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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 연구개발의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

Ⅱ.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를 통해 국내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미 원자력협력을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관련 주요인사와 미국 원자력 및 핵비확산 관련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을 분석하였으며, 공동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그리고 원자력

시설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둘째,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추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정책, 그리고 원자력 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타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입장을 분석하여 

대미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미 양국의 원자력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선진핵연료주기 관련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당위성과 강화 논리를 전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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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 결과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미국 주요 인사 

초청 및 시설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프로그램 및 

핵비확산 노력을 적극 홍보하였다. 주요 기관 방문은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시설과 산업 현장을 두루 살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특히 주요 인사들이 

핵연료 제조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전 주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미래원자력시스템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이해 차이를 

좁히고자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전문가들의 입장을 파악 

및 분석하여 대미 전략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미국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와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선진핵연료주기 추진 당위성 및 타당성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정책, 미국 원전 산업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행정부, 의회, 산업계 그리고 비확산 커뮤

니티가 바라보는 타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였다. 미국 

내에는 타국과의 원자력협력 추진 시 ‘골드 스탠다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과 미국 원전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한·미 

원자력협력의 당위성과 증진 방안을 전파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제 핵비확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핵비확산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이 필요하며, 자국의 원전 산업 부흥 관점에서 

볼 때에도 성숙한 원자력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자국 내 원자로 건설

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수출 계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수행한 원자력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 활동은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진행, 이에 필요한 기술이전 협정 체결, KAERI-ANL간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협력 등과 같은 선진핵연료주기시스템 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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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국제 투명성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개정 협상이 마무리되면 협정 발효를 위한 미 의회 검토 절차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공동연구 

완료 이후 진행될 파이로 협력을 위한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력 기반 강화,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프로그램 이해 증진, 미국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정책 동향 조사 활동 강화 등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총력적으로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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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Transparency in and Acceptance of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n Korea

Ⅱ. Objectiv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transparency and acceptance, which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project the following scope and contents were formulated to 

achieve the afore-stated objectives.

First, this study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network 

for ROK-U.S. nuclear cooperation by identifying and inviting key personnel 

who have been involved in the ROK-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leading U.S. nuclear technology experts, and members of important organizations 

associated with nuclear non-proliferation.  Joint workshops and seminars 

were organized and held and a series of site visits to nuclear facilities were 

made.

Second, an in-depth analysis was performed on U.S. policies on 

nuclear energy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nuclear industry, which has a substantial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future nuclear systems in Korea.  In addition, a multi-approach 

strategy toward ROK-U.S. nuclear cooperation was propos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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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d by analyzing U.S. Congressional positions o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Third, justifiable reasoning for a strategic ROK-U.S. nuclear cooperation 

partnership and a rational for its enhancement were formulated and 

communicated to appropriate personnel and organizations so that joint 

development can be sustained for nuclear technology associated with 

advanced fuel cycle technology.

Ⅳ. Result of the Project and Future Direction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omote international transparency in 

and acceptance of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in Korea.  In particular, 

proactive efforts were made for the promotion of Korean nuclear energy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through an expert invitation program of key 

U.S. personnel.

The program consisted of a series of extensive site visits to nuclear 

R&D institutions and industrial sites.  Notably, this program provided an 

opportunity for visitors to observe facilities in such a way that key personnel 

were able to witness the fact that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re 

actively engaged in R&D on the complete nuclear fuel cycle, from the 

production of nuclear fuel to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 addition, 

several ROK-U.S. joint workshops were conducted to narrow the differences 

of each side’s respective understanding of the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being developed in Korea. 

During the course of these invitation and workshop programs, U.S. 

experts’ positions and opinions were identified and analyzed and necessary 

strategies with respect to ROK-U.S. nuclear cooperation were presented.  

Through a series of meetings with and briefings for U.S. experts, the 

ROK side was able to communicate the necessity of and justification for 

promoting the advanced nuclear fue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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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 this study, U.S. nuclear energy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ies and the status of the U.S. nuclear industry were analyzed.  A 

strategy was developed by analyzing the positions of the U.S. administration, 

Congress, industries, and non-proliferation communities with respect to 

the promotion of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There are two groups prevailing in the United States who hold divided 

positions in regard to U.S. nuclear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one 

claims an application of a “gold standard”; the other takes a flexible 

stance for the revival of the U.S. nuclear industry through nuclear 

cooperation.  In view of this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joint studies 

were conducted with several U.S. think tanks to address the necessity of 

ROK-U.S. nuclear cooperation and to inform respective personnel and 

organizations in the U.S. of promotion methods.

To strengthen the U.S. stance on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to promote the revival of the U.S. nuclear industry, it is beneficial 

for the United States to have Korea as a strategic nuclear industry 

partner because Korea has already established a mature nuclear industrial 

base; Korea has also successfully constructed reactors and is currently 

operating many nuclear power plants.  Korea is even actively engaged in 

the export of nuclear technology.  This study, therefore, presented a 

rationale for the idea that Korea is indeed the best strategic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ard.

This project is considered to have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llowing 

them to continue ROK-U.S. joint research on the nuclear fuel cycle, conclude 

the necessary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fuel cycle systems such as the joint research on 

KAERI-ANL sodium-cooled fast reactors.

 



Even though we are in the stage of finalizing the ROK-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ere is a need for active engagement in promotion 

activities for international transparency in nuclear R&D in Korea.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conduct continuous monitoring of U.S. 

Congressional procedures for consequent effectuation once the ROK-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revision has been finalized this year, and 

to continuously support relevant efforts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10 

year joint fuel cycle study.

Particularly, in preparation for future ROK-U.S. negotiations on bilateral 

cooperation for pyro-processing technology development, which is to start 

immediate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10 year joint fuel cycle study 

(JFCS), it is also necessary to put every effort toward cultivating a 

favor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strengthening the basis of ROK-U.S. nuclear cooperation,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nuclear program, and strengthening analysis 

of the U.S. nuclear energy and nonproliferation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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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 계획’1)(제25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2008년 12월), 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수정결의(2011년 11월))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해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를 

연계한 선진핵연료주기를 개발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고온(500∼650℃)의 

용융염 매질 내에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우라늄과 

초우란원소 등의 유용한 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제8조 C항2)에 따라 건별 사전동의3) 대상이다.4) 이와 같이, 국가적

으로 필요로 하는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전동의권 등 핵

비확산과 관련된 일부 국제환경은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타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을 핵비확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세계적인 차원에서 핵무기 감축 및 최종적 

제거, 취약한 핵안보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5) 이러한 미 행정부의 

강력한 핵비확산 정책과 더불어 미 의회에서는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시 

상대국이 농축 및 재처리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다드(gold 

1)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은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의 장기 비전으로서 실질적인 연구개발 

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및 연계 

핵연료주기(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반), 그리고 초고온가스로(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의 개발에 대한 장기 개발 목표 및 일정을 담고 있다.

2) 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제8조 C항에는 ‘조사된 연료 성분의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는 경우’ 한·미 양국의 

공동 결정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3) 수령국이 공급국으로부터 받은 원자력 품목과 관련하여 재이전, 농축, 재처리, 형상/내용 변경, 특수핵물질의 

저장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공급국으로부터 동의를 사전에 획득해야 하며, 이러한 공급국의 권리를 사전

동의권이라 한다.

4)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파이로 공정 중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전해환원’ 공정 시설(ACP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을 KAERI에 구축했으나,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사전동의를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 전해환원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핵물질을 분리하지 않는 비민감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ACPF 활동에 대한 사전동의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선진핵연료주기 연구개발에 차질을 빚어 

왔다.

5)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2013년 6월 베를린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핵무기 감축과 보호를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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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핵비확산론자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력 공급국들도 ‘골드 스탠다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핵비확산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 

원자력 산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의 원자력 산업 재건이 국제 핵비확산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시 실용적인 접근 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핵비확산만을 주장하는 

그룹과 미국의 원자력 산업 부흥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대치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핵비확산 입지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교류 

및 초청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 세력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핵확산 잠재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활동들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6년 만료 

예정인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6)과 2020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JFCS: Joint Fuel Cycle Study)7)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환경 조성활동은 더욱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 목표 및 주요내용

본 과제의 목표는 원자력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를 통해 국내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정치적 수용성을 

증진시키고 국제사회(특히 미국)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해결 및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개발을 위해 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6)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은 2010년 10월부터 착수되어 2014년 9월까지 총 11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중심으로 

협의해 왔다.

7) 한·미는 파이로 공정에 대한 기술적·경제적·핵비확산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2011년 4월)하고, 2011년부터 10년간 3단계에 걸친 공동연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2단계 연구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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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목표 및 주요내용은 그림 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1)  연구 목표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본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미래원자력시스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냈다. 먼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이 

11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는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와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ANL)는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PGSFR: 

Prototype Gen IV Sodium-cooled Fast Reactor) 공동설계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2014년 8월에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 과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미 원자력협력을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관련 주요인사와 미국 원자력 및 핵비확산 관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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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전문가들을 분석하였으며, 공동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그리고 원자력시설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둘째,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추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정책, 그리고 원자력 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타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분석하여 대미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미 양국의 원자력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선진핵연료주기 관련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당위성과 강화 논리를 전파하였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원자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의 민감기술 확산 차단 

및 핵비확산 정책이 우리나라의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과제를 통한 원자력 연구개발의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 활동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미 주요 인사 초청과 공동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추진 당위성을 전파함으로써 대미 

우호적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최근 미국의 원자력산업, 연구개발, 핵비확산, 타국과의 원자력협력 등 

주요 정책 동향 및 진전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성공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핵연료

주기공동연구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외교적 접근 전략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셋째, 미국 싱크탱크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미국이 국제 원자력산업 및 핵비확산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함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연구 결과를 미국 내에 전파한 것은 

미국 내 비확산론자들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한·미간 원자력협력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5 -

제 2 장  국제 투명성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미국내 우호적 환경조성 활동  

미국은 자국의 핵비확산 정책, 특히 농축 및 재처리로 대표되는 민감기술의 확산 

억제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사전동의권과 

원자력 수출통제를 대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국가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미래 

원자력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수행해온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증진을 위한 활동의 

목적은 공급국의 사전동의, 원자력 수출통제, 그리고 정치·외교적 영향력 등이 

우리나라의 국가 원자력 계획에 제약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전동의, 원자력 수출통제, 정치·외교적 

영향력 등이 제약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는 이를 행사하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자력 활동에 관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가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핵확산 능력 또는 잠재능력(latent capacity)을 키울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을 위해 원자력 프로그램을 추진할지라도 상대국가가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호적 환경조성 

활동은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해 나가거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프로그램 특히 선진핵연료주기를 

정책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원자력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이해와 시각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의 원자력 개발을 통해 23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발돋움 하였으며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아직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시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및 프로그램을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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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적·정치적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양한 오피니언그룹들 내에 이러한 정치적 

타결을 지원할 수 있는 이해 그룹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이해 그룹의 구축을 목표로 미국내 주요 기관 또는 인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면서 그들에 대해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대상이 되는 미국내 주요 부처와 기관을 분석하고 

2012∼2014년간 수행한 미국내 우호적 환경조성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미국내 환경조성 활동 대상8)

미국내 우호적 환경조성 활동의 대상은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포함한 미국의 

대 한국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요 관계자들이며 이들은 그림 2-1과 같이 

행정부, 의회, 정책자문기구, 요구와 지지그룹, 그리고 비판과 반대그룹의 5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림 2-1)  미국의 대 한국 원자력정책 결정 관련 주요 관계자

8)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연구개발의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 KAERI/RR-3491/2011, 2011.보고서의 

내용을 최신 자료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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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 

행정부는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주체가 된다는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자이다.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및 대 한국 정책은 행정부의 어느 특정 부처가 전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부처가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가지고 정책결정에 참가한다.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등 한·미 정부간 원자력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 및 

협상은 주로 미국 국무부(DOS: Department of State)가 주도하고, 미국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의 국가핵안보청(NNSA: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과 원자력실(Office of Nuclear Energy),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 

상무부(DOC, Department of Commerce) 등이 참여한다. 특히 원자력협정, 핵연료주기 

협력 등과 같은 양국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안관이 정책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가. 국무부(DOS)   

DOS는 핵비확산 문제를 미국의 외교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DOS는 

다자간 핵비확산체제(NPT, IAEA 안전조치),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 기타 원자력 

관련 국제협약, 수출통제, 핵물질 이전에 관한 협상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 대 한국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서 DOS가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활동과 가장 관련된 부서는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

(Undersecretary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9) 산하의 국제안보·

비확산실(ISN: 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10)이다(그

림 2-2)11). 

9) 2014년말 현재 DOS의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은 Rose Gottemoeller이다. Gottemoeller는 조지타운대학교

에서 소비에트 군사 정책 및 러시아 안보를 강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부 국방 핵비확산 부차관,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장을 거쳐 2009년 4월부터 국무부 군축, 검증 및 이행국 차관보로 근무했다. 2012년 

2월부터 군비통제·군제안보담당 차관 대행 임무를 맡았으며 2014년 3월부터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10) 현재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Thomas Countryman이다. Countryman은 Robert Einhorn에 이어 제7

차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2013년 6월)부터 미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11) 미국 행정부의 ‘Office’는 우리나라의 행정부 계층 구조(실, 국, 과) 가운데 어느 하나로만 번역하기 어렵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Office 밑에 Office가 있는 경우가 많아 계층 구조로 보아 실, 국, 과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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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실 조직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 원자력 담당 부차관보12) 라인에 양국간 원자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 원자력과(Office of Nuclear Energy, Safety and Security)13)가 있다.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의(JSCNEC: Joint Standing Committee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미국 측 수석대표를 통상 이 라인에서 맡고 있으며, 이 과에 

한국의 원자력 활동 관련 실무자14)가 소속되어 있다.

대 한국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DOS내 또 다른 중요한 부서는 정치담당 차관

(Under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아래 동아시아·태평양실(Bureau of East 

Asia and Pacific Affairs)15)이다. 이 부서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모든 외교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서 한·미간 외교사항을 총괄하고 있어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에도 참석하고 있다.

12) 현재 원자력 담당 부차관보는 Elliot C.S. Kang으로서 한국계 미국인이다. 한국계이라 그런지 대 한국 문제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3) 현재 원자력 담당 과장인 Richard Stratford는 이 자리에만 20년 이상 근무해 온 전문가로서, 2010년 10월 

개시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에서 미측 실무대표를 맡고 있다.

14) 한국 담당 실무자인 Alex Burkart는 핵공학박사로서 안전조치 분야 전문가이며, 이 자리에 30년 이상 근무해 

왔다.

15) 현재 동아시아·태평양실은 Daniel Russel 차관보가 2013년 7월부터 맡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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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부(DOE) 

에너지부(DOE)는 핵무기 프로그램 및 핵물질(플루토늄, 농축우라늄) 관리, 

에너지 공급계획, 원자력 관련 각종 연구개발, 환경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 및 핵확산과 관련된 기술적 측면에서 DOE는 정부 부처 내에서는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정책 결정의 핵심 부처중 하나가 되고 있다. 

