7

개월 만에 유조선이 하나 나오는데 일본은 12개월, 국은 24개월이래요, 요새 

18개월로 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국 얘들이 자꾸 쫓아오는데 우리가 어

느 정도의 갭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  우리나라 체의 조선 연

구·개발인력이 몇 백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 박사 이 잘해야 그  한 200명

이래요. 그런데 국은 10만명이래, 박사 이 2만명이래요. 그러니까 곧 쫓아오

고  이 공업 뭐 삼성 이거 합친 것만큼 큰 놈을 10개를 지  짓고 있

요, 그러니까 곧 쫓아온다 이거지요. 거기다가 우리 기술 자꾸 빼가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고층건물로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지하 7층, 8층 다 고 콘크

리트 다 하고 철골 넣은 다음에 로 올라갔는데 요새는 으로 내려가면서 

로 올라가는 새로운 공법을 내 동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그 녀석이 그, 내가 얘기하면서 내 동생이 한 60개의 특허가 있고 그것 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그 놈이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돈은 많은데 형님을 존경도 

안 하고 돈도 하나도 안 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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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음 )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원자력계가 조선과 건축계

에 들어가서 그 기술을 feedback 해서 여기다 해서 몇 십 개월의 이것을 3년 

내에 발 소를 지을 수 있도록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시간은 돈보다 더 

값진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지 않은 게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얘기한 것이 우리가 방폐장

을 2005년 11월에 이것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18년 동안 아홉 번 실패하고 열 

번째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건설기간  3,000억원을 

주고 뭐 한수원 본사를 옮기고 일련의 뭐 인수 비용을 받고 하여튼 뭐 이런 

거 돈 가지고 장난치는데 이거 돈 가지고 국민을 타락시키는 거다, 희들 

로 한국 를 배우지 마라, 배우려면 이것을 반면교사로 배워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해서 얘들이 1986년에 흑연로는 오로지 발

용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 발 용 에 터빈도 없었고 발 기도 없었어요, 

그 송 선로도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 하니까 그다음에 터빈을 

갖다 붙 어요. 그런데 작년에 북한은 세계 여덟 번째의 핵실험국,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 되면서 이거는 오로지 평화와 안 과 자 를 해서 개발한 것이

다 그 게 얘기했다 이거 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뭐냐. 북한 핵문제에 해서 뭐 불능화라고 애기하

는 것은 그것은 사타구니에다가 정조 를 갖다가 붙이는 거 요. 그런데 북한

은 이미 그 정조 를 비 key 가지고 열어서 재미를 봤다고. 이제 우리한테  

미션은 비 key까지 빼앗는 거지 정조 를 뭐 10번 거기 갖다 채워도 아무 의

미가 없는 거라고. 

자, 지  이게, 핵무기가 우리 통일에 큰 장애거리인데 만일 동독이나 서독 

에 하나가 핵무기가 있었다면 독일 통일은 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

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독일 통일 

에 이태리 친구들이 얘기했다고. 우리는 독일 사람들이 무 무 좋아서 독

일 하나만 가지고는 만족 못하고 어도 둘 이상의 독일이 있어야 되겠다. 여

러분 에 한국을 무 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 거기까지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이제 R&D, R&D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보통 우리는 R&DDD라 그래요. 

여기에 Demonstration하고 Deployment까지 해서 상업운 을 해야 되는데 원

자력계에서는 이 D 두 개를 더 붙여야 된다. 그 두 개는 뭐냐 하면 Driving하

고 Decommissioning이다. 그래서 R and Penta-D라고 그러는 것을 오늘 처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서 이것을 자꾸 쓰라고 내가 그 게 얘기했

어요. 

그다음에 연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철학 인, 사고 인,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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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Einstein과 Pierre Curie식 아주 천재 인 방법이고  하나는 땀 흘려

서 열심히 일하는 Marie Curie 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Tinker는 땜쟁이인데 이 Tinker하고 Thinker하고 력을 해야 

연구가 잘 된다 이거 요. 그래서 이 둘이 합치면 상승효과를 내는데 가장 모

범 인 게 Pierre Curie는 Marie Sklodowska를 발견했고 Marie는 radium하고 

polonium을 발견했다. 그거는 음악계에서는 아주 천재 인 발상을 하는 

Mozart가 Thinker Type이고 곡을 스무 번, 서른 번씩 고치는 Beethoven은 이

게 Tinker Type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란 뭐냐. 연구는 한 소스에서 정보 하나를 훔치면 이것은 표

이 되지만 많은 소스에서 항상 여러 정보를 훔치면 이것이 연구가 되는 것이

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많은 사람을 학살하면 이것이 

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구소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훔치는 걸 잘 아는 도둑놈들의 

소굴이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반드시 남에게 걸려들지 않는 특별한 재주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소 트웨어 도둑놈은 연구자라고 그러고 이 친구들은 빛

을 좋아하고 자기의 결과를 가 이면 빨리 발표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드웨

어 좀도둑은 빛을 싫어하고 그것을 Top secret를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 

우리 한국의 치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해방 후에 최빈국에서 선진공업국 문턱까지 온 것은 한민국밖에 없고 우

리가 97년에 OECD에 들어갔고 작년에 Geneva Group에 들어갔습니다. 

Geneva Group이라는 것은 원조를 많이 하는 나라 요. 그래서 지 까지 UN

기여 이 모든 UN 산하가 1.73%씩 내다가 이제는 2.17%씩 냅니다. 그래서 한

국의 원자력산업이 우리 GNP에 기여하는 부분이 2.2%라고 IAEA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아먹는 recipient의 입장이었지만 

지 은 donor 입장이 되었다. 이 donor 입장이 된 것과 동시에 내 입장도 

recipient이었다가 지  donor가 다. 옛날 우리가 빼빼 마르면서 꿈꾼 게 

게 뚱뚱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 뚱뚱해서 움직일 수 도 없

어 가지고 이제 빼빼마르기를 원하고 이만큼 변했다, 그래서 내 status도 이제

는 변하는데 50년 , 60년 , 70년 에는 Technological recipient이었다가 80년

부터는 donor가 다.

가령 를 들면 국제회의의 의장, 로젝트의 매니  는 컨설턴트로 나갔

는데 내가 아 리카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UN passport를 가지고 가면 반드

시 그 나라에서 자동차와 운 사를 내보내주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안 주더라

고. 그래서 강의가 한 시간 끝난 다음에 칠 에다가 내가 크게 썼어요. ‘We 

like Africa. We love Africa.’ 그다음에 ‘We need Africa in terms of 

Ah-free-car.’ 이 게 했더니 그다음부터 차를 보내주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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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음 )

그런데 그때 같이 갈 때 그 미국 사람 Dr. Rundo도 국 출신인데 그 친구

하고 같이 갔는데 내가 거기서 한 나라가 잘 되려면 기술개발을 해야 되고  

기술 리를 잘 해야 되고 인력개발을 해야 되고 뭐 이 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의 기술을 훔쳐야 됩니다, 걸리지 않게.’ 딱 이 게 얘기했더니 Dr. 

Rundo가 마이크를 좀 달라 그러더니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즐겨 읽던 책이 

Arabian Nights다. 그런데 그 40인의 좀도둑이 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Ali 

Baba가 아니고 A Lee Baba다 이거야. 그리고 40인의 도둑이 아니고 40 

Million Korean Thieves다 이거야. ‘ 희가 도둑질해서 그 게 기술이 발달 했

지, 어떻게 그게 되겠느냐.’ 큰일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 얘기를 했어요. 우

리나라 옛날 이성계 시 에 정치고문으로 있던 무학 사가 계신데 둘이 친했

다, 그런데 임 이 무학 사보고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임 이 무학

사보고 ‘ 사님은 돼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님이 껄껄 고 웃었습

니다. ‘그러면 짐은 어떻게 보이나.’ 그러니까 ‘ 왕님은 부처님처럼 인자하게 

보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 ‘그 뱃속에 부처님이 들어있으면 모든 사람

들이 다 부처님처럼 보이고 돼지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부다 돼지로 보입니

다.’

( 웃 음 )

그래서 나는 이 Dr. Rundo가 세계 인 학자로 훌륭한 신사로 보이는데   

사람이 나를 thieve라고 했으니까  사람 뱃속에 뭐가 있겠는지는 여러분 

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딱 빠져나왔다고.

( 웃 음 )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IAEA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말에 세계 으로 돌아가고 있는 발 로가 4

백 몇 십 기이고 발 시설 용량이 3억 7,000만kW이며 2030년에는 6억 

4,000kW이 된데요. 재 Nuclear share가 16%인데 이게 27%가 된다. 그런데 

원자력계에 주어져 있는 것은 2억 7,000만kW의 추가시설을 설계 공 할 뿐만 

아니고 지  이게 3억 7,000만kW짜리를 부 수명을 연장하든가, 업그 이드

하든가, Decommissioning하든가, 이것도 큰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당신네들한테 주어진 것은 3억 7,000만 러스 2억 7,000만 해서 6억 

4,000만kW 로젝트다 이거 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이 굉장히 밝다 하

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자력은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많은데 그러나 원자력은 컴퓨터보다도 은 

기술이고 텔 비 , 비행기보다도 더 후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 발 성이 굉

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참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원자력발 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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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야에 나가서 원자력 복음을 하시오.  원자력 르네상스를 하는 선진

공업국 사람들은 르네상스가 산타클로스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 Do it 

yourself! 노력을 가지고 이걸 개발해야 된다. 세 번째, 좀 잘 한다고 남으로부

터 칭찬받은 국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최 의 은 complacence라는 말이에

요. 자기만족이다. 같은 발음의 complaisance 단어가 친 하고 자세, 두 번

째 오는 complaisance가 요하다.