예로서, DOE는 산하 국립연구소를 활용하여 비확산 검증, 신뢰구축(CBN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다자간 비확산체제 

협상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DOE는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시 DOS에 

기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고 협상 내용에 대한 동의권(concurrence)을 갖고 있다. 

즉 DOE의 동의가 없으면 DOS는 관련 업무를 진행시킬 수 없다.

 DOE내에서 핵비확산 문제는 실질적으로 NNSA16) 국방·핵비확산 담당 부청장

(Deputy Administrator for Defense Nuclear Nonproliferation)17), 비확산·국제안보 

담당 부청장보(Assistant Deputy Administrator for Nonprolifer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18)가 담당하고 있다(그림 2-3). 이 부서가 군비통제, 핵비확산, 안전조치에 

관련한 DOE의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관련 

기술, 물질, 시설을 국제적으로 이전할 경우에 핵확산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기도 한다. NNSA는 통상적으로 외국과의 핵연료주기 협력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으나, 2011년 4월 착수된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19) 

DOE에서 우리나라와 실질적인 원자력 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원자력실(Office of Nuclear Energy)20)이다(그림 2-4). 우리나라와의 핵주기 및 

원자로 공동연구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핵주기기술국과 원자로기술국이다.21) 

16) NNSA 청장은 Frank G. Klotz 중장이 맡고 있다. Klotz 중장은 에너지부에 입성하기 전 국방 및 핵안보 

분야에서 요직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핵안보 및 

군축 담당 국장을 역임하였다.

17)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2010년 10월 Anne Harrington이 임명되었다.

18) 비확산·국제안보 부청장보는 핵비확산 및 민간 원자력 협력의 중요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로 Kasia 

Mendelsohn이 맡고 있다.

19)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의 최상위 조직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는 Kevin Veal 비확산국제

안보실(NIS: Nonprolifer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산하 원자력안전조치·핵안보과 과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조정위원회(Technical Coordination Committee)에는 NIS 소속 국제 원자력 안전조치 및 이행 

프로그램 담당 Scott Purvis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조치 분야에는 James Conner가 담당하고 있다.

20) 원자력실은 2009년부터 텍사스대 교수이었던 Warren Miller가 맡았다가, 2011년 4월부터 Peter Lyons(전 

NRC 위원)가 맡고 있다.

21) 핵주기기술국은 스페인계 여성인 Monica Regalbuto, 원자로기술국은 John Kelly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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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미 에너지부 NNSA 조직 

(그림 2-4)  미 에너지부 원자력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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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실은 미 행정부 내에서 협력 차원의 기술적 결정 및 자문과 함께 산하 

국립연구소들의 관련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원자력 협력에 

적극적이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 기타 

국방부(DOD)는 원자력 문제에 대해 군사·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방

장관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내에 핵비확산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참모진이 있어 국방장관에게 핵비확산 사안에 대해 직접 자문하고 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DOD에는 핵비확산을 전담하는 참모진이 없었으나 1982년부터 

핵비확산 전담 참모를 두어 DOD의 핵비확산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 및 수립하고 

있다. 대통령이 양국간 원자력협정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DOD는 안전조치 및 기타 통제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자력 문제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NRC는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이 공공 건강, 안전, 환경, 국가안보 

등과 합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NRC는 원자력 민간사용의 허가 및 

규제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NRC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22) NRC는 

대통령과 의회에 동시에 보고함으로써 행정부와 독립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핵비확산 문제와 관련하여 NRC는 원자력 품목의 수출통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양국간 원자력협정 체결 시 협정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 시 협상 타결안의 포괄동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초반에 

낸 바 있다. 

상무부(DOC)는 원자력 문제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DOC가 원자력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원자력 이중사용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때문

이다. 이 업무는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담당하고 있는데,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 방지와 수출 증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수출통제에 대해 균형을 갖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2009년부터 NRC 위원장을 맡아 오던 Gregory B. Jaczco가 사임함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Allison 

Macfarlane이 위원장직을 이어 받아 2013년 6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다시 위원장으로 재지명되었다. 그러나 

Macfarlane이 2018년 6월까지의 임기 중도에 사임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는 Stephen Burns가 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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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

미국 의회는 양원제23)이며 법안의 제안 및 의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

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상·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 의회는 행정부 활동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정부 예산을 승인하고 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에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면 해당 상·하원 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 정책에 대한 

합법성을 조사하기도 한다. 원자력협정의 신규 체결 또는 개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며, 의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발효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의회는 해당 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해 행정부가 송부한 협정 

개정안을 심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 주요 위원회 

상·하원에서는 주요 현안이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되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위원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원자력과 관련되는 상·하원 

위원회는 표 2-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구분 위  원  회

상

원

  외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국무위원회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국방위원회 (Committee on Armed Services)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세출위원회 (Committee on Appropriations)

하

원

  외무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국방위원회 (Committee on Armed Services) 

  에너지‧ 상무위원회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세출위원회 (Committee on Appropriations)

<표 2-1>  원자력 관련 미국 상‧ 하원 위원회

23) 미국 의회는 헌법에 따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2년 임기의 하원의원 

435명으로 구성되며, 부통령이 관장하는 상원은 6년 임기의 상원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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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몇몇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핵비확산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의회 내에서 John Glenn(민주-오하이오) 전 상원의원, 

Richard Lugar(공화-인디아나) 전 상원의원, Edward Markey(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이 핵비확산 운동을 주도해 왔다.

현재 의회는 핵비확산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1년 4월 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Ileana 

Rose-Lehtinen, 공화-플로리다)는 양국간 원자력협정 체결에 있어 의회의 역할 

강화24) 및 원자력협력 조건의 대폭 강화25)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법 수정 법안

(H.R.1280)을 양당 공동으로 통과시켰다. 2013년 12월 하원 외무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H.R.3766)26)을 발의하였고 2015년에도 이 법안을 재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의원들의 이러한 법안 발의 활동은 미 의회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지지를 보이며 의회의 원자력계 대부로 활동해 

오던 Domenici 뉴멕시코주 상원의원이 2008년 은퇴한 이후 뚜렷한 원자력계 

대부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 내에는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라는 이름을 가진 네트

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한인 동포 밀집 지역구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미국 지한파

(知韓派) 의원들의 모임으로 2014년 12월 기준 하원 의원 39명(공화당 17명, 

민주당 22명)이 포함되어 있다. 

미 의회에서는 의원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므로 이들에 대한 네트워킹 활동도 중요하다.

나. 전문 기관 

24) 기존 미 원자력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제안된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한 후 90일의 계속회기 동안 의회가 비승인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는 한 그대로 원자력협정은 발효된다. 그러나 제안된 법안(H.R.1280)에 의하면 상·

하원이 그 협정을 찬성하는 합동 법안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당 협정은 발효될 수 없다.

25) 2011년 4월 1일 기준으로 협력국이 농축이나 재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농축과 재처리 활동, 

또는 이러한 시설들의 획득 또는 건설을 협력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골드 스탠다드’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NPT의 평화 

이용 권리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것이며,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 

경쟁력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미국 NEI를 필두로 산업계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26) 이 법안은 H.R.1280 법안과 유사하나 ‘골드 스탠다드’를 포함하지 않는 협정의 경우 양원에서 찬성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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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소속된 전문기관으로는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7)과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있다.

GAO는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 평가, 수사를 담당하는 입법 보조기관이다. 

1921년 설립되어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연구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심층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CRS는 미국 의회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입법  

보조기관이다. 당초 1914년 의회 도서관내의 ‘입법참조국(Legislative Reference 

Service)’으로 설립되었으나, 1970년 개칭되었다.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800여명이 작성하는 CRS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28) 특히 양국간 원자력협정, 핵연료주기, 한·미간 

원자력 현안,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고 있어 이들이 

상·하원 의원 및 보좌관들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정책자문 그룹(싱크탱크)

미국의 싱크탱크는 정책 검토, 의견 제시 등을 통해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과 

의회의 정책 심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외교정책에 대한 

엘리트 집단으로서 미국의 핵비확산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싱크

탱크(Think-Tank)로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다.

•  아틀란틱협의회(ACUS: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  미국기업연구소(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

•  미국진보연구원(CAP: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7) 1921년 미국의 예산 및 회계법으로 설치된 특별 회계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는 2004년 

GAO 인적자본개혁법에 따라 현재의 이름인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으로 변경

되었다.

28) 특히 CRS의 Mark Holt는 에너지 전문가로서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수차례 발간한 바 

있으며, Mary B. Nikitin은 핵비확산 전문가로서 양국간 원자력협정, 북한핵문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수차례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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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기평화재단(CEIP: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29)

•  외교협회(CFR: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  비확산연구센터(CNS: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30)

•  스팀슨센터(The Henry L. Stimson Center)

•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핵위협방지구상(NTI: Nuclear Threat Initiative)

•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대학원(SAI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이들 싱크탱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이들은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싱크탱크에 

근무하다 행정부로 이동하거나 정부 주요 요직을 담당했던 인사가 싱크탱크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31) 따라서 싱크탱크에 근무하고 있을 때 원활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행정부에 들어갔을 때 네트워킹이 용이하므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핵연료주기 및 핵비확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내 인사 및 기구들은 크게 

기능적(functional) 집단과 정치적(regional) 집단으로 구분된다. 기능적 집단은 

핵비확산이라는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정치적 집단은 핵비확산의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 및 지역,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비중을 중시한다. 

현재 미 조야에서 원자력협정을 둘러싸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집단 및 인사들은 

대부분 기능적 집단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학계 혹은 싱크탱크에 소속되어 있다.

29) 카네기평화재단은 평화 및 전쟁에 관한 연구, 국가간 협력 증진, 대정부 정책건의를 목적으로 1910년 설립된 

비영리 초당파적 민간 연구소로서 미국의 핵비확산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싱크탱크이다. 군축·국제법·

국제기구 등 국제문제 및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수의 학계, 싱크탱크, 정부

관료 등이 참가하는 비확산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및 이란 핵문제 등 광

범위한 비확산 이슈를 다루고 있다. 초당적인 싱크탱크이지만 민주당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0) 다소 보수 성향을 띠는 기관인 CSIS는 전반적으로 원자력을 선호하고 일본·유라톰에 대한 장기동의 부여와 

MOX 연료 이용을 통한 핵무기 잉여 플루토늄 처리에 관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었다. 

31) 미 국무부 장관 특별보좌관 및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수석대표였던 Robert Einhorn은 DOS에 들어가기 

전에 CSIS에서 비확산 업무를 담당했으며 DOS를 떠난 이후에는 Brookings Institute에서 군축 및 핵비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6 -

직접 관련 정책을 개발할 뿐 아니라 유관 연구를 후원하는 기관들로 맥아더, 

휼렛, 카네기 재단 등이 있다. 이중 시카고에 위치한 맥아더 재단은 중동 및 동

아시아에서의 핵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하버드, 

프린스턴, 시카고 대학 등에 발주해 정책 대안을 개발하면서 CSIS, NTI 등 미 

싱크탱크들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휼렛 재단은 미국 기관 후원뿐만 아니라 일본 

동경대 및 베트남 등의 후원을 통해 동아시아 현안을 조망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카네기 재단은 자신들 고유의 연구 활동과 더불어 각 싱크탱크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제안 및 주기적인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4. 요구와 지지 그룹

한국의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는 미국의 산업체, 국립연구소, 대학 원자력공학과, 

엔지니어링 회사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를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행정부, 의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들 기관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평가 결과를 

발표토록 유도하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원자력 산업체로는 Westinghouse, General Electric, USEC(United 

States Enrichment Corporation) 등이 있다. 이들 산업체들은 행정부에 직·간접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측면에서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에너지협회(NEI: Nuclear Energy Institute)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문화재단’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기관으로서 국가의 

에너지 환경 및 경제 목표에 부응하는 원자력의 지속적 안전 이용개발을 육성하고 

조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 사안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원자력 규제문제 및 관련 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한 산업계의 공동 대응, 의회·행

정부·연방/주 규제기관에서의 주장 및 진술, 정책결정자와 일반국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원자력학회(ANS: American Nuclear Society) 등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큰 지지그룹이 될 수 있다. ANS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ANS 회원들은 대부분 순환핵연료주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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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판과 반대 그룹

반핵단체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반대그룹들은 비판과 반대 의견을 통해 행정부 

및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reprocessing) 

또는 재활용(recycling)을 반대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한 

토론과 우리나라 원자력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초청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군축 및 핵비확산 단체는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단체를 앞서의 씽크탱크와 구별하는 것은 이들 단체의 

견해가 직접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반영되기보다는 한 그룹의 견해로서 고려되는 

일종의 재야 단체로 보기 때문이다. 이 그룹에 속하는 주요 단체로는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32) ACA(Arms Control Association)33), UCS(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NPEC(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34), 

PPNN(Program for Promotion of Nuclear Non-Proliferation) 등이 있다.

이외에 미국 동부 대학들에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다. 

프린스턴 대학의 Von Hippel 교수는 재처리 및 재활용에 적극 반대하며 한국의 

선진핵연료주기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MIT John Deutch 및 Ernest Moniz 

교수35)와 하버드대 John Holdren 교수는 2003년 ‘The Future of Nuclear Power’

라는 보고서에서 ‘원자력발전은 지지하는 입장이나, 국제사회가 직접 처분을 계속 

신뢰해야 하며 재처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지 말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Deutch 및 Moniz 교수는 미국이 2006년에 구성한 국제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을 통해 선진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

기로 한 점을 비판한 바 있다. 하버드 대학의 ‘Managing the Atom’ 연구그룹은 

2005년에 발간한 ‘Economics of Reprocessing vs. Direct Disposal of Spent 

Fuel’ 보고서에서 재처리가 직접처분보다 80%까지 비용이 더 소요되므로 선진 

핵연료주기에 비판적 입장임을 표명하였다.

32) FAS는 그동안 군축 및 핵비확산을 위해 재처리나 재활용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으나, 2009년 Charles 

Ferguson이 대표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균형적인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3) ACA는 핵군축에 관해 명성있는 기관으로 NPT, CTBT, 미·러 핵군축 협정 등에 깊이 관련해 왔으며, 

Arms Control Today 잡지를 통해 한국의 파이로와 GNEP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34) NPEC의 대표인 Henry Sokolski는 DOD 관료 출신으로 대표적인 강성 비확산 옹호론자이다. 의회의 ‘골드 

스탠다드’를 적극 옹호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도 적극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35) Deutch 교수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CIA 국장 및 국방부 부장관과 카터 행정부에서 DOE 차관을 역임했으며, 

Moniz 교수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DOE 차관을 역임했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DOE 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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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등 환경 및 반핵단체도 공청회 

등 공식·비공식적인 의견 개진, 로비, 법적 소송 등을 통하여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 2 절 대미 환경조성 활동 수행 실적

본 과제에서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과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추진에 역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과 핵비확산 노력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미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운영, 한·미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워싱턴DC 전문가 파견을 통한 미국 원자력 관련 주요 인사들의 

우리나라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향후 미국 내에서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기술하고자 한다.