그래서 일본 말에 다 말라빠진 수건을  한번 짜서 물을 마지막 물까지 짜

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 하고 더 정신차려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교육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원자력 종마 요. 나가서 씨를 뿌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

기 해서 제가  하늘나라에다가 수명연장을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잘 할 때 

박수치겠습니다 그리고 끝냈습니다. 

이것은 얼마 에 내가 어느 모임에 가서 들은 것인데 어느 법  교수가 이

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국민 속에 뛰어 들어가 보니까 사, 검사, 변호사들 

부다 한통속이고 이 친구들 법망에 걸려든 약자를 뜯어먹는 하이에나다. 의

사도 마찬가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자기의 그 속내를 장하기 해서 가

짜로 갖다 붙인 것이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고 목소리가 세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

이 뭐겠느냐.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이 남들보다 좀 더 모범 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품을 아끼고 에 지를 아끼고  농 을 살리기 해

서 가루 신 국수를 먹자.  수소생산 장기술을 개발하자, 뭐 이런 얘

기를 해서 국민과 인류를 해서 좀 모범 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 동 박 수 )

◯사회 ( 한국원자력안 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이창건 박사께서 1시간에 걸

쳐서 여러 가지 좋은 말 을 해주셨는데 결국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제목에

는 우리나라 원자력의 과제와 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는 함축된 우리 원자력계의 하나의 과거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주 잘 비교하면서 참 재미있게 말 을 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에는 아까 간단한 풀하고 뿌리 그림을 보셨습니다마는 결

국 요한 것이 그 뿌리, 결국 뿌리가 원자력계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50년의 

원자력계의, 재 여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뿌린, 원

로들이 뿌린 그 노력과 그 개척정신이 우리 후배들한테 래되고 그동안에 우

리는 많은 제 제를 뿌려서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요한 것이 하나의 근

본이 되는 뿌리가 든든해야 되겠다 이것이 상당히 요한 시사 을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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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과제를 가지고서 말 해 주셨는데 뭐 자유스럽게 질문이나 

혹시 말 하실 것이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 몇 분 말 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 ｢질문이 아니고 하나 correction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가 아마 덕수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 

◯한국 력기술기 원회 원장 이창건 : 아니, 창경원이요. 

( ｢창경원이요···｣하는 이 있음 )

, .

(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아까 덕수궁이라고···｣하는 이 있음 )

제가 덕수궁이라고 얘기했다면 창경원으로 고치겠습니다. 

( ｢실례합니다. 향원정이 창경원에 있어요? 향원정에 깃불을 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원정에.｣하는 이 있음 ) 

◯사회 ( 한국원자력안 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어떻게 뭐 다 같은 자유스러

운 분 기이기 때문에 무 딱딱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특별하게 자유스럽게 

말 하실 것이 있으면 ··· 

◯조명제 : nonnuclear 문제인데요 아까 발표하실 에 여기 4페이지 테이블에 나

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의 란에 garbage, 여기 쓰 기하고 폐수 이 게 있는데요 이게 토털이 

3.6%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단 가 %로 나와 있는데요. 무게베이스인

지 열량베이스인지  혹은 기타베이스인지 그것을 모르겠고, 왜 제가 이런 것

을 좀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은 정부 당국에서 나온 통계표에 의하면 new & 

renewable 에 지가 풍력이니 소수력이니 무슨 연료 지니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 합해서 폐기물이 50% 이상이에요. 80% 그 정도 될까 

말까 이 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도 개인 으로 그 모임에서 

제가 발표자한테 물어본 이 있습니다. 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좀 궁 합니다. 

◯한국 력기술기 원회 원장 이창건 : 이것은 ｢National Geography｣ 10월호

에서 나온 것이 무 길어서 내가 몇 개를 합쳐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한 

근거는 모릅니다. 그  있는 것을 그냥 베껴왔어요. 

미안합니다. 그 이상은··· 

( ｢아까 소개하신 책을 시 에서도 살 수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 

어느 책이요? 과학 이거요?  

( ｢그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요. KLO｣하는 이 있음 )

KLO요?

( ｢ ｣하는 이 있음 ) 

내가 하나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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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하는 이 있음 )

( ｢사실 수 있을 텐데···｣하는 이 있음 ) 

, 책방에 있을 겁니다. 

( ｢ , 책방에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

◯조 만 :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의해 보시면 유별나게 에 띄는 학생이 있

습니다, 그 지요?   

◯한국 력기술기 원회 원장 이창건 : 나는 조 박사가 에 띄는데···

( 웃 음 )

◯조 만 :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IAEA 국제원자력학회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얘는 유망하겠다  이

런 애를 갖다가 배출한 그 교육시스템이 좋겠다 이 게 생각된 학생이 어느 

나라에서 왔고 개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은 좀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우

리가 앞으로 크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왜? 우리나라의 원자력 교육이라든지 

일본 원자력 교육이 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 력기술기 원회 원장 이창건 : 지  국제원자력 학은 년이 3회인

데 1회를 미국에서 했고 2회를 스톡홀름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6주 동안 담임

선생, 그것을 mentor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강의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핀란드, 루마니아 이쪽 애들 굉장히 열심히 해요, 불가리아 

이쪽이. 그러니까 동구라  쪽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늘 안 

하지만 일본 얘들은 질문을 안 합니다. 별로. 그리고 미국, 국 애들은 어를 

잘 해서 그런지 남들이 가다가 막히면 실제 결론식으로 해주지 자기의견은 그

게 많이 내지 않는 축이었습니다. 동구라  사람들이 에 많이 띄었습니다. 

제가 다다음주에 일본에 가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가면 나이든 놈들이 그냥 하러 간다는 얘기가 혹시 나올 것 같아서 아

젠다를 지  한 10개 만들었는데 가령 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이 옛날 한국

은 섬나라다. 기시스템으로 보면. 그래서 두 섬나라가 합치면 륙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일본하고 한국 200km를 해 이블로 묶어서 우리 반

값밖에 안 되는 기를 구주 력으로 좀 수출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그것을 해서 그 에 이블메이커, 은행, 엔지니어링회사까지 끌어넣

어 가지고 뛰어다닌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블라디보스톡에 해군기지가 있는데 원자력잠수함에서 나오는 액

체폐기물이 탱크에 지  거의 넘쳐흐릅니다. 그것을 보고 온 친구가 있어요. 

한국 제독 의 하나가 봤어요. 내가 원자력학회 의회에 있을 때 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는데 일본은 돈 많으니까 희들이 돈 내고 우리가 싸게 그것

을 좀 에서 장고를 좀 보강·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바다가 깨끗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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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느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좀 정치 인 것인데 지  일본놈들이 그 공해를 일본해라고 붙

다고요. 이것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오랜 시

간에 걸쳐서 이것을 이름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극동해

가 어떠냐, 아니면 동아시아해가 어떠냐, 그래 가지고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

고 두 나라 이름으로 proposal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한다고 그랬더니 우주 계하는 사람의 얘기가 지  우

주는 미국, 소련, 유럽연합이 앞장서는데 일본 혼자만 가지고 이 국하고 상

하기 어렵다, 국하고 상 하기 어려우니 일본, 한국, 동아세아 합쳐서 컨소

시엄을 만들자 그것을 한번 제안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제안해 볼

까 합니다. 

하여튼 이런 거니까 좋은 아젠다가 있으면 제가 31일에 가니까 까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 한국원자력안 아카데미 이사장 임용규 ) :  마경석 선배님 늦게 오셨

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 ··· ··· )

. 오늘 아주 좋은 강연을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는 원자력 분야에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

료에 한 문제라든지 한 원자연료를 우리가 계속 으로 어떻게 에 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기타 원자력 분야에서의 R&D 정책을 어

떻게 끌어나가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문제를 가지고서 패 토의 비슷하

게 그러한 방식으로 다음에는 화제를 이끌어나갈까 그 게 지  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럼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실 것을 부탁드

리면서 오늘 이 포럼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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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서기
원년

1650
문 부흥기

1850
산업 명기

1930 1975 2007

인구,억명 2.5 5 10 20 40 65

배증연수 1650 200 80 45 45 > ?

<첨부 : 연사작성강연자료>

원자력의 재와 미래
                                                  이   창   건

                                              한국 력기술기 원회(KEPIC) 원장

1. 지구  과제

 학설마다 조 씩 다르긴 하지만 지구 상의 인구가 1억 명에 이르는데는 10만년이 

걸렸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던 것이 서기 원년엔 2.5 억명으로 늘어났고 문 부

흥기에 5억명이 되었으니 인구가 2배 늘어나는데 1650년이 걸렸다.  다음엔 산업

명기인 1850년에 10억 명에 달했으므로 인구증배연수는 200년이었고 그 후엔 80년, 

45년으로 차 단축되었는데 앞으로의 인구증배연수는 분명히 45년 보다 짧을 것으

로 본다.

표1. 세계인구의 배증(倍增)변화

 X축을 연도, Y축을 인구수로 나타낸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 10만년 동안의 인구증

가추세는 X축에 맞닿는 선으로 표시되나 100년  부터는 그것이 표1 에 그은 선

처럼 격히 로 솟구쳐 올라 마치 ㄱ이나 ㄴ자를 90도 돌려놓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곧 인구폭발을 뜻한다.

 

 거의 동시 에 등장하여 각각 수천만명씩을 학살한 Hitler, Stalin, 마오쩌퉁의 잔인

성도, 세계 의 참상도 인구증가를 억제치 못했다. 잔인성과 교활한 면에서는 이

들을 능가하는 Pol Pot와 김정일은 무 가 작아 2-3백만명 밖에 죽이지 못했다.  

인류역사상 인구가 어든 것은 세기의 흑사병창궐 때 뿐이었으므로 세균과 쥐의 

인구증가억제 능력이 인간보다 탁월하다고 야 할 것이다.



- 81 -

물건 100년 재

일상 생활용품 수

없으면 불편한 물건 수

꼭 있어야 하는 물건 수

200

 72

 16

32,000

   482

     95

 인구증가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의 수와 물량이 기하 수

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100년  희 증조부시 엔 200가지 물건으

로 생활을 (營爲)했으나 지 은 3만2천개로도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각각의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우리가 쓰는 종이, 라스틱, 속류 그리고 섬

유류와 포장지를 생각해 보라.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는 구두만 3천 켤 와 수천개

의 핸드백을 갖고 있었다는데 그런것 모두가 환경 괴의 요인이 아니겠는가?  표2

는 100년 과 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생활용품의 종류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2. 생활용품 수

 인간의 지식, 특히 과학기술 련 정보는 20세기의 첫 50년간에 2배 늘어났고 다음

엔 20-30년 만에, 그 다음엔 12-15년만에 다시 2배 늘어났는데 이 로 가면 2020

년 경엔 73일만에 2배 증가할 것이라 한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지  세계에선 매

 5만건 한시간에 3600만 건의 정보가 교환되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인간은 지식과 정보의 늪에 빠져 허우 거리게 되

리라 본다. 

 인도의 Gandhi선생은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다. “자연계는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

을 충족시켜  능력은 갖고 있으나 인간의 욕망을 채워  능력은 없다”고.

 10여년  미국 고체물리학회 개회식 때의 기조연설자의 얘기를 나는 아직도 기억

하고 있다.  “우리 고체물리학회에 제출되는 논문을 계속 쌓아 놓으면 앞으로 150

년 안에 지구보다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걱정어린 측이었다.  이 학회가 비교  

작은 규모라는 을 감안하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이 간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해 공 되는 물량 못지 않게 폐기하는 물건과 그 

처분도 크나 큰 문제다.  가령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의 1.1배 

이상의 음식물을 쓰 기로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인구가 쪽의 2배이므로 

우리 각자는 북한 동포의 음식물의 55%이상 씩을 먹다가 버린다는 뜻이고 이것이 

공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폐기물과 각종 화학물질 방류가 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치는 향은 핵 쟁만큼 심각하다.  핵 쟁이 성질환이라면 환경 괴

는 회복이 불가능한 결정  만성질환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Tanzania학생이 말하기를 10년 후엔 Kilimanjaro (해발 5,895m)의 만년설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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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태평양의 많은 섬들이 수몰되고 말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남극․북극의 얼음이 무도 빨리, 많이 녹아 내린다는 것이다.

 철강 수요가 증하자 미국 Pittsburgh의 제철소들은 호황을 렸다.  그런데 용

로에 철 석, 석탄, 석회석을 운반하고 거기에서 폐기되는 꺼기를 실어 날라야 하

는 근로자들은 하루 15시간, 1주 7일, 연 무휴로 일하느라 심신이 고단했다.  근로

자들이 제시간에 물건을 운반해 오지 않고 그늘에서 낮잠 자거나 잡담하고 담배피

우며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방지키 해 고안해 낸 것이 4개의 바퀴 신 1개의 바

퀴만 달린 운반차 다 (그림 1).  이 운반차에 석탄이나 철 석을 실었을 경우 목

지까지 가지 않고 도에서 손잡이를 놓으면 짐칸의 물건이 쏟아지게 됨으로 그럴 

경우 그것을 손으로 퍼 담느니 보다 힘들더라도 차라리 목 지까지 가는 것이 낫다

고 생각하게 된다.

  그림 1. 미국 Pittsburgh에서의 제철소 근로자의 운반기구

 그림2. Conveyer Belt가 최 로 등장한 산업 명 후 근로자들을 한 새로운 의자

산업 명은 량생산․ 량소비․ 량폐기의 길을 열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conveyer belt 다.  그 까지는 물건 만들 때 한사람이 모든 작업을 했지만 문기

능을 가진 근로자들이 한가지씩의 작업만 맡아하면 체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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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 유비(%)

발 , 열원

토지사용 변경

공업분야

농업분야

수송분야

기타연료연소

기기 설 등

쓰 기 매립과 하수

24.6

18.7

13.8

13.5

13.5

 9.0

 3.9

 3.6

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conveyer belt가 리 보 된 것이다.  그런데 매일 한자

리에서 15시간이나 앉아서 같은 일을 반복하니 싫증나는 것은 고사하고 졸음이 

와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공장장은 여기 기에 감독 을 배치해 조는 사람을 

깨우게 했지만 그래도 불량품이 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키 해 

생각해 낸 것이 자동제어식 의자 다 (그림2).  다리가 하나뿐인 이 신형 의자에 앉

아서 일하게 만들어 체 을 다리 하나에 만 얹히게 함으로써 작업  졸면 로 

넘어지게 만든 장치 다.  즉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작업에 임하게 하여 큰 효

과를 얻었다.  우리는 이런 비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구문명에 무임승차 

(Hitchhike)하여 30년만에 선진공업국 문턱에까지 달려 오느라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었다.

 재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비율은 석유 43.3%, 석탄 36.4%, 천연

가스 20.3%이며 그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표3.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원

 이해를 돕기 해 National Geographic지 (2007년 10월 호)에 실린 Carbon's New 

Math 내용과 07년 11월호를 인용코자 한다. 지난날 지구 기 의 CO2 농도는 오

랫동안 280 ppm을 유지해 오다가 화석연료를 량소비하기 시작한 산업 명기

에 315 ppm가 되었다.  그러던 것이 연간 80억톤의 CO2를 배출하고 있는 재의 

CO2 농도는 380 ppm에 달하여 그간 1℉의 온도상승을 래했다.  이 로 가면 연

간 160억톤의 CO2 를 방출하게 될 50년후 (2057년)의 CO2 농도는 무려 800 ppm을 

넘어 기온도가 9℉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류의 앞날은 어둡게 견하고 있는 Smithonian Institution의 연구보고는 지구상

에 서식하는 동물  덩치 큰 개체들이 순차 으로 멸종되어 왔다는 에 근거하고 

있다.  즉, 길이 10-12m의 식공룡이 멸종된 다음 8-10m의 육식공룡이 자취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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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었고 다음엔 길이 5m 안 의 잡식공룡이 뒤따랐다는 학설이다.

 지  지구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덩치 큰 동물인 코끼리, 코뿔소, 기린, 곰, 사

자와 호랑이  수 동물인 고래 등은 남획과 엽으로 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잠정 , 국지  효력이 있는 인  보호책이 무 질 단계에 이르기만 하면 이들은 

단시일안에 단종(斷種) 될 것이 틀림 없다는 것이다.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악어는 

핸드백 수요로, 코뿔소와 곰은 인간의 정력제 수요로 멸종되리라는 것이다.  곰도 

양말과 신을 신고 다녀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은 곰발바닥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

이다.

 한편 사람보다 덩치 큰 가축들은 인간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것인데 그 다면 인

류는 언제까지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기 의 CO2 농도가 800-1000 

ppm에 이르면 해수면은 조만간 60-70m 상승할 것이며 그 게 되는 날엔 녹색과 

엷은 갈색으로 칠해진 지도상의 지 는 모두 수몰되고 말 것이다. 지구 인구의 

80%가 해안가와 지 에 살고 있음을 감안하면 여태까지의 인구 증과 기 의 

CO2 농도 상승은 인류멸망의 주곡인 셈이다.  자업자득이나 업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면  핵 쟁이 성질환이었다면 환경

괴로 말미암은 재해는 난치병인 만성질환이라 할 수 있다.

 언젠가 Einstein은 남극지방의 얼음이 다 녹으면 지구의 모양과 지표상의 무게 분

포와 지축이 달라져 재의 남극과 북극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될것으로 내다 보

았다. 이런 상은 그 에도 있었다. 그것은 북극과 남극 지방에 화석연료가 많이 

묻  있는 것이 이것을 입증한다.  어 든 2007년도 Nobel평화상이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사람과 단체에 수여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 까지 얘기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시간을 X축에 놓고 인류의 미래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3 인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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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증가, 기 의 CO2 농도상승, 해수면상승  인구감소 사이엔 각각 몇십년 

내지 1~2백년의 Time Lag 밖에 없다.  이런 상을 감안하면 우리는 장래를 비

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식자들은 “지구의 종말이 내일이라는 것

이 분명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Baruch Spinoza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한민족의 과제
 잠시 우리나라문제에 을 돌려보자.  우리는 역사라는 거울 는 외국을 반사경

으로 하여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본다.  그리고 과거에서 재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연장해 으로써 미래를 측해 보기도 한다.