1. 미 주요인사 초청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에 있어 국제적인 제약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이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 결정에 관여

하는 미 관계자들 중에는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인사

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KAERI의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원자력 관련 주요기관 방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 홍보 대상 

미국의 원자력 정책은 행정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본 과제에서는 효과적인 이해 증진을 위해 홍보 대상을 아래와 같이 7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  행정부: 미국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주체이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활동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는 사전동의나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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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36) 문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핵심그룹이다

•  의회: 행정부 활동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향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시 이를 승인하거나 발효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그룹이다

•  싱크탱크: 행정부와 의회의 핵심그룹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거나 전반적인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오피니언 그룹이다. 싱크탱크에 속해 

있던 인사가 행정부나 의회의 핵심그룹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

•  대학: 원자력 정책, 핵비확산, 국제안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미국 유수 

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들은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국립 연구소: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적인 평가나 원자력 분야의 향후 기술

방향 제시 등을 통해 상기 핵심그룹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  일반대중: 일반대중이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면 이는 핵심그룹이나 오피니언 그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기타: 원자력 국제기구, 미 산업체, 그리고 주요 국가의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

나. 홍보 내용 

 홍보 내용은 전반적인 원자력 현황 소개와 더불어 KAERI 주요시설 및 국내 

원자력 관련 기관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원자력 현황 소개 내용은 한국의 에너지 현황 

및 원자력의 필요성, 한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선진핵연료주기 

필요성 및 연구개발 현황, 한국의 핵비확산 정책 노력, 한·미 원자력협력 현황 등이다. 

주요 시설 방문은 크게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현장과 산업 현장을 두루 살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특히 주요 인사들이 핵연료 제조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전 주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36) 원자력 수출통제는 민간 차원의 국제교역에 정부가 관여하여 수출 불허, 수출허가 지연, 또는 수출 조건부여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핵비확산의 목적이나 공급국의 자국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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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시설 방문의 경우 초청자들이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개발 현황과 해당 기술을 설명

들을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 중소형원자로, 처분 기술 개발 

등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현장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AERI가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임을 알리는 데 노력하였다. 

KAERI의 주요 방문 연구시설은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ACP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

•  열수력 종합효과 시험장치(ATLAS: 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  조사재 시험시설(IMEF: Irradiated Material Examination Facility)

•  지하 처분 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  공학규모 파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PRIDE: PyRoprocessing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  스마트 종합 시험장치(SMART-ITL: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Integral Test Loop)

•  소듐 열유체 종합효과 시험시설(STELLA: Sodium Integral Effect Test Loop for 

Safety Simulation and Assessment)

미 주요 인사들은 KAERI 연구시설 방문 외에 한전원자력연료(주)(원전연료 제조), 

두산중공업(주)(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제조),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월성/울진 원자력

본부(원전 건설 및 운영), 한국원자력환경공단(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의 

시설을 견학하였다.  

다. 홍보 실적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3년 동안 총 27회에 걸쳐 130명에게 국내 

원자력 현황 소개 및 주요 원자력 시설 방문을 추진하였다.  각 그룹 중 대표 인사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으며 주요 인사들의 분포를 도식화하면 그림 2-5와 같다.

•  행정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미측 대표 Thomas M. Countr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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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 원자력실 부차관보 John Kelly, Monica Regalbuto 등

•  의회: 미 하원의원 Adam Kinzinger(3선/공화/일리노이), 미 의회 조사국 

정책분석관 Mark Holt, 미 하원 외무위원장실 선임 외교담당관 Szu-Nien 

Su 등

•  싱크탱크: 미 과학자연맹 회장 Charles Ferguson, 국제전략문제연구소 George 

David Banks 등

•  대학: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Siegfried Hecker, 텍사스에이

엔엠대학 교수 William Charlton 등

•  연구소: 아이다호국립연구소 소장 John Grossenbacher, 아르곤국립연구소 

정책수석자문관 Paul T. Dickman 등

•  기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Yukiya Amano, 미 원자력에너지협회

(NEI) 수석책임자 Everett Redmond II 등 

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2012. 4. 23.

(KAERI)

몬테레이국제연구소 

핵비확산연구센터 

교수 

Ferenc 

Dalnoki-Veress

� 열수력종합효과시험장치(ATLAS)와 소듐열유체종합효과시험

시설(STELLA)을 방문

� 핵비확산신뢰도 및 핵투명성의 수준을 정량화하여 평

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및 설문조사 수행에 대해 

논의

2012. 5. 14.

(KAERI)

 미에너지부 

원자로개발담당 

부차관보 

John Kelly

 부차관보 특별보좌 

  Ms. Janelle 

Zamore

� 제33차 GIF 정책그룹회의(5. 8∼11, 부산) 참가 후 

SMART, ATLAS, STELLA, HANARO, 파이로

모의실증시설(PRIDE) 시설을 방문

� 미국의 중소형 원자로 사업, GIF 참여, SFR 개발 협력 

등에 대해 논의

2012. 5. 22.

(KAERI)

John Conyers 하원 

법사(위)위원장(23선) 

정책 보좌관 Norberto 

Perez Salinas 등 8명 

및 주미대사관 2명

� 미 의회의 대외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의회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 미 의회 내 친한 인사 확보를 

통한 한‧ 미 관계 강화 

� 방한 기간 중 KAERI의 ATLAS, STELLA, 

HANARO 시설 방문

2012. 5. 31.

(KAERI, 

두산중공업)

미 헤리티지재단 

원자력정책국장 

Jack Spencer, 

� 한‧ 미 원자력협력협정 T/F는 미국 측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미국 헤리티지재단 원자력 정책부장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 

<표 2-2>  미국 주요 인사 초청 및 시설 홍보(2012∼2014년)



- 22 -

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한‧ 미원자력협력협정 

박노벽 전담대사 

� 방한 기간 중 KAERI의 STELLA, PRIDE 시설과 두

산중공업(창원) 시설 방문, 제주평화포럼 ‘원자력의 

평화이용’ 세션 발표

2012. 8. 8.

(두산중공업, 

신고리원전)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CISAC) 소장  

Siegfried S. Hecker, 

Prof. Chaim Braun, 

연구원 Peter Davis

� 동아시아연구원의 초청으로 ‘글로벌원자력거버넌스를 

위한 한‧ 미 협력’ 워크숍에 참석 후 원자력 관련 기관 

(두산중공업, 신고리원전 1,2호기, 3,4호기) 시설 방문

2012. 8. 9.

(KAERI)

Jon Kyl 

상원의원(3선, 공화당 

원내총무) 

국가안보보좌관 

Carolyn Leddy 등 

8명 및 주미대사관 

2명

� 미 의회 보좌관들을 방한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 및 지한 인사 네트워크 강화    

� KAERI의 HANARO, STELLA, PRIDE 시설 방문을 

통해 한‧ 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 한국의 선진화된 

원자력 연구 기관 시찰 경험 제공 및 올바른 이해 증진

2012. 10. 18.

(KAERI)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한‧ 미연구소 워크숍 

참가자 Bo Kong 

교수 등 6명

�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존스홉킨스대학 국제

대학원 한‧ 미연구소의 워크숍 참가자를 대상으로 

원자력 시설(HANARO, SMART) 방문을 통한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 활동 전개

2012. 11. 19.

(KAERI)

미 에너지부 

부차관보 Monica 

Regalbuto, 부차관보 

대리 John Herczeg, 

INL 파이로 연구 

담당 Ken Marsden 

� KAERI의 PRIDE 시설 방문 및 한‧ 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추진 체계와 2단계 추진방안 토의

2013. 1. 14.

(KAERI, 

두중, 

KEPCO 

NF)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CISAC) 

Chaim Braun, 

Robert Forrest

� 동아시아연구원과의 공동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KAERI의 PRIDE, STELLA, SMART 시설 및 두산

중공업, 한전원자력연료의 시설을 방문하여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

2013. 3. 28.

(KAERI)

미 상원의원 James 

Risch 입법보좌관 

Brianne Miller, 하원 

외무(위) 보좌관 Allie 

Medack 등 8명 및 

외교부 1명, 

주미대사관 2명

� 미 의회의 대외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관계관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 미 의회 내 친한 인사 확보를 통한 한‧ 미 

관계 강화 
   ※  외무위/외교위 및 에너지위 등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 중심

� 방한 기간 중 KAERI의 PRIDE, STELLA 시설 방문

2013. 4. 19.

(KAERI)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 

(INL) 소장

John Grossenbacher,

� 한국의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 연구원 및 산업체 

방문을 통해 INL 부지에 스마트 건설 추진 협력방안 

및 장애요인 해소 방안 협의 

� 스마트 홍보관, MCR Mockup, 종합시험장치(I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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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부소장보 

Harold McFarlane 
PRIDE 시설 방문

2013. 7. 

8∼9.

(KAERI, 

KEPCO 

NF, 두중, 

KORAD)

미 의회 정책분석관 

Mark Holt, 

아르곤국립연구소 

수석정책위원 Paul 

Dickman 등 6명

� 한국핵정책학회/글로벌전략경영원(GABI)/KAERI 공동 

개최 한‧ 미 원자력협력세미나 참석 전에 KAERI의 

ATLAS, PRIDE, STELLA,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및 원자력 관련 기관(두산중공업, 월성원자력환경관리

센터) 시설 방문

2013. 7. 22.

(KAERI)

미국 미시건대학, 

라이스대학 등 

미국 대표단 19명, 

한국 대표단 21명

� 미래 한미동맹을 이끌어갈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회의인 한미학생회의(KASC)의 한미 

대표단을 초청하여 원자력 시설(원자력로보트연구실, 

열수력시험시설, 지하처분연구시설) 방문을 수행함으로써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 활동 전개

2013. 9. 10.

(KAERI, 

KHNP)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CISAC) 

Chaim Braun, 

Robert Forrest

� 동아시아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한‧ 미 원자력파트너십

컨퍼런스 참석 차 방한 중 KAERI의 ATLAS, 

KURT 및 울진원자력본부 시설 방문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

2013. 10. 15.

(KAERI)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아마노 

사무총장

� 세계에너지총회(WEC) 참석 차 방한 중 KAERI 

PRIDE, 사찰시료분석 청정시험시설(CLASS) 방문을 

통해 파이로시설의 IAEA 안전조치 적용기술 개발을 

위한 한-IAEA간 공동연구와 IAEA 핵사찰 시료 정밀 

분석 활동 소개

2013. 11. 

5∼7.

(KAERI, 

두중, 

KHNP, 

KORAD)

한‧ 미‧ 일 3개국 

원자력협력회의 

참가자 9명

� 한‧ 미‧ 일 3개국 원자력협력회의 참석 기간 중 

KAERI의 PRIDE, ATLAS, 스마트 시설, STELLA, 

KURT 및 원자력 관련 기관(두산중공업 3개 시설, 

월성원전본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방문

2013. 11. 6.

(KAERI)

미 하원의원 Grace 

Meng 비서실장 Jedd 

Moskowitz 등 의회 

관계관 6명

� 정무 분야 대외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미 의회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 미 의회 내 친한 인사 확보를 

통한 한‧ 미 네트워크 강화 
   ※  외무위/외교위 및 에너지위 등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

� 방한 기간 중 KAERI의 PRIDE, STELLA 등 주요 

4개 시설 방문

2013. 11. 11.

(KAERI)

에너지부 

William J. Boyle 

연구개발과장 등 

미 정부 및 연구소 

관계자 9명

�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워크숍 및 제4차 운영

위원회 참석 기간 중 KAERI의 PRIDE, DFDF, 

핵주기 시설(핫셀 등), KURT 방문



- 24 -

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2013. 11. 15.

(KAERI)

미국 아칸소주의회 

국무장관 

Mark R. Martin, 

장관 비서관

Kevin D. Steele 

� 미국 주정부 의회 인사의 방한기간 중 KAERI의 

PRIDE), SMART, ATLAS 시설 방문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한·미 네트워크 

강화

2013. 12. 17.

(KAERI, 

KEPCO 

NF)

Ed Royce(공화) 

하원 외무위원장실 

선임 외교 담당관 

Szu-Nien Su, 

Eliot Engel(민주) 

하원 외무위 간사 

Joo Jin Ong

� 미 의회 인사 교류사업으로 방한 기간 중 KAERI의 

PRIDE, ATLAS, SMART, STELLA 시설 및 한전 

원자력연료의 시설 방문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 제고
   ※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연장 및 개정과 관련된 외무위 

소속의 의원 중 양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수석 

보좌관

2014. 1. 7.

(KAERI)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대표 

T. Countryman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 등 미측 

협상단 8명 

� 대전에서 개최된 제 9차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기간 중 KAERI의 PRIDE와 STELA 시설 

등 방문

� 미측 협상 대표단들에게 한국 원자력 기술의 높은 

수준을 선보이고 파이로 관련 연구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의 선진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대한 이해 증진

2014. 2. 28.

(KAERI)

텍사스에이엔앰대학 

William Charlton 

교수 및 KAIST 

임만성 교수 외 7명 

� 원자력의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 텍사스에엔앰대학(TAMU) William 

Charlton 교수를 초청하여 핵비확산 및 핵안보 

세미나 개최 후 PRIDE, STELA 시설과 연구용원자로 

시설 등 방문

�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전문가인 William Charlton 

교수와 관련 분야의 KAIST 교수 및 학생들에게 

선진핵연료주기 및 연구용원자로 연구현장을 소개

함으로써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 제고

2014. 4. 18.

(KAERI)

미 상원의원 Bob 

Corker 입법보좌관 

Robert Louis Strayer 

II 등 미의회 관계관 

8명 

� 정무 분야에서 대외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의회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 미 의회 내 친한 인사 

확보, 미 의회의 협조 및 지원 환경 조성

� 방한 기간 중 KAERI의 ATLAS, PRIDE, STELLA 

시설 방문

2014. 5. 

18∼24.

(KAERI, 

KEPCO-N

F, KHNP, 

KORAD, 

두산중공업)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George David 

Banks

�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보고서 

‘Restoring U.S. Leadership in Nuclear Energy'  

발간 핵심 인사를 초청하여 한·미 원자력협력 세미나 

및 KAERI 포함 원자력 주요 시설(한전원자력연료, 

월성원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산중공업) 

방문

2014. 6. 20.

(KAERI)

미국존스홉킨스대학 

폴니츠고등국제대학

(SAIS)  

� 미국존스홉킨스대학 폴니츠고등국제대학(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한·미 관계 전문가의 

연구원 시설(진동랩, 로봇랩) 방문을 통한 한국의 



- 25 -

(그림 2-5)  주요 인사 방문 현황(2012∼2014년) 

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Jennifer Larae Town,

John Bernard

원자력 연구개발 이해 제고 및 한·미 원자력협력 

네트워크 구축

2014. 8. 5.

(서울 

매리오트 

호텔)

미 하원 의원

Adam Kinzinger, 

비서실장

Austin 

Weatherford 

� 외교부는 대외 원자력 협력에 핵심적인 위원회인 

외무(위)와 에너지·상업(위)에 소속되어 있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등 여타 대외 원자력협력 사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Adam Kinzinger 하원 

의원을 초청함

� 방한 기간 중 서울에서 KAERI 원장,  미래원자로

개발본부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원자력협력 

및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2014. 11. 13.

(외교부)

미 의회조사국(CRS) 

아시아 분석가

 Ian Rinehart 등 

의회 관계관 8명

외교부, KAERI

� 한미간 주요 현안,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미 의회 

내 지지기반 공고화 및 한미동맹에 대한 의원 보좌관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외교부가 코리아코커스 소속 

및 한‧ 미 관계 관할 주요 의원 보좌관, 상‧ 하원 

지도부 의원실 보좌관 8명을 초청함 

� 방한기간 중 정부기관 방문 및 브리핑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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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공동 워크숍 개최

우리나라 원자력 프로그램을 손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 관련 국제 학술

대회나 기술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홍보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홍보 대상을 구체화하여 그들과 비공식적으로도 논의할 수 있는 

대외홍보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서는 3년 동안 15회에 걸쳐 한·미 원자력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정부관계자와 전문가의 

이해를 증진시켰다. 그리고 국내전문가의 발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선진핵연료주기의 

추진 당위성과 타당성을 미국 및 국제사회에 전파하였다. 

특히, 3년간의 공동 워크숍 중 가장 최근에 개최된 ‘한·미 원자력협력 포럼’의 내용과 

성과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연구기관 주변 대도시에서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필요성, 현황 및 비전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미국 시카고에서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주 행사인 ‘한·미 원자력협력 포럼

(Energizing the US-Korea Partnership: Enhancing Nuclear Energy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ROK)’에는 Juddy Biggert 미 전 하원의원, Adam Kinzinger

(대변인을 통한 축사 발표) 미 하원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정근모 전 과기부 장관, 

KAERI 관계자, 그리고 현지 교민 등 18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양국의 

주요 인사들은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원자력 리더십 위기 인식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업적으로나 연구개발 측면에서 원자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포럼의 부대행사로 개최한 아르곤국립연구소 콜로키움에서는 정근모 전 장관이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미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양국 원자력 협력 회고

(Recollections of Early U.S.-Korea Nuclear Cooperation for Enhancing Their 

Cooperative Partnership)’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편, 시카고대학에서 KAERI 

전문가들이 ‘한국의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과 한·미 협력(SFR Development 

Status and Planning in Korea)’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미국의 원자력 정책 결정 관계자와 일반대중이 한·미 원자력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부록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세미나에 대한 KAERI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내용이 Forbes에 보도된 것은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의 우수성을 알리고 



- 27 -

국제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로 들 수 있다.

공동 워크숍은 미국내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전문가들의 시각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양국 간에 존재하는 이해의 온도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공동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및 선진핵연료주기 

기술협력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미 전략 수립 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시 및 장소  주최 기관 주요 내용

2012. 5. 2.

(워싱턴 D.C.)

글로벌전략경영원 

(GABI)/ 

미과학자연맹(FAS)

� KAERI-GABI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연구 및 산업체 간의 협력을 논의함으로써 당면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세미나 개최

� 한국: KEPCO NF 기술연구원 황순택 원장, KAERI 

이광석 부장 등 8명

� 미국: 미에너지부 부차관보 John Kelly 등 12명

2012. 5. 3.

(워싱턴 D.C.)

몬테레이국제연구소 

핵비확산연구센터

(CNS)

�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대비하여 실시약정

(Subsequent Arrangement)에서 기타 통제수단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여 한국의 핵비확산 신뢰도를 높이고, 

미국 조야에 한국의 핵비확산 의지를 알리기 위하여 

CNS와 공동연구를 수행

� ‘기타의 통제수단’이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이를 이용하여 

국가의 핵비확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지, 협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

� 한국: KEPCO NF 기술연구원 황순택 원장, KAERI 

이광석 부장 등 6명

� 미국: CNS 부소장 Leonard Spector 등 12명

2012. 5. 6∼8.

(워싱턴 D.C.)

GNCC (Global 

Nuclear Cleanout 

Coalition)

� 2012년 3월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2014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될 제 3차 핵안보 

산업체 회의 의제에 대해 논의

�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축하하고, 특히 

한국이 주도한 HEU 사용저감화 분야는 핵안보 

산업체 회의의 주요한 결과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한‧ 미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함

� 한국: KEPCO NF 기술연구원 황순택 원장, KAERI 

이광석 부장 등 4명

� 미국: Edlow 인터내셔널 대표 등 15명

2012. 8. 6∼7.

(서울)

동아시아연구원(E

AI)/스텐포드대학 

� 동아시아연구원과 스텐포드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글로벌원자력거버넌스를 위한 

<표 2-3>  한·미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2012∼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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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최 기관 주요 내용

국제안보협력센터 

(CISAC)

한‧ 미 협력’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

� 양국의 글로벌원자력거버넌스에 대한 정책과 협력 

방안 도출 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

� 한국: EAI 소장 하영선 이사장 등 15명

� 미국: CISAC 소장 Siegfried Hecker 교수 등 3명

2012. 10. 7.

(아틀란타)

KAIST/ 

조지아공대(GIT)

� 한‧ 미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양국간 핵주기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의 

원자력, 핵비확산, 정치외교 전문가들이 ‘원자력과 핵

연료주기’를 주제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이에 대해 협의

� 양국이 협력하여 원자력 수출을 확대하면,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

� 선행핵주기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강화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됨

� 미 정부관계자,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가 참석하여 

다양한 시각 제공

� 한국: KAERI 박성원 부원장 등 9명

� 미국: 미과학자연맹 회장 Charles Ferguson 등 15명

2012. 10. 17.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존

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 ‘동북아의 원자력발전 전망, 거버넌스 및 핵안보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워크숍 개최

�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동북아의 원자력 전망, 원자력

안전 체계 개혁, 원자력안전과 핵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국의 역량 제고 방안, 각국의 원자력안전과 

핵안보 거버넌스 개혁을 논의

� 동북아의 원자력 팽창에 따른 핵안보 대응 및 미국과 

IAEA의 역할에 대해 토론

� 국내에서는 학계 (원자력 및 정치외교) 및 연구계 

(KAERI), 산업계(KHNP)가 참여

�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함재봉 원장, 한수원 이종호 

처장, KAERI 윤지섭 박사 등 15명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 미연구소 Jae H. Ku 소장 

등 10명

2013. 7. 10.

(서울 

롯데호텔)

한국핵정책학회/

KAERI/글로벌

전략경영원 

(GABI)

� KAERI-GABI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양국이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인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세미나 개최

� 한국: 한국핵정책학회 한용섭 회장, 서울대학교 

황일순 교수, KAERI 박성원 부원장 등 18명

� 미국: 미 의회 정책분석관 Mark Holt, 

아틀란틱협의회 Walter Howes 등 6명

2013. 7. 19.

(미국 

샌프란시스코)

KAERI/미국 UC 

버클리대학

� KAERI-UC 버클리대학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국내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의 국제 논리 확보를 위한 

워크숍 개최

� 한국: KAERI 이광석 부장 등 3명

� 미국: 미 UC 버클리대학 안준홍 교수, 로렌스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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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최 기관 주요 내용

모어국립연구소 함영수 박사 등 7명

2013. 9. 13.

(서울 

국도호텔)

동아시아연구원, 

스탠포드대 

국제안보

� 동아시아연구원(EAI)와 미국 스탠포드대 국제안보

협력센터(CISAC)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 미 원자력 

파트너십 컨퍼런스에서 "Future Direction for 

ROK-U.S. Nuclear Cooperation"을 주제로 원자력의 

글로벌 거버넌스 분석, 한‧ 미 원자력 협력을 위한 기술 

및 정책 개발 등을 논의

� 한국: 동아시아연구원 하영선 이사장, 이숙종 원장, 

서울대 전재성 교수, 신성호 교수, KAIST 

임만성 교수,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 KAERI 

이광석 부장

� 미국: 스탠포드대 Hecker, Braun, Forrest 박사

2013. 10. 30.

(미국, 워싱턴 

DC)

KAIST/

조지아공대(GIT)

� 한·미 양국의 원자력, 핵비확산, 정치외교 전문가들이 

‘한·미 원자력협력’을 주제로 토의함

� 한·미 원자력협력을 포괄적 관점, 정치·법률·전략적 

관점,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논의

� 한국: KAIST 임만성 교수, KAERI 이병욱 박사 

등 4명

� 미국: 조지아공대 Adams Stulberg 교수, 텍사스 

에이앤엠대학 William Charlton 교수 등 15명

2013. 11. 5∼7.

(대전, 경주)

KAERI/글로벌 

전략경영원 

(GABI)

� 미국과학자연맹과 글로벌전략경영원(GABI)가 공동

으로 개최한 한‧ 미‧ 일 원자력협력 다이아로그 회의

에서 “Opportunities for Trilateral Cooperation"을 

주제로 지역내 원자력 이슈에 대한 3개국 협력 방안 

모색 및 네트워크 강화

� 한국: KAIST 임만성 교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송명재 

이사장, 한수원 중앙연구원 이종호 원장, 

KAERI 박성원 부원장 등

� 미국: UC버클리대 안준홍 교수, 미과학자연맹 Charles 

Ferguson 회장, 알곤국립연구소 Paul 

Dickman, NEI 핵비확산‧ 핵주기국 Everett 

Redmond 국장

� 일본: 도카이대 카나우 카와시마 교수, 쿄도통신 

마사카수 오타 논설편집위원

2014. 4. 10.

(미국 워싱턴 

DC)

 한국원자력안전 

아카데미/글로벌 

전략경영원 

(GABI)

� 한·미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원자력협력을 위하여 

미국의 입법부, 행정부, 학계, 산업계의 원자력관련 

주요 인사들과 함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세미나 개최

� 한국: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승구 이사장, 한양

대학교 김시환 특임교수,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윤세준 사무총장 등 10 명

� 미국: 미 의회 정책분석관 Mark Holt, 

미국과학자연맹 Charles Ferguson 등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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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싱턴DC 전문가 파견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및 프로그램을 미국 오피니언 그룹에 

알리고 미국 조야의 주요 동향을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파악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2명의 연구원을 표 2-4와 같이 파견하여 운용하였다.

파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수행하였다.

•  미 전문기관과의 정책 공동연구 발굴, 수행 및 관리

•  미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관련 학회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한 현장 정보 수집 

및 분석

일시 및 장소  주최 기관 주요 내용

2014. 5. 20.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 핵비확산 및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미 간 양자 및 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한국: 동아시아연구원 하영선 이사장, 서울대 전재성 

교수, 서울대 조동준 교수, KAER 이광석 

센터장 등 9명

� 미국: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George David Banks

2014. 9. 17.

(미국 워싱턴 

DC)

KAERI/글로벌 

전략경영원 

(GABI)

�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고속로 분야 

한‧ 미 원자력협력 추진 방안 도출을 위해 국제협력 

워크숍 개최

�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을 중심으로 한‧ 미 간의 원자력 

시설 공유, 기술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 토의

� 한국: KAERI 김학노 부원장, 조선학 과학관 등 5명

� 미국: DOE John Kelly 부차관보, ANL Hussein 

Khalil 등 70 명

2014. 10. 27~28.

(미국 시카고)
미래부/KAERI

� 한‧ 미 원자력협력 포럼: 미래부/KAERI 주관 하에 

연구계 차원의 로드쇼를 미국 연구기관 주변 대

도시에서 개최하여 지역 내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필요성, 현황 및 비전을 알리고 

언론에 보도케 함

� 한국: 정근모 전 과학기술부 장관, 김학노 KAERI 

부원장, 김상일 시카고 총영사

� 미국: Judy Biggert 전 하원의원, Gail Marcus 전 

ANS 회장 등 한‧ 미 원자력 및 각계각층 인사 

180 명

� ANL 콜로키움 (ANL 강당): 한‧ 미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한‧ 미 원자력협력의 회고라는 주제로 정근모 

전 과기부 장관이 강연

� 학술 세미나 (시카고대학): 한국의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대한 현황과 비전을 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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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파견 기관 파견 기간 전 공

이병욱 NCSU, GABI 2011. 7. 4 ∼ 2014. 7. 3 산업공학

류재수 GABI  2014. 8. 26 ∼ 현재 핵공학

<표 2-4>  미국 워싱턴DC 전문가 파견

•  미 정부, 싱크탱크, 산업계 등 주요인사 면담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  미국내 풀뿌리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GABI: Global American Business 

Institute) 활용 관리

•  대미 outreach 활동 기획, 수행 및 평가 활동 참여

제 3 절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미국내 우호적 환경조성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미국내 인적 네트워크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자력 현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내 이해를 대폭 증진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나 

국내 원자력 시설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의 언론 기고 및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 하원의원 Adam Kinzinger는 2014년 10월 27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한·미 원자력협력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미국은 원자력 안전에 힘쓰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하며,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파이로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전 

세계 원자력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37)라고 

강조하였다.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Siegfried Hecker 소장은 2014년 2월 19일 

원자력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의 기고38)를 통해 “한국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건식저장관련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또한 계속해야 한다”39)라고 입장을 

37)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outh Korea is on the forefront of developing even safer ways to product 

nuclear energy, a major reason why we should align with them for the long term.…South Korea is 

developing a new technology called pyro-processing. This technology will offer a solution to the spent 

fuel problem that confronts civil nuclear programs worldwide.…”

38) Peter E. Davis, Siegfried S. Hecker, South Korea’s model nuclear energy program,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February 2014.

39)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outh Korea should continue to build on its middle-fuel-cycle efforts and 

develop interim dry-cask storage for its spent nuclear fuel.…South Korea should also continue its 

innovative pyroprocessing research for potential futur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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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그리고 미 과학자연맹 Charles Ferguson 회장은 2014년 7월 7일 연합뉴스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은 일본의 PUREX와 달리 핵확산성이 크지 않고, 파이로프로세

싱을 통해 처분 공간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40)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외에도 주요 인

사들이 원자력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상황을 알리고 선진핵연료주

기시스템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의 국제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둘째,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핵연료주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본 과제에서 추진한 공동 워크숍을 통해 양국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면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차이점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국의 전문가들은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때로는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

나라 원자력 프로그램을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고 나아가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제 구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미 실무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에 

필요한 기술이전(NTT: Nuclear Technology Transfer) 협정 체결에 기여하였다. 