 국력도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명이 있고 그것이 소진되면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강력했던 제국(帝國)들이 성기가 지나면 내리막길을 걷다가 나 엔 

패망하고 마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며 그 흥망성회의 모습은 M이나 W자를 연결한 

것과 흡사하다.

  우리민족이 성기를 이룬 시기는 고구려의 개토왕과 장수왕 시  (서기 400년

경), 통일신라를 건립한 시  (700년), 고려의 성종 때 (1100년), 이조의 세종(1420

년)과 조․정조(1700년)시 이었을 것이다.  성기가 지나면 백성들이 사치와 나

태에 빠져 무기력하게 되고 지도층의 부패가 극에 달해 끝내는 패망의 나락에 빠지

고 만다.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668년) 다음 통일신라가 망할 때 까지는 220년

이 걸렸으나 그로부터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까지 340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까

지 360년, 한국 쟁까지도 360년이 걸렸다.

 이것은 우리 국운(國運)의 한 주기(週期, Cycle)가 약 360년이어서, 망한 시 에서 

성기에 이르기까지 180년, 그로부터 다음 패망기까지 180년 걸린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공․소련의 공산침략을 받은 1950년을 (底点)으

로 하면 서기 2130년까지의 180년간은 계속 성장추세를 이어 가다가 2300년에 가야 

패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림4.  한민족의 亡盛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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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on 비교

원료 (철 석, 석탄) 60-90 1

철강재 900 10

자동차 10,000 100

산업기계 1,000

계측기, 정 기계 10,000

  이처럼 이 민족의 앞날은 당분간 밝겠으나 사주팔자만 믿고 과일나무 에서 입

만 벌리고 있는 식의 태도로는 행운을 거머쥘 수 없다.  행운이란 Santa Claus가 

잠자는 사이에 머리맡에 갖다놓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땀과 성실함으로 창출하는 

노력의 결정체인 까닭이다.

 이 민족은 자원 국, 인구․ 토 국처럼 천연 으로 받은 것이 별로 없는 신 

쓸수록 좋아지는 두뇌와 성실하게 땀 흘리면 값진 것을 만들어내는 특유의 잠재력

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 50년간 온 세상에 실증해 보이기도 했다.  우

리는 지하자원이 많은 동․아 리카 보다는 그것을 도입하여 첨단제품으로 설계․

가공해 내는 기술을 가진 유럽 부자나라들을 benchmarking 해야 한다.

 가령 제철회사는 톤당 $60의 철 석과 $90의 석탄을 수입하여 용 로에서 철 

Ingot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을 그냥 내다 팔지 않고 좀 더 가공하여 톤당 $900의 

철 으로 만들어 자동차회사에 다.  그러면 자동차 제작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톤당 $10,000의 자동차를 만든다.  즉 원료보다 100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다.  그것으로 산업기기를 만들면 1,000배, 계측기나 정 기기를 만들면 1만배 올라

간다.

 이것이 세계에서 지하자원이 가장 많은 아 리카 사람들은 못살고 자원빈국․기술

부국인 선진공업국이 잘사는 이유다.  아래의 두 표는 원자재와 공업제품의 무게 

당 값이 기술투입에 따라 부가가치를 얼마나 올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4.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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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kg  제품 $/kg

화물선  1 반도체   100

일반승용차  5
Main Frame 

Computer
  160

고 승용차 10 Video Camera   280

NC기계 12 Jumbo Jet Plane   350

Color TV 16 Plane Engine   900

잠수함 45 Super Computer  1,700

인공 성 20,000

 표5.  단  무게당 부가가치

 

 이 표가 우리에게 주는 message는 땅속에 묻힌 것이 없는 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

라 머리에 묻 있는 것을 개발해 낼 창의력과 노력 부족을 한탄해야 한다는 뜻이

다.

3. 원자력 과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막강한 Tank부 와 폭기들을 앞세우고 3․8선에서 

일제히 남침 했을 때 남쪽으로 떠 려 간 나는 노 에서 미군부 의 도장이 힌 

Atomic Bomb란 책을 샀다.  책표지엔 핵탄두가 터지면서 뿜어 는 황 빛 화염과 

그 을 떠받치고 끌려 올라가는 버섯구름 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1945년 7월 Nevada사막에서 인류최 의 핵실험에 참가한 과학기술자들은 자기네

가 설계제작한 핵탄두가 계산 로 핵분열을 일으킬 것인가  제 로 터진다면 그 

효과가 지  엎드려있는 모래 방어벽에까지 미치지는 않을까를 심히 걱정하며 

보안용 색안경을 낀 채 철탑 에 장 된 물건을 두근거리며 응시하고 있었다.  확

성기에서 10,･････․5, 4, 3, 2, 1의 countdown이 울리자 무도 벅찬 나머지 더 이

상 철탑 를 쳐다볼 수 없는 자들은 모래에 이마를 묻고 기도드렸고 어떤 이들

은 손톱에서 피가 나는 도 모른채 손으로 모래바닥을 고 있었다고  있었

다.

 그 천지개벽의 순간 사막의 핵실험장에서 헐떡거리는 자들의 숨결이 내 심장의 고

동을 부추긴다고 착각한 나는 그때의 과학기술자들처럼 “오 하나님”을 외치며 주먹

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날 밤 책을 정독한 나는 무 흥분한 나머지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도 책표지의 불덩이처럼 붉게 이 거렸고 그것 

역시 핵반응으로 에 지를 발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야생마 같은 핵반응 

에 지를 제 로 길들여 자갈을 물리고 안장을 얹으면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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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취된 나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새벽하늘만 쳐다 보았다.  종

교인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득 는 득도(得道)라 한다던데 만일 원자력을 공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득도라는 낱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나의 득도는 바로 피

난시 의 그때인 셈이다.  

 오늘 나는 지난달 국제원자력 학 하계강좌에 참석한 36개국 109명의 Fellow (35

세 이하, 석사이상)들과 12명의 Mentor(지도교수)들에게 행한 나의 강의내용을 조  

고쳐 소개코자 한다.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와 한 과학자들이  원자론을 정립(定立)했다 함은 

교과서와 과학서 에서 배운바와 같다.  그런데 그 원자는 제2차 세계  때에 군

에 징발당하여 무기로 조립되었고 기야 일본의 두 도시에 투하됨으로써 엄청난 

인명피해와 시설 괴를 래하며 쟁에 종지부를 는 구실을 했다. 

 핵무기에 한 공포가 무도 강렬한 까닭에 그 반작용으로 생긴 것이 원자력 평

화이용이었다.  여기에 헤겔(Hegel)철학의 정반합(正反合)이론을 용한다면 핵무기

의 개발과 이용(Atoms for Weapons)이 정(Thesis)에 해당하고 원자력 평화이용

(Atoms for Peace)이 반(Antithesis)이 되리라 본다.  내 생각에, 원자력의 무기화를 

주장하는 표 은 구약성서 요엘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희는 쟁을 비하고

          ………………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요엘 3 : 9 - 10).

 반면 원자력의 평화이용은 이사야와 미가의 에서 엿볼 수 있다.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 : 4, 미가 4 : 3).

 

 몇 차례의 쟁의 와 에 삶을 보낸 나의 세 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는 

시동원령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라는 명제(命題)사이에 샌드 치 되어 

이랬다 랬다 방황하고 이럴까 럴까 (Entweder-Order)로 망설여야 했다.  그래

서 지 까지 수십년간 「 쟁과 평화」사이의 틈바구니와 그로 말미암은 고민속에

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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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러분 세 는 쟁과 평화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보다 미래지향 이고 건

설 인 합(Synthesis)의 차원으로 진입해야 할 역사  소명(召命)을 부여받았다고 

본다.  그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처하는 수단으로서의 원자력(Atoms 

for Climate), 지속가능한 개발에 동원되는 원자력 (Ato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건설을 해 원자력 (Atoms for a Better 

Future)에 자갈을 물리는 작업을 착실히 해 달라는 시  요청에 부응해야 할 세

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  과업을 내 세 는 담당할 수가 없다.  우선 나의 세 사람들은 여러

분과 달리 구구단을 일본말로 외우고 있다.  나의 경우 6.25 쟁 때 에서 여러

번 잤고 어떤 때는 열흘을 굶기도 했다.  낮에 비틀거리며 일어나면 푸른 하늘이 

노랗게 변하여 빙빙 돌고 별들이 여기 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보일 정도 다.  

우리세 의 삶은 사는(live) 것이라기 보다는 살아남기(survive) 한 몸부림이었다

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 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

라 진이 다 빠져 더 이상 큰일을 맡을 수 없다.

 지난날 제3차 세계 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이

가 Albert Einstein에게 물었다. 

  “선생님, 제3차 세계 에서 쓰일 주무기는 어떤것이겠습니까?”

 핵무기 사용이 걱정스러워 묻는 질문이었다.  Einstein의 답변은 이러했다.

  “ 쎄, 내가 그것을 어  알겠소!  그러나 제4차 에서 쓰일 주무기의 종류    

만은 확실하오.  그것은 몽둥이과 돌맹이일 것이오!”