2011년 4월에 파이로 타당성 검증을 위해 10년간 3단계에 걸쳐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양국은 동 연구 과정에서 이전될 민감기술에 

대한 이전 절차를 협의해 왔다. 약 2년간의 협상을 통해 2013년 7월 외교부와 미측 

국무부간 NTT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NTT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동연구 과정에서 개선 및 개발된 기술을 상호 이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그 동안 대미활동으로 NTT 협정 체결 등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아직 미국내 

우호적 환경 조성은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협상과 협상 타결 후에 진행될 협정에 대한 미 의회 검토, JFCS의 성공적인 

진행 등 일련의 과정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향후 미국내 우호적 환경 조성 

활동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총력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40)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yroprocessing technology, a reprocessing technology considered posing 

less proliferation risks because it leaves separated plutonium mixed with other elements.…if 

it(pyroprocessing technology) works, it might allow the reduction of the volume of the waste to be 

stored and it can reduce the time required to store th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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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국의 원자력 정책 및 산업 동향 분석 

미국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정책은 우리나라 원자력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미국의 원자력 정책은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와 비확산 커뮤니티와 산업계의 목소리 등이 한데 어울려서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국이 타국과의 원자력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부, 의회, 산업계, 비확산 커뮤니티의 입장을 분석하고 미국의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에 대한 싱크탱크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내 원자력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분석은 향후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을 위한 대미 

접근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원자력 정책과 더불어 

미국 원자력 산업 현황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 1 절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한 미국내 주요 그룹의 입장 분석

1. 행정부 

2009년 미국이 UAE와 체결한 원자력협력협정에는 UAE의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금지하는 문안이 명시되어 있다. 이후 미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문안을 ‘골드 

스탠다드’로 정하고 향후 모든 원자력협력협정에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Gerald Steinberg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민감기술 확산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타 중동국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미·UAE 원자력협력협정과 같은 ‘골드 

스탠다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Daniel Poneman 전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타 국가들이 NPT가 보장하는 자국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가별로 차별화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골드 스탠다드’와 같은 제약으로 인해 타 국가들이 미국 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되면,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와 함께 미국의 

비확산 영향력도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미 정부내에 있었다.

이러한 미 정부내 내부논란은 2012년 1월 10일 당시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부 

부장관이었던 Daniel Poneman과 Ellen Tauscher 국무부 차관41)이 의회에 보낸 

41)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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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을 통해 종지부를 찍었다. 이 서한은 ‘골드 스탠다드’의 적용에 있어 사례별

(case-by-case) 원칙으로 접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미 정부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에 대한 유연한 입장은 2013년 12월 12일 Atlantic Council에서 

주최한 회의42)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이날 회의에서 미 행정부는 향후 체결될 모든 

협정에 ‘골드 스탠다드’를 적용토록 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여전히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1978년 핵비확산법은 초당적인 업적으로 이러한 협력을 지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핵비확산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민수용 

원자력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농축 및 재처리 확산 방지를 통해 국가 안보를 증진하겠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취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43), 핵연료 은행 제안, 견실한 국제 핵연료시장 유지, 기술 확산 통제 강화 등의 

수많은 방안들을 개발해왔으며, 원자력 공급국들 중 가장 엄격한 통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골드 스탠다드’ 적용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현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비확산 분야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행정부는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시 원칙에 입각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핵비확산에 관한 정부와 의회의 목표는 동일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은 핵비확산 목표, 농축/재처리 확산의 최소화를 포함하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원자력협력협정 

강화를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지만, 현재의 규칙이 매우 잘 작동하여 왔으며, 

핵비확산법(NNPA: 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이 제정된 1970년대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70년대 핵비확산 체제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NNPA가 도움이 되었고, 미국은 당시 원자력 시장을 주도해왔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핵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1970년대와 달리 

원자력 시장에는 많은 경쟁국들이 있다. 따라서 의회는 농축 및 재처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자들의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협상을 추진하는 당사자들 

역시 각각의 경우에 맞는 최적화된 결과를 얻기 위한 유연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42) 2013년 12월 12일 Atlantic Council이 “Key Policy Issues for U.S. Nuclear Cooperation: Ensuring a 

Safe, Secure, Competitive Global Nuclear Industry”라는 주제로 개최한 회의는 ‘채텀 하우스 룰’에 따라 진행

되었기 때문에 발표자의 신원이나 소속을 공개하지 않고 내용만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43) 원자력공급국그룹은 민감기술 통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요구 등 원자력 수출통제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회원국들에게 공통의 수출통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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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 

가. 상원 외교위원회 입장 

미 의회는 원자력협력협정 승인에 대한 의회의 역할 증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1년 하원 외무위원회(HFAC: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는 향후 모든 원자력협력협정에 ‘골드 스탠다드’를 요구하는 

법안44)을 압도적으로 승인한 바 있으며, 하원 외무위원회는 2014년 1월 본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미 상원 역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1월 30일 상원 외교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는 원자력협력협정에 

관한 단독 청문회45)를 개최하였다. 이 청문회에는 당시 에너지부 부장관인 Daniel 

Poneman과 핵비확산및국제안보 담당 차관보인 Thomas Countryman46)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청문회는 당시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표 3-1)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들은 이 청문회에서 미국이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던 

국가들에게 농축 및 재처리 포기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의장인 

Robert Menendez(민주-뉴저지) 의원과 간사 Bob Corker(공화-테네시) 의원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 미국의 핵비확산 목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골드 스탠다드’ 

적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사례별로 다른 것으로 보여지며 그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리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란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위원들은 이란과의 임시 합의뿐 아니라 이란의 농축 능력 보유를 허용

하는 모든 합의는 다른 국가들, 특히 중동 지역의 국가들에게 농축 및 재처리 포기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에 대해 Robert Menendez 의원과 Marco Rubio

(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적대국인 이란에게는 ‘골드 스탠다드’를 적용하지 않고 UAE와 

같은 우방국에는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dward Markey(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제안된 베트남 협정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협상에서 본보기 또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Bob Corker 상원의원은 정부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핵비확산 목표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44) H.R.1280

45) 청문회 주제는 “Section 123: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이며 청문회 내용은 상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foreign.senate.gov/hearings/section-123-civilian-nuclear-cooperation 

-agreements

46) Thomas Countryman은 현재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미측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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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명) 공화당 (8명)

성    명 지 역 구 성    명 지 역 구

Menendez, Robert (의장) 뉴 저 지 Corker, Bob (간사) 테 네 시

Boxer, Barbara 캘리포니아 Risch, James E. 아이다호

Cardin, Benjamin L. 메릴랜드 Rubio, Marco 플로리다

Shaheen, Jeanne 뉴햄프셔 Johnson, Ron 위스콘신

Coons, Christopher A. 델라웨어 Flake, Jeff 애리조나

Durbin, Richard J. 일리노이 McCain, John 애리조나

Edward J. Markey 매사추세츠 Paul, Rand 켄 터 키

Kaine, Tim 버지니아 Barrasso, John 와이오밍

Murphy, Christopher 코네티컷

Udall, Tom 뉴멕시코

<표 3-1>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이 같은 우려에 대해 Daniel Poneman 부장관과 Thomas Countryman 차관보는 

원자력협력협정에 관한 미국 정책은 주요 목표인 농축 및 재처리 확산 방지를 위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원자력협력협정은 민감기술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하는 많은 수단 중 하나이며, 

‘골드 스탠다드’는 미국이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전세계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노력과 NSG에서 채택한 

농축 및 재처리 이전 통제 강화 정책 등이 이러한 수단에 포함되며, 미국은 양국간 협정 

체결 시 다른 공급국보다 강화된 핵비확산 조건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UAE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농축 및 재처리를 포기한 사례이고 다른 나라들은 자발적인 포기

선언을 한 적이 없으며, 다른 나라들이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Thomas Countryman 부차관보는 

베트남 협정은 재처리에 관한 사전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전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핵무기 야망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면 

중동지역 국가들의 농축 및 재처리 능력 확보에 대한 유인을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Marco Rubio 의원은 이란의 농축 능력 보유를 허가한다면 핵무기 

제조는 정책 결정에 따라 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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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원회 위원들은 대만과의 원자력협력협정을 비롯한 일부 원자력협력

협정들의 유효기간이 없음47)을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감독 역할을 약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Daniel Poneman 부장관은 의회가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에 필요한 

핵비확산 통제 요건을 규정48)하고 발효 전 모든 협정을 평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John McCain(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미국이 베트남에 

원자로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미국처럼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공급국이 

베트남에 핵물질 및 장비를 공급할 것이라 밝히면서 베트남 협정이 불완전하지만 이 

협정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John McCain 상원의원의 입장은 원자력협력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한 입장은 미·베트남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한 의회 검토과정에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 2014년 5월 6일 미국과 베트남은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에 서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5월 8일 의회 검토를 

위해 협정 문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Robert 

Menendez 의원은 미·베트남 원자력협력협정 승인 합동 결의안(S.J.Res.36)49)을 

발의하였다. 이 결의안은 아래와 같이 자동연장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47) 미국은 호주(2010), 캐나다(1980), EURATOM(1996), 일본(1998), 모로코(1981), 스위스(1998) 및 터키(2008)와 

5년 자동갱신(roll-over)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인도와는 10년 자동갱신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유효기간 관련 문제는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우려와 

자동 갱신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베트남 협정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미·베트남 

원자력협력협정안 제출 시 아래 의견을 전달하였다. “애초 설정된 원자력협력협정 유효기간은 30년이며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나 협정 만료 6개월 전에 당사국은 서면통보를 통해 협정을 종료할 수 있으며, 행정부는 

각 시점마다 의회와의 협의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48) 미 원자력법은 원자력협력 시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요건화하고,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9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미 원자력법 123조에 규정된 9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협정의 만료 및 종료에도 불구하고 협정에 

의하여 이전된 핵물질 및 생성물이 남아 있는 한 안전조치를 적용한다는 협정 상대국의 보증, ② 핵비보유국의 

경우,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 적용, ③ 핵폭발장치 및 관련 연구개발, 기타 군사적 목적에 

전용하지 않겠다는 협정 상대국의 보증, ④ 핵폭발장치 개발 또는 IAEA 안전조치협정 위반으로 협정이 

종료된 경우에 이전된 핵물질 및 그 생성물에 대한 반환청구권, ⑤ 제3국으로의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권, 

⑥ 적절한 물리적 방호조치가 취해진다는 보증, ⑦ 농축, 재처리 및 형상/내용 변경에 대한 사전동의권, ⑧ 

이전된 물질에서 생성된 Pu 및 HEU(Highly Enriched Uranium, 고농축우라늄)의 저장에 대한 사전동의권, 

⑨ 이전된 민감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또는 건설된 특수핵물질(Pu, HEU 등)이나 생산시설 및 이용시설도 

앞의 모든 조건 적용 

49) S.J.Res.36-A joint resolution relating to the approval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agreement 

for nuclea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ttp://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senate-joint-resolution/36/text 이 합동 결의안은 2014년 5월에 

발의되었다. 합동 결의안은 미 의회가 제안된 원자력협력협정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거나 협정 승인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며, 합동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 및 하원 본회의에서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상원은 이 합동 결의안의 개정안을 2014년 7월 31일에 통과시켰으며, 하원은 이와 비슷한 어떠한 

결의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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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미 원자력법 123조에 따라 체결된 협정일지라도 협정 발효 30년 이후에는 

협정에 따른 수출 허가를 금지하지만 (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호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대만 

및 IAEA (2) 2014년 8월 1일 발효 완료된 모든 협정 및 (3) 상기한 (1)과 

(2) 협정의 개정의 경우는 예외로 함

•  또한, 대통령이 원자력법 123조 요건에 따른 신협정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5년 자동 연장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의회가 수출 허가에 관한 공동 

결의안을 제정할 수 있음

즉, 본 결의안에서 언급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협정 발효 후 30년이 지난 경우 

기본적으로는 원자력 수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의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 합동 결의안에는 국무부가 의회에게 더욱 

강화된 아래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핵확산평가서(NPAS: Nuclear Proliferation 

Assessment Statements) 제출을 요건화하고 있다.

•  협정에 따른 미국의 모든 지원이 평화적으로 사용됨을 보증하고, 적절한 

안전조치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평가

•  협력국의 과거 핵확산 활동과 미 정보기관이 파악한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검토 및 수출품목의 운송 방식에 대한 검토

•  미국이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의 인접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와 체결한 

기존 원자력협력협정과의 비교

•  협상에서 고려한 전략, 안보, 안정성 및 지역적 요인에 대한 평가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기존 핵확산평가서에서도 평가했던 내용이지만, 마지막 

2개의 항목은 과거 핵확산평가서에는 포함되지 않던 내용이다. Robert Menendez 

의원의 합동 결의안에 Bob Corker 의원과 Edward Markey 의원은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하려고 주장하였으나 상원 외교위원회의 구두 투표에서 승인되지 

못하였다.

•  Bob Corker 상원 의원: ‘골드 스탠다드’를 채택하지 않는 모든 원자력협력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양원의 찬성투표을 요건화할 것

•  Edward Markey 상원 의원: 현재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정을 종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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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최근 원자력협력협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대다수의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이 ‘골드 스탠다드’를 지지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4년 11월 중간선거 결과로 

2015년부터 상원 외교위원회를 이끌 Bob Corker의원은 ‘골드 스탠다드’의 강력한 

지지자이므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의회 통과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하원 외무위원회 입장 

2011년 하원 외무위원회는 향후 원자력협력협정에서 ‘골드 스탠다드’를 요건화하는 

법안(H.R.1280)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2014는 1월 하원 외무위원회는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2015년에 이 법안을 재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원 외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H.R.1280을 재도입할 이 법안은 향후 미국이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시 협정 상대국들이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포기하게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하원의 

적극적인 찬성을 통해서만 새로운 원자력협력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의회의 평가 과정 

역시 변경하고자 하며, 협력 상대국들이 농축 및 재처리 기술 보유 또는 시설 건설 등을 

포기하는 법적 선언을 포함할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0) 

미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타국과의 원자력협력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공청회51)가 2014년 7월 10일 개최되었다. 공청회에는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

(NPEC: 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의 Henry Sokolski, 원자력에너지협회

(NEI: Nuclear Energy Institute)의 Daniel Lipman과 비확산연구센터(CNS)의 Leonard 

Spector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공청회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 및 원전 수출 증진을 위한 

원자력협력협정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으나 광범위한 문제들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하원 외무위원회 위원들은 표 3-2와 같다. 아래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동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 현 미 원자력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제안된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한 후 90일의 연속회기 동안 

의회가 비승인의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는 한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은 발효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의회의 비승인 공동결의안을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 거부를 뒤집기 위해서는 협정을 

비승인하는 양원의 2/3 찬성이 있어야 한다.