 

 Bertrand Russell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제3차 세계 의 피해자엔 두가지 유형

이 있을 것인데 하나는 운좋은 사람과  하나는 불운한 사람이다.  운좋은 사람이

란 핵공격을 받는 즉시 장에서 깨끗하게 죽는, 즉 자기 몸이 즉각 몇가지 원소로 

분해증발되는 부류이고,  하나는 폭발지 에서 조  멀리 떨어져 있다가 목숨만

은 부지하되 일생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망과 고통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제

로 살지도 못하며 지겹게 나날을 보내는 운나쁜 사람들이다.....고.

 

 그러던 것이 21세기에는 면  핵 쟁 은 많이 어 들었다.  즉 성질환은 

면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신 인류는 환경 괴라는 만성질환에 시달려 고생하고 

있는 스스로임을 지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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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년  독일 철학자 Friedrich W. Nietzsche는 지구환경 괴를 이 게 걱정했

다.

 “지구는 심한 피부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데 그 병균이 바로 인간이다.”

 어느 시 , 어느 사회에서나 간통과 함께 피부병이 주요 이혼 사유가 되었음을 감

안하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이혼 당하고 버림받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

선다.  만일 Nietzsche가 지  살아있다면 이 게 말할 것이다.

 “그 병든 피부에서 방출되고 있는 악취가 온실가스이고 병 증상이 바로 기후변화

로 말미암은 지구온난화 상이다.  그리고 악성독감에 걸려있는 지구의 병증세는 

날로 악화일로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루기 힘든 이런 문제를 가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아

울러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슬기롭게 리함으로써 (to avoid the unmanageable and 

to manage the unavoidable) 지구 에 기불이 계속 켜있게 하고 문명의 수 바퀴

가 지속 으로 돌아 가도록 원자력을 최 한 이용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구를 후손

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옛부터 우리는 세상에 3종류의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는데 그것은 소

의, 의, 의(大醫)이다.  소의라 함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시고, 

의는 사회나 국가의 병을 방․치료하는 사람인데 반해 의는 역사, 세계, 시 에 

특출한 시 정신(zeitgeist)을 불어 넣어 아무도 범 할 수 없는 뚜렷한 발자국

(footprint)을 남기는 한 의사선생님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정의는 무엇일까?  이에 한 여러 학설  나는 

국 역사학자 Thomas Carlyle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한다.  그는 웅과 

웅숭배론 (On Heroes, Hero-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에 이같이 썼다.

 

 “ 웅 는 인(大人)은 의 지도자이고 모델과 모범이며 일반인이 추구하는 

일을 스스로 알아서 먼  해내는 창조자이다.  세상에 려 있는 창작물 에는 

웅  인간정신이 구체화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있다.

 인(大人)은 살아 움직이는 빛의 샘 (living light-fountain)이며 빛으로 어두운 곳

을 밝히는 등불이다.  웅  인은 남이 연료를 공 해주고 화(点火)해야 빛을 

발하는 피동형 등 라기 보다는 하늘에서 불씨를 끌어들여 스스로 빛을 내뿜는 외

로우나 능동 인 원(光源)이다.  그러므로 그는 웅  고결함을 간직하며 강물처

럼 빛을 철철 흘러냄으로써 범인(凡人)들과는 다른 원천 으로 특출함을 발휘하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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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료깊은 말 을 가슴깊이 새겨보자.  그리고 이성을 밝히고 안목을 지평선 

로 높이고 지혜를 농축하여 의로서의 사명을 떠맡자.  그리하여 역사의 소명에 

부응하여 자연환경의 신음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울려펴지는 시 의 비상나팔소리 

(roll-call)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류와 지구를 구할 성 (聖戰,지하드)에 참여하자.

 4.  기의 원자력과 실

 1958년 여름 어느 날 Walker Lee Cisler씨가 이승만 통령을 방했다.  Cisler씨

는 제2차 세계  후 Eisenhower 유럽군 총사령 으로부터 폐허가 된 유럽 륙의 

력계통 복구의뢰를 받고 그 일을 휼륭히 해낸 최정상  기기술자 다.

 해방 후 수많은 우리 동포가 일본, 만주, 국, 동남아에서 귀국했고 거기에 북한

에서 다를 수백만 피난민이 남하하여 민생문제가 미의 심사이던 시 에  

96%의 력을 북한에서 공 받던 우리가 1948년 5월 14일 북한의 고 없는 일방

 단 (斷電)으로 혼란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이 통령은 Cisler씨에게 어떤 

묘안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Cisler씨는 “방안이 있긴 한데.....” 라며 말을 흐렸다.  이 통령이 그게 뭔가라며 

다그쳐 묻자 Cisler씨는 나무상자 (소  Energy Box) 안의 우라늄 을 보여주며 

이것이 핵분열을 일으키면 화차 100량의 석탄이나 형 유조선의 석유가 탈 때 나

오는 만큼의 에 지를 발산한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이것은 땅에서 캐내는 화석연

료와는 달리 머리로써 창출하는 기술 에 지이므로 이것을 얻으려면 우수한 과학 

기술자를 많이 양성 확보해야 한다고 언 했다. 

 

 “한국도 그 일이 가능할까요?” 라는 물음에 Cisler씨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그

럼 우리가 언제쯤 그런 에 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에 Cisler씨는 20년 

후라고 잘라 말했다.  그로부터 꼭 20년 후인 1978년 7월 20일부터 생산된 기가 

국민에게 공 되기 시작한 것을 보고 우리는 선각자의 지에 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설계수명을 다하여 수명연장을 신청해야 하니 고리를 

첫 번째 원자력 발 소 부지로 선정한 당사자로서 감회가 깊다.

 원자력평화이용 창기에 선진공업국들은 출발선에서 토끼처럼 뛰어 나갔으나 우

리는 그것을 보고만 있다가 훨씬 나 에 거북이처럼 어슬  어슬  기어가기 시작

했다.  그러다가 30년 후엔 선진국 원자력토끼들이 언덕 의 나무 에서 낮잠자고 

있는 것이 보 다.  그간 한국 거북이는 느리지만 단없는 진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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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 거북이와 서양 원자력 토끼

 우리에게 다행스러웠던 것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이 원자력계에 몰려 들었고 다음엔 

인력의 교육훈련에 우선권을 두어 체질강화를 모색해 왔다는 이다.  가령 1  원

자력기술자의 훈련비는 그 사람 몸무게의 값만큼 들어감으로 나는 그를 선생이

라 부른다.  선생 에는 많은 은선생과 동선생이 버티고 있으며 이 속선생님

들은 월․월․화․수․목․ ․  식의 근무로 효율향상, 품질개선, 새공법개발, 경

제성제고에 이바지하 다.

 우리가 외국에 내세울만한 자랑꺼리는 무후무한 훈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이다.  우리 원자력계에서는 신입사원들을 해병  훈련캠 에 견, 극기훈련을 받

게 함으로써 심신단련에 주력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의 운 요원과 기술인력을 

사찰에 보내어 참선을 시키고 고승으로부터 말 을 듣게도 한다.  처음 이 Program

은 종교  이유로 강한 항을 받았으나 훈련 후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사태에 처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정 인 평가를 받

고있는 것은 큰 수확이다.

 이런 특수훈련은 육체 , 정신   력증진만이 아니라 소득증 로도 나타났다.  

우리나라 20기의 발 로 복합이용율이 세계평균치 보다 15% 높아 연간 80억 ~ 90억

$의 상  이윤을 올리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 다.  그림 5는 한국의 발 로 20

기가 2000년도 이후 계속 90%이상의 이용율로써 세계 최고치를 수립하 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력개발을 한 시 선투자가 수십․수백배의 이윤

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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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과 세계의 발 로 이용율 비교 <자료:한수원, 2007>

 수로에서는 경수로의 노심부분 는 핵증기 공 계통을 Calandria라고 부르며 

원자로 건설시 핵심부인 이것을 설치해야 기타의 부속기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데 그 조립과 설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여타의 기기설치는 그것이 공되는 것

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월성 2호기를 건설할 때 우리 기술진은 시간

약을 해 격납용기안에서 주요시설들을 설치하면서 Calandria를 밖에서 조립한 다

음 그것을 rail로 천천히 격납용기 안으로 끌고가 주요시설물들과 연결하 다.

 

 이런 분산 조립방법은 즉시 조선업계에 되어 이제는 선박건조 시 Dock안에서

만 작업하지 않고 각 계통들을 여러군데에서 분산 조립한 다음 최종 으로 그것들

을 Dock안으로 끌어와 각 계통들을 연결하여 배를 공시킨다는 것이다.  Dock 건

설비가 1600억원이 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분산조립 후 Dock에서 최종 종합 결합설

치 방법은 경제성향상과 공기단축에 결정  요소가 된다.  최근엔 200m 길이에 15

층 높이의 배를 아  육상에서 건설하여 수십개의 철로로 바다에 끌어 내리는 방법

까지 쓰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계의 부로 통하는 필자의 친구 신 박사 말에 의하면 처음엔 Dock밖에서 

만들던 단  Block (원자력셰계에서 말하는 Module)의 무게가 500톤 이하 으나 지

은 그것이 2000톤 이상이 되었으며 30만톤 유조선 건설을 해 외부에서 만든 10

여개의 Block을 Dock 안으로 끌고와 최종조립하는 시간이 26일 밖에 안 걸리며 이

것은 세계최단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30만톤 유조선의 경우 건조주문을 받

은 후 철 단부터 진수식까지 7개월 밖에 안 걸리는데 일본에선 12개월, 국에

선 24개월이었다가 최근엔 18개월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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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500톤 이하

Superblock 500-1000톤

Megablock 1000-2000톤

Gigablock 2000톤 이상

표 5.  조선소의 Block 단

 60여가지 특허를 갖고 있는 내 아우는 기자재 약, 공기단축, 인건비와 원가 감의 

달인(達人)으로 알려진 건축구조설계 문가이다.  지 까지 건축계에선 땅 서 지

하실을 건설한 다음에야 수십 층의 지상구조물 건설에 들어갔다.  즉 지하 6-7층 

깊이를 서 거기에 철골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상구조물 건설을 시작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것은 속옷입고 양복 걸친 다음 외

투를 입는 것과 흡사하다.  그런데 내 아우는 지상과 지하철골 설치공사를 동사에 

추진하는 방법으로 철구조물 설치공기를 20% 단축하는데 성공했다. 즉 양복 에 외

투를 미리 걸쳐 놓았다가 함께 재빨리 입는 방식과 흡사한 공법이다.

 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원자력계가 조선업계와 건축 장을 

benchmarking 하여 원자력 발 소 건설공기단축에 참고해야 할 시 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형 원 의 공기지연은 1일 1백 ~ 2백만$의 손실을 래한다.  

따라서 시간은 돈 이상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기술개발 못지

않게 공기단축 방안에도 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 소에서의 발 비 원가구조에선 자본비 비 이 70%이고 LNG 발 소에

선 연료비 몫이 70%인 것을 감안하면 건설공기가 발 단가에 미치는 향이 얼마

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지난 20년간 일반 물가는 190%올랐는데 

기값이 5%내외 상승에 그친 것은 값싼 원자력 발 이 뒷받침 해줬기 때문이다.

 그림6은 6개 력회사의 가정용 력 단가를 사용량 별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 

Con Ed사는 220 kWh 쓰는 가정에게 약 300원의 단가를 부과하나 600 kWh를 쓰

면 230원만 부과함으로써 량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220 

kWh사용 가정에겐 120원의 단가를 부과하나 600 kWh를 쓰면 그것의 2.8배의 단가

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소량의 기를 쓰는 소득층에겐 은 액수의 요 을 

부과하고 량소비자인 부유층에겐 비싼 단가를 부과함으로써 스스로 에 지 약

에 앞장서게 하려는 정책  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신네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빈부격차를 이고 부유층이 력사용억제를 자발 으로 시

행하도록 유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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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6개국의 가정용 력요  비교

5. 북한의 핵무기

 1986년 : 북한이 5 MW의 흑연감속․가스냉각로를 발 용으로 운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원자로엔 터빈․발 기도, 송 선도 없음을 지 했다.  그러자 그들은 

증기가  새는 구식 터빈을 서둘러 설치했다.

 1991년 : 남북한은 이 땅에서 무기로 용가능한 핵물질의 생산, 비축, 배치 (그들

은 배비라 함), 제3자에의 이양,  그 사용을 일체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한

반도 비핵화 정에 서명하고 이를 세계만방에 천명했다.

 

 94. 10월 : 북한은 미국과 제네바 정 (Geneva Framework)을 체결하면서 핵물질

생산 지와 이의 폐기 가로 매년 유 50만톤을 공  받고 아울러 KEDO는 함경

남도 신포의 호지구에 100만 kW  한국형 표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합의

하 고 그 것을 이행했다.

 2006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자기네가 세계 제8 핵실

험국  제9의 핵무기 보유국임을 자랑하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응분의 우를 하라

고 소리쳤다.

 망    : 지난날 국제사회는 남북 양측에 핵정조  (Chastity Belt)를 채우는데 성

공했고 그 Key를 IAEA에 맡겼다.  그런데 북한이 차고 있는 핵정조 는 북한제이

고 나 에 알고 보니 북한이 비  Key를 갖고 있는 것이 명되었다.  지  국제사

회는 그 비  Key를 빼앗을 생각은 안하고 북한 사타구니에 핵정조 를 다시 채울 

방도만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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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핵의 불능화 (Disablement)조치는 핵시설의 잠정 가동 지이지 시설의 근본  

해체 (Dismantlement)나 철거가 아니며 거세(去勢)는 더욱 아니다.  자기 몸에 채워

진 정조 를 비  Key로 열고 재미 본 력(前歷)이 있는 북한에게 핵시설의 불능

화를 요구하며 그 가로 막 한 경제원조를 하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크게 재미

보는 장사이고 아무 손해 볼 것 없는, 가리고 아웅식의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날 북한이 생산한 수십 kg의 분리 루토늄 (separated plutonium) 과 자체 

생산했거나 수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고농축 우라늄 (HEU)에 한 책없이 북한

의 핵불능화 조치에 매달리며 샴페인부터 마시려는 듯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동․서독  어느 한쪽이 핵무기를 가졌더라면 독일 통일이  불가능했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가 통일 후 우리의 자산이라는 주장은 어리석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것은 흡수통일을 면해보려는 김씨 일가와 그 추종세

력들의 사욕에서 비롯된 반민족, 반통일, 반역사  행 일 뿐이다.  그것으로 남반

부를 핵불바다로 만들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들의 야욕이거나 핵 박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통독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게 말했다 : “우리는 독일 사람을 무 무 좋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독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어도 둘 이상의 독일이 있어야 

한다”고.  북의 핵보유는 한국사람을 무 무 좋아하는 이웃의 흑심을 만족시키

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 평화통일의 장애요소이고 장해구실을 할 

것이 틀림없다.

6. 연구개발 (R&D)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안되고 개발한 물건이 

경제 으로 작동하느냐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실증실험 (Demonstration)을 

거친 후 경제  타당성을 확인키 해 실물크기 시설을 만들어 상업운  조건으로 

운 해 야한다 (Deployment).  즉 R&D가 R&DDD로 발 해야 함을 뜻한다.

 그런데 원자력분야에서는 R and Penta-D 즉 R&DDDDD이어야 필요․충분 조건

이 만족된다.  뒤의 두 D는 Driving(운 ･보수)과 Decommissioning(해체)이며 이번 

계기로 R&DDDDD라는 낱말이 국제사회에서 리 사용되기를 바란다.

 연구엔 두가지 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철학  사고에 의존하는 a priori(연역 )

식이며 이것을 나는 Thinker Type 이라 한다.   하나는 상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노력형으로 그것은 Tinker type (땜쟁이 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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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he Thinker and the Tinker

철학  사고형에 바탕을 둔 표  인물이 Albert Einstein과 Pierre Curie이고 노력

형이 Marie Curie 다고 본다.  연구개발이 성공하려면 Thinker type와 Tinker 

type가 조를 잘 해야 하며 그 표 case가 Pierre와 Marie Curie 부부 다.  

Pierre Curie는 Marie Sklodowska (큐리 부인의 처녀 이름)를 발견했고 Marie는 

radium와 polonium을 발견했다는 것은 Thinker-Tinker 력의 본보기라 할 것이다.  

음악계에서는 Mozart가 Thinker type이고 작곡한 것을 거듭거듭 고친 노력형의 

Beethoven은 Tinker type 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군데에서 정보 하나만 빼내면 표 이 되나 여러 군데에서 많은 정보를 항상 빼

내는 것은 연구라 한다.  연구소는 이런 뛰어난 정보 도둑들의 소굴이며 언제, 

가,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빼내는 가의 방도를 강구하되 그 과정에서 결코 

표 시비에 걸려들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도둑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Software 도둑이고,  하나는 Hardware 도둑

이다.  공통 은 둘 다 밤새도록 일에 골몰하며 가  혼자 외롭게 일한다는 이

다.  다른 은 자의 경우 빛을 좋아하고 일의 결과를 가  빨리 리 알리려 

하나 후자는 빛을 아주 싫어하고 과정과 결과를 극비에 부치려 한다는 차이가 있

다.

7. 한민국의 격(格) 상승과 역할증

 해방 후와 한국 이 끝났을 때 우리가 부러워 한 나라는 식량자 이 가능하고 국

제무 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버 마(미얀마) 다.  제

2차  에도 침략당하지 않고 주권을 지킨 태국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앞

에 치해 있는 나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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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우리의 바람은 어떻게 하면 밥 굶지 않고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느냐 고 뚱뚱

한 것이 부의 상징이었다.  50년이 지난 지 의 꿈은 어떻게 하면 체 을 이고 

덜먹고 날씬해 지느냐로 변했으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7이다.

그림8.  Before and Now

 50년 의 최빈국  선진공업국 열에 진입한 나라는 UN 가입국  한국밖에 없

다.  한국은 1997년에 선진공업국 그룹인 OECD에 가입했고 작년도에는 Geneva 

Group에도 들어 갔는데 이것은 개도국에 한 원조를 해 국제 분담  이외에 물

심양면으로 더 많이 기여하는 나라들의 모임이다.  기술원조, 보건 생, 교육․훈련, 

빈곤퇴치, 기타 각종 자문과 자발  원조에 응하는 나라집단인 것이다.  즉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어른 노릇을 담당할 것임을 다짐한 셈이다.