51) 주제는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ivilian Nuclear Cooperation”이며 아래 미 하원 외무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foreignaffairs.house.gov/hearing/ 

hearing– future-international-civilian-nuclear-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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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25명) 민주당 (20명)

성   명 지 역 구 성   명 지 역 구

Royce, Ed. (의장) 캘리포니아 Engel, Eliot (간사) 뉴    욕

Smith, Chris 뉴 저 지 Faleomavaega, Eni 미국령사모아

Ros-Lehtinen, Ileana 플로리다 Sherman, Brad 캘리포니아

Rohrabacher, Dana 캘리포니아 Meeks, Gregory W. 뉴    욕

Chabot, Steve 오하이오 Gabbard, Tulsi 하 와 이

Wilson, Joe 사우스캐롤라이나 Connolly, Gerald E. 버지니아

McCaul, Michael T. 텍 사 스 Deutch, Thed 플로리다

Poe, Ted 텍 사 스 Higgins, Brian 뉴    욕

Salmon Matt 애리조나 Bass, Karen 캘리포니아

Marino, Tom 펜실베이니아 Keating, William 매사추세츠

Duncan, Jeff 사우스캐롤라이나 Cicilline, David 로드아일랜드

Kinzinger, Adam 일리노이 Grayson, Alan 플로리다

Brooks, Mo 앨라배마 Vargas, Juan 캘리포니아

Cotton, Tom 아 칸 소 Schneider, Brad 일리노이

Cook, Paul 캘리포니아 Kennedy III, Joseph 매사추세츠

Holding, George 노스캐롤라이나 Bera, Ami 캘리포니아

Weber, Randy 텍 사 스 Lowenthal, Alan 캘리포니아

Perry, Scott 펜실베이니아 Meng, Grace 뉴    욕

Stockman, Steve 텍 사 스 Frankel, Lois 플로리다

DeSantis, Ron 플로리다 Castro, Joaquin 텍 사 스

Meadows, Mark 노스캐롤라이나

Collins, Doug 조 지 아

Messer, Luke 인디아나

Yoho, Ted 플로리다

Sean, Duffy 위스콘신

<표 3-2>  미 하원 외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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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드 스탠다드 

하원 외무위원회의 의장인 Ed Royce(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원자력협력협정의 

주요 목표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 개선과 해외 시장에서 미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임을 지적하며 공청회를 시작하였다. Ed Royce 의장은 두 가지 목표가 모두 중요하지만, 

두 목표 사이에는 필연적인 대립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그 예로 비확산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원자력협력협정이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골드 스탠다드’를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제한하고자 하면 이들 국가들이 핵비확산 규제 기준이 낮거나 통제를 느슨하게 

하는  프랑스 및 러시아 등을 공급국으로 선택하게 되어 미국의 경쟁력만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을 들었다. 

Ed Royce 의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원자력협력협정에 ‘골드 스탠다드’를 계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나, 이를 협정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잠재적 위험 기술

(농축 및 재처리)을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이를 적용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2013년 11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 보유를 허가하기로 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골드 스탠다드’의 효율성을 훼손시키는 사안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받았고, 테러 지원국에게 위험한 

기술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란에게 농축을 허용할 경우 다른 국가에게 ‘골드 

스탠다드’ 적용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Ileana Ros-Lehtinen(민주-플로리다)은 이란 문제를 지적한 Royce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골드 스탠다드’ 지지를 표명했다. 그리나 Elliot Engel(민주-뉴욕) 의원은 

모든 협정에 ‘골드 스탠다드’를 적용할 경우, 원전 수출 시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 

러시아와 같은 공급국들에게 시장을 뺏길 것이라 주장하면서 현실에서는 유동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Adam Kinzinger(공화-일리노이) 의원은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지지하면서 이란의 농축 능력 보유는 허가하고, 미국의 동맹국에게는 

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를 다루기 위한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원자력에너지협회의 Daniel Lipman은 산업계는 ‘골드 스탠다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기준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접근에는 반대한다고 밝

혔다. 그리고 비확산연구센터의 Leonard Spector는 ‘골드 스탠다드’를 적용한 UAE 

및 대만과의 원자력협력협정이 이상적이며 베트남 협정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기존 

협정보다는 진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의 Henry Sokolski는 ‘골드 

스탠다드’에 대한 그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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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공급국들이 ‘골드 스탠다드’를 채택하도록 설득할 방법

 Ed. Royce 의장은 증인들에게 다른 공급국들이 ‘골드 스탠다드’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이 다른 공급국들에게 이를 요구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공급자들이 이 요건을 채택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하였다. 이에 대해 Henry Sokolski는 국무부와 원전 산업계는 다른 공급국들과 최소 

요건에 관해 논의하고, 다른 공급국들도 ‘골드 스탠다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프랑스는 중국 및 러시아가 원자로를 부실하게 건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관련기관들이 중국 및 러시아 원자로의 

저급 품질에 대해서 지적해야 하며 미국은 안전성을 이유로 다른 공급국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행정부의 주장대로 다른 원자력 공급국이 ‘골드 

스탠다드’를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원자력에너지협회의 Daniel Lipman은 미국이 다른 공급국에게 ‘골드 스

탠다드’를 적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Leonard Spector는 다른 공급국들에게 ‘골드 스탠다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는 

않으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밝히며, 제재 및 수출통제와 같은 수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1978년 핵비확산법에서 논의되었던 딜레마를 언급하면서, 당시 공급 조건으로 

전면안전조치 적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 다른 공급국들 대부분이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으나 현재 주요 공급국들은 미국의 정책을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프랑스 및 러시아는 핵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것이 이들 국가들에게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며, 이들 국가 역시 다른 국가들이 

농축 및 재처리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원자력협력협정 승인을 위한 미 의회의 역할

원자력협력협정 승인에 관한 의회의 역할 강화는 의회에서 주요 논의 사안이 되어

왔다. Brad Sherman(민주-일리노이) 의원은 베트남 협정은, 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절한 검토 과정이 통상 충분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양원에서 협정 불승인 결의를 발의할 경우에도 대통령은 불승인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2/3의 투표가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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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자력법은 원자력협력협정 승인을 위한 

의회의 찬성투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협정 승인을 위한 의회의 의미 있는 검토가 

어렵다고 밝혔다. Henry Sokolski는 원자력협력협정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의회의 더 

많은 개입이 불필요하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Leonard Spector는 원자력협력협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

으로 특정 국가로의 수출통제 허가를 동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협정 이행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 원자력협력협정 무제한 지속

일본, 유라톰, 스위스, 베트남 원자력협력협정 등 일부 협정의 유효기간이 없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 하원 외무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었다. 이에 대한 공청회 증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Henry 

Sokolski는 어떤 국가가 30년 이내에 확산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한 지속되는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의회가 협정 재검토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일 원자력협력협정도 자동연장이 되지 않도록 초기 30년이 

만료되는 2018년에  재협상을 해야 하며, 일본이 재처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아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Leonard Spector도 30년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재협상 또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 협정의 경우 베트남이 농축 및 재처리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민감 핵주기시설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도’만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 ‘의도’가 

변할 경우 미국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원자력협력협정을 종료시키겠다고 위협

해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자동 갱신 조항이 없는 경우,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정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Leonard Spector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  원자력협력협정 종료 이전에 행정부가 협정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12∼15개월 정도의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부 절차를 채택하고, 

만약 의회가 협정의 종료 및 개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는 공동 

결의안 등을 통해 규정하고 행정부가 이를 수행해야 함

•  또는 의회의 공동 결의안이 제출된 협정을 제외하고 30년이 넘은 모든 

협정과 관련된 NRC의 수출허가를 제한하되, 적절한 판단에 의해 대상 국가에 

따라 수출 허가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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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Lipman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산업계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협정을 신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한·미 원자력협력협정52)과 

같은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미국 원전 수출 증진을 위한 원자력협력협정의 중요성

미국 원전 수출 증진에 있어서 원자력협력협정의 중요성은 산업계를 대표하는 

원자력에너지협회의 Daniel Lipman이 주로 발언하였다. 그는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요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 이용 확대에 미국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증가하는 경쟁자들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고, 효과적으로 

원자력협력협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협력국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융통성 없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허가 절차를 채택하고, 수출입은행의 

재정지원, 해외 시장의 효과적인 손해배상체제 채택, 원전 수출을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원전 시장의 25%(향후 10년 

동안 5,000억∼7,500억 불 수준)를 확보할 경우 미국 내 일자리를 185,000개까지 창출할 

수 있으며, 원자력협력협정은 미국의 원전 수출 및 일자리 창출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6) 의회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승인해야 하는가

Daniel Lipman은 한국의 미국산 기술 사용, 미국산 부품, 연료 및 서비스에 대한 

수출을 통해 미국은 수십억 불의 수익을 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의 APR-1400은 

미국산 기술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UAE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은 약 20억 불의 수익을 

창출하고, 17개 주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Henry Sokolski는 공식 성명을 통해 국방과학위원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근 비확산 위협은 과거보다 심각하므로, 향후 원자력 관련 거래 및 잠재적 안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일본의 원전 수준이 9/11 이전의 절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무부가 

아시아의 동맹국인 한국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자 하면서 일본에게는 갱신을 통해 

52) 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2014년 3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2016년 3월로 협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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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허용하고자 한다는 사실로서 이는 한국에 대한 모욕이며 무모한 처사라고 밝혔다. 

Henry Sokolski는 만약 일본이 Rokkasho의 거대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기로 결정할 

경우 연간 플루토늄탄 2,0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물질을 생산하게 되며, 이 경우 

한국은 자체적인 농축 및 재처리를 추진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일본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며, 아시아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선언에도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의회는 미국 정부가 일본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재협상하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일본이 원자력 계획을 재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7) 미국 산업계가 핵확산저항성이 높은 원전 기술을 증진하지 않는 이유 

Dana Rohrbacher(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Daniel Lipman에게 미국 산업계가 토륨 

원자로, 소형모듈형원자로, 페블 베드 및 고온가스로와 같은 원자로 개발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Limpman은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원자로의 대부분은 

경수로이고, 언급된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산업계는 소형

모듈형원전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산업계 

미 산업계 대표들53)은 2013년 6월 12일 미 국무부 및 에너지부 장관에게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위해 타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원자력협력

협정에 대한 미 산업계의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 산업계는 미 정부가 원자력협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협정 상대국에게 

농축 및 재처리 포기를 협력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실용적 접근 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비타협적이고 융통성 없는 주장은 미국과 원전 

도입국과의 협력을 위협하며, 이는 원자력 안전, 핵안보, 핵비확산 및 경제적 이득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은 더 이상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지배적인 

공급국이 아니며, 프랑스,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미국 대신 이들 국가와 협력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음을 

53) 미 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s) Jay Timmons 회장, 미 원자력에너지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 Marvin Fertel 회장,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Thomas Donohue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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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과의 협력기피로 인해 원자력 안전, 핵안보, 핵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상실 위험은 커질 것이며, 약 1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 산업계는 2013년 4월 전 국무부/에너지부 장관 등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내용을 언급하였다. 그 서신에는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핵비확산 목표 개진을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산 원자로, 부품 및 인력 

수출은 국제적인 원전 안전 및 신뢰성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핵비확산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 회사들은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산업계는 오바마 정부가 원자력 수출을 우선순위에 둔 것을 환영하며, 이 

정책54)이 타국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타국의 신규 원자력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에 미국이 초기에 참여

토록 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핵비확산 영향력과 안전문화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타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미국은 현재 요르단, 베트남, 사우디 등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신규 원전 도입 때까지 

미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요르단의 경우 

미국은 요르단과 4년간 협상을 벌여 왔으나,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의견 충돌로 원자력

협력협정 타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요르단의 원자력 프로그램55)에서 미국 

회사는 계속 배제되어 왔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원전을 도입하려는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력 대안으로 러시아와 일본과 협력할 것을 고려해오고 있으며 2032년까지 16기의 

원전(1,000억 불 규모)을 건설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아르헨티나, 중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한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서는 2년간 기존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환영하지만, 이는 단기간 결정을 보류하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핵연료 및 서비스를 

위한 장기 계약 등 원자력 산업의 요건을 고려할 때, 적시의 협정 갱신은 미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성 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전을 도입하려는 

54) 오바마 정부의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 미래에 대한 청사진(Blueprint for a Clean and Secure Energy 

Future)’

55) 요르단은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원자력 기술을 선정하고 2020년 원전 완공을 목표로 원자력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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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은 원자력 안전, 핵안보 및 핵비확산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수십억 불의 수출과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해 미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

하였다. 

4. 비확산 커뮤니티 

가. 국축비확산센터(Center for Arms Control & Non-Proliferation) 

미 정부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에 대해 군축비확산센터는 미국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핵비확산 조건을 약화하는 것은 미국의 핵비확산 목표는 물론 미국 

원자력 산업에 유익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2011년 12월 군축비확산센터는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례별 접근 원칙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  미·UAE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낮춤으로써 민감기술 확산을 억제하는 

국제기준을 약화시킴

•  자국 내 농축 및 재처리를 허용하도록 요르단 협정이 체결되면 UAE는 

형평성을 이유로 협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미국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난과 함께, 향후 원자력협력협정 협상에서 

협력국들이 농축 및 재처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북한과 베트남간의 원자력협력 가능성과 중동지역의 핵확산을 촉진하게 될 

것임

•  향후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의 

협상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임 

나.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 Nonproliferation Policy and Education 

Center)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의 Henry Sokolski 소장은 2012년 2월 언론56)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사례별 원칙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특히, 그는 정부가 의회에 보낸 서한 내용 

중 핵비확산 조건 약화가 고용창출이나 원자력 산업 부흥에 도움이 된다는 발상을 강력히 

56) Henry Sokolski, Obama’s Nuclear M istake, National Review, February 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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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였다. Westinghouse 원자력사업부의 약 80%는 일본과 카자흐스탄의 자본이 

소유하고 있고, General Electric의 50%는 일본 자본이며, 제조 산업도 거의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서한은 미국 원자력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은 해외가 아니라 104기(2012년 당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이며, 러시아와 프랑스는 바로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골드 스탠다드’ 채택을 위해서는 주요 

공급사들을 주도하고 압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요르

단, 베트남, 한국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핵연료 생산을 허락한다면,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게 이런 활동을 금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보수 비평가들 

미국 Foreign Policy Initiative의 Jamie Fly 상임이사는 2012년 1월 25일 언론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수차례 언급하고, 다자간 핵안보 

구상들을 선도한 오바마 행정부가 역설적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에 관해서는 무

모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민주사회안보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회장 Cliff May는 “오바마 대통령은 항상 핵확산 위협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려하는 걸로 보였기에 현재 정책(사례별 접근)의 변화가 그 명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5.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관련 싱크탱크 입장 

가.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보수 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2013년 3월 21일 “U.S.-South Korea Nuclear 

Cooperation: Agreeing on Commercial and Nonproliferation Goals” 보고서57)를 발간

하였다. 저자인 Jack Spencer58)는 미국이 한국에게 핵확산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인식시키면서 한국이 요구하는 기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무기급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무기급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공정은 재처리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무기급 물질을 분리하지 

57) Jack Spencer, U.S.-South Korea Nuclear Cooperation: Agreeing on Commercial and Nonproliferation 

Goals, The Heritage Foundation, March 21, 2013

58) 헤리티지 재단 Thomas A. Roe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Studies의 원자력 분야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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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공정에 관한 한국의 요구를 허용하고, 미국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계속 지원해야 

하며, 향후 연구개발 단계를 초과하는 활동은 한·미 양국의 후속약정을 통해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에 관한 한국의 권리는 존중해야 

하나 한반도에서의 우라늄 농축은 당분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James Martin 비확산연구센터(CNS: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2013년 2월 초 몬트레이 비확산연구센터는 스위스의 MCM International과 공동으로 

“The　Bigger Picture: Rethinking Spent Fuel Management in South Korea” 

보고서59)를 발간하였다. 저자들은 한·미 양국이 10년 동안 포괄적인 후행핵주기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관한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파이로 프로세싱과 별도로 고속로, 처분 및 저장 옵션 그리고 한국 내·외의 다국적 

시설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심지층 처분장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다.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CEIP: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3년 3월 16일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의 Mark Hibbs는 Foreign Policy를 통해 

“Will South Korea Go Nuclear? What the North’s provocations mean for 

Washington’s relations with Seoul”이라는 기사60)를 발표하였다. Mark Hibbs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고, 한국의 재처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북한과의 긴장 증가, 일부 한국 정치가들의 의식 약화 등이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당시인 1988년에는 아태지역이 

국수주의적 영토 갈등으로 소란스럽지 않았고, 북한도 NPT 당사국이었으며, 냉전 당시 

강대국들이 국제 비확산 집행자로서 공조 협력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매우 다른 상황임을 

59) FerencDalnoki-Veress, Miles A. Pomper, and Stephanie C. Lieggi (CNS), Charles McCombie and Neil 

Chapman (MCM International), The Bigger Picture: Rethinking Spent Fuel Management in South 

Korea, CNS and MCM International, February 2013 

60) Mark Hibbs, Will South Korea Go Nuclear? What the North’s provocations mean for Washington’s 

relations with Seoul, Foreign Policy, March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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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며 일본과의 비교는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라.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2013년 4월 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Jay Solomon은 “Seoul Seeks Ability to 

Make Nuclear Fuel”이라는 기사61)를 통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의회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유명인사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한·미 협정을 폭넓게 다루었다. 이 

기사에서 Thomas Moore62)는 “한국은 현재 파이로와 농축을 해야 할 경제적·현실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의 고위급 정부 관료들과의 

미팅을 가진 Bob Corker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은 국가적 자부심 차원에서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자 희망하며, 박 대통령 및 정부는 핵무기 보유에 대한 야망은 

없다”고 기술하였다. 그리나, Corker 상원의원은 정문준 의원을 포함한 많은 한국의 

정치가들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마.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 Nonproliferation Policy and Education 

Center)  

보수 발간지인 National Review는 “Pyongyang is Not Our Only Nuclear Worry”라는 

제목의 Henry Sokolski의 기사63)를 발간하였다. 강한 핵비확산론자인 Sokolski는 

기사를 통해 “한국에게 미국산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허용하면 일본은 롯카쇼 공장의 

운영을 위해 전력투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적대국이든 우방이든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핵연료 제조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61) Jay Solomon, Seoul Seeks Ability to Make Nuclear Fuel, Wall Street Journal, April 3, 2013

62) Thomas Moore는 10년 동안 상원 외교위원회 비확산 이슈 선임 자문직을 수행했으며 2013년 당시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근무했다.

63) Henry Sokolski, Pyongyang is Not Our Only Nuclear Worry, National Review, April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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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미국 원자력발전 및 산업 현황 분석

1. 미국 원자력발전 현황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미국의 원자력이 다시 부흥하여 20기 이상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최근 미국 원자력 산업은 미래에 대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 침체의 최대 원인은 경제성 문제이다. 통상 원전 건설에 

약 10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공사 지연도 잦으며 1.1 GWe 건설비용이 약 60억 불에서 

90억 불에 이른다. 동일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는 1.5년이면 건설이 가능하며, 1.1 

GWe 건설비용은 10억 불 내외로 전력사들이 쉽게 조달 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천연가스의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져, 2012년 평균가가 13년 만에 최저치가 되었다. 고

비용의 원전 건설과 더욱 저렴해지는 천연가스 가격 및 전력수요 증가의 지연 및 

불확실성으로, 전력사 대표들은 원전 건설을 주저하게 되고 원자력 대신 천연가스를 

선택하고 있다.

 미국은 노후된 원전이 많아 20년 수명 연장을 한다 해도 기존 원전은 2050년까지 

폐쇄될 것이며, 최근 일부 전력사들은 기존 원전도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동 

중인 노후 원자로들은 가스발전소에 비해 높은 고정비용,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비싼 

안전성 보강 비용 및 더욱 엄격해진 냉각수 규제 등으로 인해 경쟁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Dominion사는 지난 2013년 5월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성 문제로 

39년간 운영해온 Kewaunee 원전을 폐쇄하였다. Duke Energy사는 2013년 2월  콘크리트 

격납 건물의 균열 문제로 Crystal River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San Onofre 

원전을 운영 중인 Southern California Edison사는 2012년에 발생한 증기 누출사고에 따른 

복구비용 부담과 정부 규제안 등의 문제로 동 원전을 폐쇄하기로 2013년 6월에 결정

하였다. 그리고 Excelon사는 미국 원자로 중 가장 노후한 Oyster Creek64) 원자로를 

2019년 말에 폐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버몬트 주와 뉴역 주는 자신의 주 

인근에 있는 Vermont Yankee 원전과 Indian Point 원전의 폐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존 원전의 잇따른 폐쇄로 미국 내 가동 원자로의 수는 99기로 감소

될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01년에 

미국 전력의 20.6 %를 원전이 생산하여 최고점에 달했으나, 2012년 미국의 원전 

전력 생산 비율은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점유율인 19.0 %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64) Oyster Creek 원전은 1969년 12월에 가동되어 60년간 운전하도록 인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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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A는 미국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따라 천연가스와 신재생의 확대로 인해 원전 

비율은 2040년까지 약 2 % 정도 감소할 전망이나, 만약 미국 정부가 탄소배출에 

대한 벌금부과를 결정한다면, 원전은 석탄발전을 대신해 7∼18 %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EIA는 2020년부터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로 인해 

천연가스 전력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경제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에너지 믹스 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기저 부하 발전원인 원자력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원전 산업에 대한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전 산업에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먼저 2014년 2월 미국 에너지부가 30년만에 

건설되는 Vogtle 3, 4호기에 총 65억 불의 대출보증을 마무리한 것이다. 원자로 

건설에 대한 대출은 청정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이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V.C. Summer 원자력 

부지에도 2기의 AP1000이 건설 중이라는 소식이다. Summer 원전의 신규 건설을 

위해 SCE&G와 Santee Cooper는 정부 재정보증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올랐으나, 

이들 관계자들은 연방정부의 도움 없이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Tennesse Valley Authority(TVA)는 2014년 8월 Watts Bar 2 원전에 

원자로가 설치됨으로써 건설이 90 % 정도 완공되었다고 발표하였다.65) 이는 1996년 

Watts Bar 1 원전 이후 가동될 첫 원자로이며, 2015년말에 운전될 예정이다. 

TVA의 발전원은 석탄 43%, 원자력 36 %, 수력 12 %, 천연가스 9 %, 소량의 

원유 및 1 % 이하의 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TVA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줄어들고 있는 석탄화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Watts Bar 2 원전은 9/11테러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개선 사안이나 안전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설계에 반영된 

개선 사안을 통해 1,150 MWe 용량의 Watts Bar 2 원전은 60년간 90 % 이상의 

설비이용률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도 가격기준으로 산정하면, 

과거 건설비용을 포함하여 연료, 운영 및 유지비용까지 원전 설계 수명 동안 총 

390억 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전단가로 환산하면 kWh당 6센트로, 

천연 가스에 비해서는 높으나 탄소배출권거래제나 미래 탄소가격을 고려할 경우 

이 비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5) TVA는 경기 침체에 따른 낮은 전력수요로 인해 1988년 이후 Watts Bar 2 건설을 중지했었다. 그러나 최근 

TVA는 무탄소 발전원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이를 위한 투자차원에서 본 원자로 완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53 -

2. 미국 원자력 산업의 과제

가.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미 에너지부의 대출담보와 동남부 지역에서 5기의 원전 건설은 미 원자력 산업계

로서는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Vogtle만이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대출담보를 받는 유일한 

원전이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신청이 NRC

에 제출되었으나 일부 신규 원전만이 건설될 계획이다. 더욱이 미 동남부 지역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원전 산업계는 많은 원전 폐쇄를 경험하고 있다. 2013년 폐쇄된 5기의 원전 

가운데 3기는 저렴한 천연가스와 경쟁할 수 없었고 2기의 원전은 부실한 운영 기록으로 

인해 폐쇄되었다. 

2013년 9월 Entergy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연료와 경쟁을 할 수가 

없고, 장기계약에 따른 원전 소재지 주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Vermont 

Yangkee 원전의 폐쇄를 발표하였다. Duke Energy사는 원전 회사가 7억8천만 불을 

투자한 후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개선에 필요한 높은 수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플로리다에 있는 Crystal River 3호기를 폐쇄하였고, 이와 비슷한 이유로 South 

California Edison사는 San Onofre 원전을 폐쇄하였다. Dominion사는 풍부한 천연

가스와 보조금 지원을 받는 풍력발전으로 인한 중서부 전력 가격 하락을 이유로 2013년 

위스콘신에 있는 Kewaunee 원전 폐쇄를 결정하였다. 미국의 가장 큰 공공시설 회사

이면서 많은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Exelon사는 풍력, 태양력 발전에의 보조금과 저렴한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원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elon사는 2013년에 천연가스와의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New Jersey 원전을 폐쇄할 것이라 밝혔으며, 또한 Clinton과 

Quad 원전이 폐쇄 위기에 처해있다고 언급하였다.

2014년 2월 5일 Platts가 개최한 원자력컨퍼런스에서 원전 운영자들은 저렴한 천연

가스 비용, 높은 운전비용,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새로이 추가되는 규제비용,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풍력 및 태양 발전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산업계 전문가들은 2013년 Entergy사의 Vermont Yankee 원전과 Dominion사의 

Kewaunee 원전이 조기 폐쇄의 압박을 받은 사례라고 지적하였다.66) 미 원자력에너지

협회 Marvin Fertel 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원전이 폐쇄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현재 경

쟁시장이 원전이 제공하는 신뢰성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66) Vermont Yankee 원전과 Kewaunee 원전은 향후 20년 이상 전력생산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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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원자력 담당 차관보인 Peter Lyons는 Yankee 원전과 Kewaunee 원전의 조

기 폐쇄는 미국 시장 구조의 실패를 보여준다는 원자력 산업계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

의하면서 이들 원전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었다면 20년은 더 운전되었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는 저탄소 발전, 특히 원자력의 가치를 확실히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부는 원전 폐쇄

가 미국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67)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미국 원자력 산업계는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의 수명 연장에 대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954년 원자력법에서는 

NRC가 상용 원자로의 운전 기간을 40년까지 허가하고 있다. 원전 운전의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NRC가 안전하다고 판단한다면 20년씩 수명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NRC는 확실한 안전성 및 환경 평가를 거쳐 현재 73기 원전에 20년 연장 

운전을 허가했으며, 18기 원전의 연장 운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운전 

중인 100기의 원전 모두 60년 운전을 위한 인허가 갱신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NRC가 추가적으로 20년  연장운전, 즉 총 80년간의 원전 운영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2023년∼2030년과 2031년∼2049년 사이에 각각 27기, 67기의 원전이 폐쇄될 것이다.68) 

미 원자력에너지협회는 원자로 수명 연장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NRC의 수명 연장 심사에는 원자로 2기당 약 2,500백만 불과 최소 2년이 소요

될 것이라 평가하였다. 만일 환경단체가 개입하여 논쟁을 벌인다면 기간은 더 소요

될 것이며 80년 수명을 위한 연장 인허가 신청은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삼는 

비평가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12월 미 물리학회

(American Physical Society)는 미국 전력연구소(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가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설계 수명을 60년에서 80년까지 연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NRC가 모든 원전이 80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정한다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부품 교체가 요구될 것이므로 발전 사업자가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67) 2014년 6월,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통해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17 % 이하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68) 2029년에 3기의 원전(Nine Mile Point 1, Ginna, Dresden 2)의 수명 만료를 시작으로 2050년경에는 90 % 

이상의 원전이 60년 설계 수명을 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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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사점 및 향후 방향

미 행정부는 농축 및 재처리 확산 방지를 통해 국가 안보를 증진하겠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NSG, 핵연료 은행 제안, 수출통제 등 

수많은 방안을 개발 및 이행해왔다. 특히 타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을 다룰 때 

오바마 행정부는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의 확산은 제재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과 

상업용 원자력협력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한 입장의 기본 전제는 핵무기 감축 및 최종적 제거, 취약한 핵안보 강화로 

표명되는 핵비확산 체제 강화이다. 

미 의회는 타국과의 원자력협정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의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하원 외무위원회는 향후 원자력협정에 ‘골드 스탠다드’를 

요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2014년 1월 수정안을 발의하였다. 상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2015년부터는 ‘골드 스탠다드’의 강력한 지지자인 

Bob Corker 상원의원이 외교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Corker 의원은 2013년 10월 

John Kerry 국무부 장관에게 타국과의 신규 원자력협정 체결 시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국의 핵비확산 목표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이 서한에서 요르단과의 협정은 ‘골드 스탠다드’를 포함할 것이지만, 베트남 

및 향후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에서는 ‘골드 스탠다드’를 포함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혼돈스럽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미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원자력에너지협회를 포함하는 원자력 산업계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전세계 핵비확산에 관한 미국의 

영향력을 오히려 줄어들게 만들 것이며,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추구하는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수천 개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13년 6월 원자력 관련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 관점에서 미국 원자력 

산업의 부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협정에의 유연한 정책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원자력 국제협력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 협상 중에 있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2016년 3월 만료 전에 원활히 

발효되기 위해서는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

하다. 최근 타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대한 미 의회의 입장을 보건대 한·미 원자력

협정의 의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3월 전에 일단락되는 

원자력협정 발효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2020년 마무리되는 한·미 핵연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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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가 양국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이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면 양국은 

파이로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용성, 비확산 수용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미 간 파이로 협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되므로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을 통해 미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여러 싱크탱크들의 원자력협력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미 산업계와 일부 싱크탱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장이 강력한 

핵비확산체제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선진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국 내 환경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홍보 활동을 통해 한국 원자력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알리고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공동 워크숍 및 공동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치적·기술적 판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영향력이 큰 의원 보좌관, CRS, GAO 등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들을 통해 미 의회 내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총체적 노력을 전방위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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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정책 공동연구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제환경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원자력협력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력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한·미 원자력협력 당위성 전파를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공동연구 수행 기간 중 

미측 연구책임자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원자력시설 방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 증진 방안으로서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러한 공동연구 결과들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연구를 수행한 미 전문가들은 

미국 원자력 관련 세미나 및 포럼에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원자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 1 절 국제 핵비확산 측면에서 미국의 리더십 증진69)

미국은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지만 국제 원자력 

분야에서의 리더십은 예전만 못하다. 30여년 전만 해도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은 

원자력 공급국으로 위상을 떨쳤지만 현재 미국 원자력 산업은 다양한 원자력 

공급국가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농축 산업의 경우, 미국은 가스 확산법에 

근거한 농축 시설을 폐쇄하였다. 비록 농축 우라늄에 대한 세계적 수요 감소 및 

기존 농축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심분리기 기술개발사업(American 

Centrifuge Project)을 상업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원자로 및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 능력에서 미국은 확실히 세계 1위의 위치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대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주요 원자력 공급 국가들이 보유한 

원자력 기술과 프로그램들이 Westinghouse, General Electric과 같은 미국 원자력 

회사의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가 

69) 공동연구 수행 기관인 미국 과학자연맹(FA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은 1945년 핵무기 개발계획

(Manhattan Project)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에 의해 창립된 비영리기구로서 워싱턴 DC에서 핵비확산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과제명은 ‘Advancing U.S. Leadership in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Energy through Effective Partnerships’이며 관련 내용은 FAS 웹사이트(http://fas.org)의 Issue Briefs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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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약화되고 있는 점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핵비확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절에서는 핵비확산 분야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미국이 취하고 있는 비확산 노력에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가 갖추어야 할 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의 기준이 제시되었다.