 UN과 UN산하의 국제기구 분담 은 지난 3년간의 GDP 평균치를 참작해 책정하

는데 그간 1.73%를 내던 한국은 2007년부터 2.17%를 분담  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 11 이다.  미국은 25%, 일본 18.78%이다. 독일 8.37%, 국 

5.91%, 랑스 5.8%, 이탈리아 4.7%, 캐나다 2.7% 등이다. 

 IAEA의 최근 Case Study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외국에서 선진 기술을 도입해 원

자력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표 경수로(KSNP)를 탄생시켰고 농업국에서 선

진공업국 경지에 진입했으며 지난날의 수혜국(Recipient)에서 공여국(Donor)으로 발

했음을 지 하고 있다.  이에 해서는 나도 할 말이 있다.

 

 1950-70년 에 미국과 IAEA에서 기술훈련을 받은 나는 1980년 부터는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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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가 되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Donor신분으로 격상했다.  국제 로젝트의 책임

자, 국제회의 의장, 해외기술자문역 (Consultant)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언젠가 나

는 IAEA 문가로 UN여권을 받아들고 기술자문  IAEA의 원조활용실태조사와 

그 평가업무를 부탁받고 국출신 미국인 Dr. Rundo와 함께 Africa를 여행하게 되

었다.  이 경우 수혜국은 반드시 UN Mission에게 자동차와 운 기사를 보내주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데도 어느 나라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리는 택시와 

Rental Car에 의존해야 했다.  그 나라에서 각자 1시간씩 강의한 다음 나는 흑 에 

이 게 크게 썼다.

 

          We like Africa.

          We love Africa.

          We need Africa in terms of Ah-Free-Car.

 그러자 맨 앞 에 앉아있던 고 리가 일어나 악수를 청하더니 미안하게 되었다

면서 다음부터 차와 기사를 보내줘 편하게 여행하게 되었다.

 

 나는 아 리카 여행 후부터 가나 (Ghana)와 가나인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웃의 다른나라, 특히 에 말한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비교  정직하고 사치하지 

않고  부패가 으며 성실하다.  거기서도 우리는 한시간씩의 강의요청을 받자 

Dr. Rundo는 세계  자기 업 인 인체내에서의 핵종별 생물학  반감기 (Biological 

Half-life)측정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나는 우리의 과학기술 황과 원자력 발 계획에 해 설명한 다음 인력양성, 꾸

한 기술개발, 사업 리능력의 요성을 강조하며 에서 얘기한 연구･개발을 논

하며 도둑의 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는 유능한 정보도둑들이 많아 앞날

이 아주 밝다고 치켜 세웠다.  이에 해 청 이 박수로 응답하자 앞 에 앉아 있

던 Dr. Rundo가 마이크를 달라더니 이 게 comment했다. 

 “소년시  나는 Arabian Nights : Ali Baba and 40 Thieves라는 이야기책을 즐겨 

읽었다.  그런데 여기서 강의 들으니 Dr. Lee는 Ali Baba가 아니라 A Lee Baba이

고 40명 도둑의 두목이 아니라 40 Million Korean Thieves의 두목  하나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이 경제와 기술개발을 잘 한것은 A Lee Baba  같은 두목들이 

소굴에서 밤낮 외국 기술을 표 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뜻에서  도둑

들의 무 는 아라비아가 아니라 한반도이다! ”

 청 은 폭소하고 박수치며 “옳소! 옳소!”를 외쳤다.  큰일났다.  내가 궁지에 몰리

고 체면깎이는 것은 괜찮지만 앞자리의 기자들이 이 아무개가 가나에 와서 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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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부 외국에서 도둑질한 것이라고 양심선언했다고 쓰고 그것이 를 타고 

 세계에 퍼져 나가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앞이 캄캄하고 아찔해졌다.  난처해

진 나는 우선 마이크를 넘겨받고는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Rundo 박사의 강의를 듣고 과연 그가 세계  학자임을 재확인했을 것

이다.  나도 그 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를 존경한다.  그의 이야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키 해 나는 우리 옛 이야기를 인용해 보겠다.  몇 백년  우리나라에 무학

사라는 고승 (高僧, High Reverend Monk) 이 임 의 정치고문과 왕자들의 스승으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하루는 왕이 장난삼아 그를 골탕먹여 보려고 짐

(朕)의 에는 사님이 돼지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해 무학 사는 껄껄 웃

으며 과연 지당한 말 이라고 꾸했다.  그러자 왕이, 그럼 사님 엔 짐이 어떻

게 보이느냐고 묻자 ‘임 님은 부처님처럼 인자하게 보입니다’ 고 했다.  어째서 그

러냐니까 사가 이 게 말했다. ‘마음속에 돼지가 가득차 있는 사람에겐 다른 사람

들도 모두 돼지처럼 보이고 부처님이 들어있는 사람 에 다 부처처럼 인자하게 보

이기 때문입니다... 하하...’ 

  여러분!  Rundo박사는 나를 도둑놈의 두목이라고 했지만 내 에는 그가 세계

인 학자요 남에게서 존경받는 휼륭한 신사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와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어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인지에 한 단은 명한 여러분의 처분

에 맡기겠습니다.“

 Rundo박사가 옳다고 박수치던 청 이 이번엔 내 얘기에 박수치며 옳다고 했다. 이

게 해서 나는 무학 사의 도움으로 지옥에서 간신히 빠져 나왔다.

 나는 아직도 순박한 가나 원자력연구소 연구원들의 얼굴을 기억한다.  그들의 맑

은 과 밝은 표정, 검은 피부와 조되는 하얀 이빨 그리고 굵은 바리톤 음성...그

때 나는 Recipient가 아니라 Donor로서의 한국인이라는 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웠

다.

결론

 2006년말 재 세계의 원  시설용량은 총 435기, 3.7억 kW이고 26기(0.21억 kW)

가 건설 이다.  2030년엔 총 시설용량이 재의 1.73배인 6.4억 kW가 될 것이 

상되므로 이것은  앞으로 2.7억 kW 는 약 270기의 증설을 뜻한다.  그 게 되면 

재 발 시설용량  16%인 원자력 유율이 27%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2030년까지 재 가동 의 원 은 모두 폐쇄, 수명연장, 는 출력증강이나 보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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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받아야 하며 이것은 2.7억 kW의 신규원  건설 못지않게 원자력계에게 큰 일

감을 요청한다.  사람은 많으나 사람이 없다는 말이 많은 데 그것은 사람머리수는 

많지만 쓸만한 문가가  부족이라는 뜻이고 후자가 자를 먹여 살려야 한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원자력사업은 긴 시간, 막 한 자본, 수많은 문인력과 국민의 지지를 필요로 하

는 형 Project이다.  사실상 원자력 기술은 컴퓨터, TV, 비행기보다 훨씬 늦게 등

장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 성과 잠재력이 아주 크다.

 어느날 기자가 Albert Einstein에게 물었다. “어째서 인류는 핵 쟁 공포에서 헤어

나지 못합니까?” “이유야 간단하지요....정치가 물리학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기 때

문이라오....”

 따라서 나는 결론으로 정치얘기를 하지 않겠다.  다만 원자력 우등생이라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의 최 의 은 자만(自慢, 

complacence)이다.  Complacence하지 말고 같은 발음의 Complaisance (정 , 공손)

해야 하는 것이다.  원자력 르네상스기에 꽃이 만개하도록 만반의 비를 하고 

력투구해야 한다.  마른 수건이라도 한번 더 짜라는 일본격언을 되새기자.  그리하

여 여러분들은 활기에 넘친 원자력 종마(種馬)가 되어 원자력씨를 리 퍼트리기 

바란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  과업을 완성할 때 박수쳐드리기 해 

자에게 수명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다.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2-4-D라는 상표의 제 제 (除草劑)는 하나가 둘이 되고, 둘

이 넷, 넷이 doubling하고 그 다음엔 redoubling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농약을 뿌리면 잡 가 무성하게 자란다.  즉 기가 굵어지고 잎이 많이 돋아나는

데 비가 오면 그림 4에서처럼 잎은 갑자기 더욱 무성하게 된다.  그러다가 햇빛이 

나면 풀은 말라 죽는다.  왜냐하면 그간 기가 굵어지고 잎사귀가 많이 돋아나 수

분증발량이 격히 늘어난 것에 비해 증발하는 수분을 공 해 줘야할 뿌리는 옛 그

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와 공 간에 심한 불균형이 생긴 까닭이다.

그림 5. 2-4-D 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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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리나라는 2-4-D를 먹은 잡 와 같지는 않은가? 수입에 비해 소비가 지나

치게 많아.  생활비  차지하는 외식비 비 이 선진국보다 높다.  잎과 꽃은 무성한

데 뿌리가 작고, 고 약하다.  남에게 보이는 것은 번지르르한데 기 가 형편없이 

취약한 것이다.  일부 근로자는 일을 충실히 하여 생산성을 높인만큼 자기 몫을 차

지하려 하지 않고 머리에 붉은띠를 두르고 주먹을 휘두르며 기업주를 골탕 먹이기

만 하면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 정례화(定例化)되어 있고, 을 많이 받게 

되면 이에 정비례하여 제품의 불량률은 높아지고 있다.

 을 많이 주는 직장일수록 동맹 업이 더 많다. 반 로 기업주는 흑자를 이룩

하 을 때의 여유자 을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근로자에게의 복지후생에 투자하지 

않고 땅 투기에 열을 올렸고, 일부 부도덕한 기업주의 경우 자기와 자기 가족은 극

도의 사치생활을 하고 돈은 해외에 빼돌리기까지 하면서도 근로자의 복지후생은 못

본척 하기도 한다.  어느 한쪽만이 나쁘다고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민이 합심하

여 미래에 비한 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도 과거사 들추기에 막 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가치창출을 해 인력개발과 신 략 추진에 념해도 국제

경쟁력이 확보될지 의심스러운 국에 이미 실패한 것이 입증된 낡아빠진 평등주의

와 사회민족주의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국민을 내몰고 있다.

 우리사회 체가 2-4-D에 독되어 있는 까닭이다. 모두 내 탓이다. 해방직후와 

6.25후에 미국학자들이 한국경제를 Basket Case라고 표  한 일이 있다.  군 에서 

심하게 부상당하여 손발이 모두 잘린 상이용사를 그 게 부르는데 그런분들은 간호

인이 목욕시키고 입 주고 먹여주고 소변을 받아줘야 삶을 이어갈 수 있다.  그

때의 한국경제는 미국의 농산물과 구호물자와 원조자 으로 겨우 연명하 을 만큼 

비참하여 Basket Case라는 말을 쓰고 있다.

 즉 자기 손발은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큰 소리만 치고 남을 욕하고 침뱉고 가운데 

다리만 놀리는 무 도식배(無爲徒食輩)들이 오히려 민 민족을 한다며 민주화와 

통일 선에 앞장 서겠다고 우쭐 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구호 의 하나는 기득권을 려온 자들의 도덕성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에 

해선 지난날의 기득권층과 가진자들의 자성(自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남을 

탓하기  자기자신부터 깨끗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앞으로의 장기과제는 사회안정과 산업구조의 첨단화, 복지사회건

설, 도덕  GNP제고 (提高)등이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끌

려올 수 있도록 각자의 문분야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간  덕망(德望)을 쌓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토마토처럼 안 이 완 히 빨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자

신도 모르게 속만은 하얗게 변질하게 될 것이다.  즉 김정일 앞에서는 붉은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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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스 Olympic Revival 운동

스    스 십자 설립, 검소, 신용, 근면

스  웨  덴 Nobel상 제정

오스트리아 서  가장 많고, 노벨상 수상자 많음

이 탈 리 아 Renaissance

미     국 Puritanism

     국 Utopia, 검소, 창의

일     본 동, 근면, 청결

독     일 창의, 근면

외국장 을 단군할아버님의 홍익인간(弘益人間)사상과 화랑도에 목(接木)

행동하지만 속만을 백색으로 사과화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도록 우리가 

매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Tomato-Applization Task라 이름지었

다.

 한 우리는 먼  자기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한반도의 면 이 구 소련의 1%미만

이고 남한은 225분의 1이며, 인구는 국의 25분의 1, GNP는 일본의 10%밖에 안된

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면 우리의 성실성은 일본인의 몇분의 1이

나 되는가?

표 4. 이상국가 Model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국가로서의 통일조국의 모델은 단군 할아버지의 홍익인간

(弘益人間)사상을 헌법 제1조로 하고 여기에 각국의 장 을 목(接木)시킨 조립식 

국가형태이다.

 우리는 스 스인을 본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원도 항구도 없고 땅이 돌산뿐이라 

하여 남들보다 검소하고 근면하다.  그리하여 주변국가의 근로자들보다 국민  합

의로 주당 4시간씩 더 일한다.  은행 이자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도 도나도 

돈을 맡기는 것은 비 유지가 완벽하고 신용이 두텁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 스 

은행에 거액을 맡기고 숨을 거두는 사람이 많다.

 1960년   네디가 미국 백악  주인이 되었을 때 그를 애송이로 생각한 소련

은 Cuba에 핵무기를 배치하여 미국을 했다.  그러자 미국 조야(朝野)는 법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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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게 되었고 온갖 외교력을 동원하여 외국 통령, 수상, 사들을 통하여 핵무기

를 철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런데도 Moscow당국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미

국은 군에 비상령을 내리고 략 공군기들을 발진(發進)시켜 소련을 포 하기 시

작했다.

 

 이 게 일이 다 하게 돌아가고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식자들은 제

3차 세계  발발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때 굉장한 고민에 빠진 

네디 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제 십자총재에게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소련공산당 정치국원들을 설득하여 쿠바의 핵무기를 철거하는데 힘써 달라고 간곡

히 부탁했다.  십자총재는 모스크바에 가서 그 일을 훌륭하게 담당하 다.  왜냐

하면 그는 국제 십자 표이고 특히 신용있는 스 스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정치가

나 외교 은 믿을 수 없어도 스 스인 국제 십자총재만은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

이었다.

 

 약 100년  어느 부자가 200만 달러의 기 을 내놓으며 세기 인 업 을 내는 학

자에게 정교수 29년분의 연 에 해당하는 상 을 시상키로 한 것이 Nobel상의 시

다.  지 은 인  향으로 그것이 130만달러미만으로 떨어졌고  분야별로 몇

사람에게 배분하고 있어 수상자가 받는 액수가 훨씬 어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것이 세계 최고권 의 학술상의 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때 국정에 계없이 

이류 역사에 공헌한 분에게 상 을 주도록 Nobel이 큰 마음 먹었기 때문이다.  필

자가 우리 연구소에 찾아온 수 많은 방문객  가장 정성들여 안내한 상자가 스

웨덴 공과 학 학원 학생들이었던 것도 Nobel상을 주는 나라에서 온 손님이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그들이 장 이나 사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다.  Nobel이 심은 

씨가 열매맺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IAEA에 약 50번 갔다.  즉 오스트리아의 비엔나(Wien)에 수시로 드나 들

고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딴 어느 도시보다 인구수에 비해 책방이 유달리 

많고  굉장히 수 높은 책들을 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에 

비해 생활수 이 분명히 낮지만 문화수 은 월등히 높다.  그래서 인구당 노벨수상

자수가 세계 최고 의 하나이고 기술의 창출능력(創出能力)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포항제철도 기술의 상당부분을 이 나라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다가 

없는 내륙에 사는 오스트리아인은 선박의 screw propeller를 최 로 개발했다. 세계 

음악의 수도 비엔나, 술의 도시 비엔나, 의학과 공학의 Mecca인 비엔나에 갈 때

마다 우리도 물질  풍요만을 추구하는 화 뿐만이 아니라 배는 좀 덜 불러도 

문화 이고 첨단지식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도덕  GNP값이 높은 건 한 사회건설

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기술개발이 필

수 이고 건 한 인력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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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어느 법학과 교수는 원자력계의 홍보활동에 해 

이 게 평했다. “내가 시민사회에 들어가 민  (grass roots)를 만나 보니 그들은 

사, 검사, 변호사 집단이 한통속이며, 법조계 인사들은 법망에 걸려든 약자를 얼마

나 많이 뜯어 먹느냐에 안이 되어 있는 Hyena같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센 놈은 

뚫고 나가고 작은 놈은 빠져 나가지만 요령없는 간치만 재수없게 걸려들어 뜯기

운다는 식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사는 의료업자에 불과하며, 자기네 속셈을 장키 해 

Hippocrates의 선서를 걸어 놓는다고 했다.  그들은 원자력계 인사들이 밥벌이와 직

보조를 해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원자력의 불가피성과 환경친화면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색안경 끼고 세상을 본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많아졌고 그들의 목소리가 여론의 주축을 이룰만큼 크다는 이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뜻을 알리고 철시키기 해서는 말이나 만이 아니라 행동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환경보 과 지속가능한 개발수단으로 원자력이

용이 불가피함을 역설한 때 에 지와 물자 약운동도 곁들이자는 것을 제안하는 바

이다. 즉 원자력인사는 모범 인 noblesse oblige 생활을 솔선수범하면서 다음같은 

campaign도 벌이자는 것이다.

 - 사무실 온도를 겨울엔 1~2℃ 낮게, 여름철엔 1~2℃ 높게 유지.

 - 1회용품사용 억제하고, 과 포장, 불필요한 에 지와 물자낭비 배척.

 - 가격과 함께 상품에 투입된 에 지량을 표시하는 운동 개.

 - 농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가루국수 신 국수 장려.

   (실제로 월남국수는 로 만드는데 손님이 많다)

 - 무공해 농산물과 환경친화  상품사용 권장.

 - 화석연료 체할 수소 생산･ 장기술 개발.

 - 해수담수용 SMART 원자로 계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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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원자력원로포럼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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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로벌 원자력 안 동향과 우리의 응

연사 :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신원기 원장

일시 : 2006.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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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우리나라 원자력 창기의 활동(인력개발을 심으로)

연사 : 윤세원, 이창건, 문희성

일시 : 2007.04.05   12:00



- 110 -

주제 : 우리나라 원자력 창기의 개과정 고찰(원자력기   

이용연구를 심으로)

연사 : 이상수, 고창순, 권신한, 임용규

일시 : 2007.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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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원자력의 재와 미래

연사 : 한국 력기술기 원회  이창건 원장

일시 : 2007.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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