•  최고 수준의 핵비확산(추가의정서70)를 포함한 전면안전조치71)) 적용과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국가 지도자의 지지 성명

•  IAEA 및 원자력공급국그룹(NSG)과 같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지지

•  개발되었거나 향후 개발하려는 기술에 대한 확산 저항성

•  국가가 핵물질 및 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물리적 방호조치

•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국가의 노력 및 이행

•  원전 수입국의 비확산 및 안전 문화 증진을 위한 노력

•  수출통제 법안 및 규제안의 효과성

본 연구에서 분석의 관점은 협력국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주요 기준 

가. 안전조치: 효과적인 방향으로의 진화 

안전조치는 특정 국가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양자적 

협정으로부터 특정 국가의 모든 핵물질, 시설 그리고 활동들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협정으로 진화해 왔다. 안전조치 체제가 핵확산을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하지만 

70) 핵무기 비보유 NPT 당사국은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IAEA 사찰을 통해 자국의 원자력 

활동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초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

이었던 이라크 및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으로 기존 IAEA 안전조치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1997년 5월 IAEA 특별 이사회는 사찰 범위 및 강도를 대폭 확대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INFCIRC/540)를 채택하였다. 추가의정서는 기존 안전조치협정에 비해 연구개발을 포함한 추가의 정보 

요구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추가접근 권한도 부여한 것이 핵심 사안이다. 

71) 전면안전조치(Full-scope or Comprehensive Safeguards)는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핵비확산

조약 상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이 체결해야 하는 안전조치로서 한 국가 내에서의 모든 원자력 관련 활동에 

적용되는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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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또는 실제적 위반에 대해 경고하고, 당사국들로부터 탐지된 위반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안전조치 

체제가 그러한 적시경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안전조치에 대한 이러한 의문을 

통해 개발된 우수 사례들을 기술하고 향후 더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60년대의 안전조치는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에만 적용되었고 농축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농축시설은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유럽에서 

가스 원심분리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URENCO 컨소시엄의 직원이었던 A. Q. 

Khan은 설계 문서를 빼내어 그의 고향인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농축 시설 건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시설은 파키스탄이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란, 리비아, 북한과 같은 나라에 

우라늄 농축기술을 공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는 원심분리 기술의 

확산위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민감기술의 확산이 일어나기 수년 전인 1960년대 말에 미국과 구소련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1970년에 발효시켰다. 이 조약은 

근본적으로 당사국들을 핵무기 보유국과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핵무기 보유국은 1967년 1월 1일 핵무기 실험을 수행한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의 국가들은 핵무기 비보유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NPT 제3조의 의무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프로그램에 대해 안전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목할 점은 NPT 제4조에서 농축 

및 재처리 기술에 관한 명백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브라질, 이란, 일본과 같은 

일부 당사국들은 NPT 제4조가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면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핵무기 보유국들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IAEA 헌장에는 특별사찰을 규정하고 있지만, IAEA 이사회에서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이사회의 승인을 꺼려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93년 IAEA 이사회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5MWe)에서 조사된 핵연료로부터 

분리된 모든 플루토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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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북한의 사례와 더불어 IAEA가 더욱더 안전조치를 강화하게 된 계기는 

이라크의 신고되지 않은 원자력 프로그램이다. 

1991년 미 연합국은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를 퇴출시키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당시 패배한 이라크에 대한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위한 

사찰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이라크가 IAEA에 신고하지 않았던 민감시설의 존재가 

드러났다. 신고하지 않은 원자력 시설에서 이라크의 연구자와 기술자들은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법, 전자기적 동위원소분리법, 가스 원심분리법과 같은 다양한 우라늄 

농축 방법을 연구해왔다. 이라크와 북한에서 발견된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IAEA 이사회는 보다 

효과적인 안전조치 체제를 위한 기술 개발 계획을 착수했고, 그 결과 추가의정서

(AP: Additional Protocol)가 채택되었다. 이 추가의정서는 사찰단에게 어떠한 

미신고 시설이나 물질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우라늄의 채굴로

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까지 선·후행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모든 원자력 

활동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의정서의 적용을 반대해 

왔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시리아는 전면

안전조치는 수용하고 있지만 추가의정서는 발효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특히 브라질은 잠수함과 같은 동력용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자국내 농축 

시설에 대한 사찰의 간섭을 염려해 왔다. 또한 브라질은 차별적인 국제 체제 형성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핵보유국이 핵군축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꾸준히 압박을 가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브라질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군축 분야에서 긍정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는 강화된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브라질과 지역적 

라이벌 관계인 아르헨티나 또한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 2006년 2월까지 추가의정서를 자발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이란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UN 안보리에 회부되면서 추가의정서의 

적용을 연기해오고 있다. 2013년 11월 중순 이란과 P5+172) 국가들은 공동행동계획

(Joint Plan of Action)이라 불리는 임시 합의를 이루었으며 2014년 1월 당사국들은 

임시합의 이행 방식에 대한 후속 합의에 도달하였다.73) 이는 지난 30여 년간 

미·이란간 적대적 관계를 감안하면 임시합의 도달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성과이다. 

72)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과 독일

73) P5+1과 이란은 최종 협상 기한인 2014년 11월 24일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협상 기한을 2015년 7월 1일까지 7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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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긍정적인 사례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와 같이 안전조치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P5+1과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이란 

주변국들에게 이란의 핵무기 야망을 충분히 제한했다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중동지역에서의 핵군비경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입증될 것이다.

추가의정서를 자국의 시설에 적용하고, 또한 이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호주를 들 수 있다. 호주는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라늄 원광의 주요 수출국이며, SILEX(Separation of Isotopes by Laser 

EXcitation)와 같은 레이저 동위원소분리 및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와 더불어 추가의정서를 성실히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다.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모두 가진 유일한 핵무기 비보유국이기에 

추가의정서 적용 사례로 두드러지는 점이 있다. 한국은 주요 원자력발전소 운영국

으로서 추가의정서를 시행한 최초 그룹 국가74) 중에 하나이며, 2004년에 추가

의정서를 발효하여 충실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 일본, 한국은 

통합안전조치체제(IS: Integrated Safeguards system)에 속해 있다. 이 체제는 

IAEA가 안전조치 이행의 효율성을 위해, 단기통보 무작위 사찰 및 원격감시 장비 

등을 활용하여 사찰의 효과성은 향상시키고 사찰 강도 및 횟수는 감소시키는 새로운 

안전조치 체제이다. 이는 미신고된 핵물질 및 핵활동이 없다고 평가되어 ‘포괄적 

결론’을 받은 국가 중 원자력통제체제가 잘 갖춰진 국가에만 적용되므로 통합

안전조치체제 적용은 곧 IAEA로부터 핵투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9년 4월 아·태 안전조치 네트워크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호주와 

한국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창시자로서 활동하였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역차원에서 

추가의정서를 적용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전문가 차원의 안전조치 기술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 한국 그리고 

일본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 모범국으로서 IAEA와 밀접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자국의 국민에게 핵비확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미국이 비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협력국과 미래 원전 

수입국을 선택함에 있어 추가의정서를 원자력 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74) 우리나라는 1996년 6월 추가의정서의 서명하고, 2004년 2월 이를 발효하였으며, 같은 해 8월 IAEA에 추가

의정서 최초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추가의정서 발효국가는 123개국이다.



- 62 -

할 것이다.

나. IAEA 및 NSG에 대한 지원

현재 IAEA는 심각한 재정 및 자원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1985년에 

IAEA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예산 ‘제로 실성장(Zero 

real-growth)’ 정책을 결정한데서 기인한다. 이 정책은 일반 예산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증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증가할 수 없도록 예산 증가 상한선을 그은 

것으로 예산 외 부족한 자금은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시행된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안전조치가 필요한 

핵물질 양은 6배 증가하였고, 시설의 수도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현재 

IAEA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기존 협력국과 잠재적 협력국 및 원전 수입국이 그들의 국내 

원자력 활동에 버금가는 기여를 IAEA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IAEA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공급국그룹

(NSG)은 원자력 품목, 관련 서비스 및 원자력 기술 등에 관한 주요 공급국인 50

여개 국가만이 참여하고 있다. NSG는 1974년 인도가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자로와 

자국산 천연우라늄을 이용하여 핵실험에 성공하고,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자력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프랑스와 서독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농축 

및 재처리시설 공급계약 체결 또는 협상을 진행하는 등 변화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설립되었다.75) NSG의 지침은 현재 두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Part I은 원자력 

전용 물질, 장비, 관련기술을 통제품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Part II는 원자력 

이중사용 품목 및 관련기술을 통제하고 있다. 

NSG 체제는 현재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IAEA 

전면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원자력 관련 제재를 받고 있던 

인도와 파키스탄에게 원자력 품목(핵연료)을 공급하기 위해 ‘grandfather 면책

조항’76)을 활용하면서 야기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IAEA 전면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미·인도 원자력협력협정 하에 미국산 핵연료와 

원자력기술의 수출금지 적용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NSG로부터 

75) 한국원자력연구원, 핵비확산 핸드북, 2010 개정판 

76) NSG Part I 지침 4(c)항에 1992년 4월 3일 이전에 체결한 원자력공급협정은 전면안전조치에서 예외를 둔다는 

소위 ‘grandfather 면책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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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았다. NSG 체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긴 했지만 NSG는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의 이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NSG는 민감기술의 추가적인 이전을 

제한하면서 다국적 핵연료주기센터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NSG의 또 다른 도전과제는 

범지구적 원자력 무역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며 Khan 네트워크와 같은 원자력 

암시장의 확대를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것이다. 

 

다. 핵확산 저항 기술의 개발

핵확산을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확산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은 전략적인 원자력 

협력국 선정 시, 해당 국가가 높은 수준의 확산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잠재적인 핵확산 민감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축 및 재처리에 투자를 원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과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기 위해 

10년간에 걸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조사된 핵연료

로부터 순수한 플루토늄이 아닌 혼합된 형태로 핵분열성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고유 특성 때문에 이 기술은 전통적 재처리 기술인 PUREX(Plutonium 

URanium EXtraction) 방법보다 확산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 물리적 방호조치 강화와 범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핵안보 체제 확립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조치는 핵물질방호협약(CPPNM: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77)과 핵테러억제협약

(ICSANT: International Convention to Suppress Acts of Nuclear Terrorism)78)과 

함께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CPPNM의 경우 오늘날 국제 안보의 중대 

현안인 핵안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다자 규범으로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77) 핵물질방호협약(CPPNM)은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IAEA가 제안한 국제협약으로 1980년에 

채택(INFCIRC/274)되어 1987년에 발효되었다. 2005년 협약 개정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의 적용범위를 국가 

간 운반중인 핵물질에서 국내 소재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까지 확대시킨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나, 아직까지 개정협약 발효를 위해 필요한 당사국(149개국) 2/3(100개국) 비준서 기탁 요건이 

만족되지 못하여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비준하였다.

78) 핵테러억제협약(ICSANT)은 2005년에 서명되고 2007년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1996년 체첸 반군에 의한 

방사능 테러와 핵테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던 러시아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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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 협약과 그 

개정본을 비준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5월 29일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76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그동안 다른 국가에 CPPNM을 시행하도록 요청

해왔던 미국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발효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은 최근 3차례에 걸쳐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알 수 있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10년 4월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이 때 47개국 국가 

정상과 3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였고, 민간 및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핵물질에 대한 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되었다. 53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핵안보 개념이 

포함되었고 한국이 주요 원자력 생산 국가로 변모한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회의는 네덜란드 정부 주최로 열린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이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 마지막 임기인 2016년에 

미국에서 회의를 다시 개최할 의사를 피력하였다. 향후 핵안보정상회의가 진부한 

상태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AEA의 핵안보 관련 부서가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핵안보 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는 우수연구센터의 지속적인 

설립이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핵안보를 위한 우수연구센터 설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설립된 센터들이 다른 국가의 센터들과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정부와 

산업체로부터 적절한 재정적, 기술적 그리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의문사항으로 남아있다.  

 

마. 수출통제 법안 및 규제의 효율성

수출통제는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노력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러한 통제가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출통제를 통해 핵확산 위험을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원자력교역을 함에 있어 원자력 공급국들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민감기술의 불법 이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통제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수출통제는 국제적이고 

다국적으로 협력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협력이 미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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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을 추구하는 국가는 결국 그들이 원하는 물질, 장비 그리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2011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한 보고서79)에 따르면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미국은 수출통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가이며 한국은 이들 

국가에 근접한 수출통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법적 요건들은 평균 이상으로 확립하고 있지만, 이행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협력국과 잠재적 

협력국 그리고 공급국들이 수출통제에 관한 법적 체제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전략적 협력국이 갖추어야 할 요건

지금까지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핵비확산 및 핵안보에 대한 국제체제를 강화하는 데 미국이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국가와 전략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전면안전조치에 관한 추가의정서를 발효하고 시행하는 국가

•  범지구적으로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지역 차원의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국가

•  원자력교역을 위해 추가의정서를 이행하거나 추가의정서를 받아들이는 국가

•  향후 안전조치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국가

•  안전조치, 원자력안전 그리고 핵안보 분야에서 IAEA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국가

•  NSG 회원국 가운데 원자력 수출 거부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자국내 

보유 및 통제하고 있는 농축·재처리 시설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협력하는 

국가

•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원자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국가

•  핵안보 관련 우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79) Peter Crail, Measuring Nuclear Export Controls in Nuclear-Powered Nations and Nuclear Aspirants, 

CSIS, Sept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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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이행하는 국가

•  개정된 핵물질방호협약(CPPNM)을 시행하거나 최소한 당사국내에서 발효를 

촉진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국가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효과적인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 

한국은 상기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어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국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평가되나 지속적인 핵비확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국제 원자력 시장의 변화와 대응80)

1. 미국 원자력 산업의 기회와 도전

전 세계 인구는 2040년에 약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고밀도 

도시화는 에너지 수요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미래 에너지 수요에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구성(energy mix)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원자력은 안정적인 기저부하로서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약 14 %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을 꼭 필요한 에너지원

으로 여기고 있어 향후 원자력에 대한 수요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70 

GWe에 해당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는데 이 중 70 %는 아시아에 

치우쳐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원자력발전 용량은 2030년까지 약 6 GWe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재 162 GWe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원전은 2030년이 

되면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과거 원자로 판매와 운영을 통해 국제 원자력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해 

왔으나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산업 기반이 취약해져 독자적 원전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과 산업이 원자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 원자력 안전 및 핵비확산 그리고 원자력 산업 

80) 공동연구 수행 기관인 미국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EBI)은 미국 환경전문 컨설팅업체로 

1987년부터 미국 상무부와 함께 환경산업에 대한 조사·분석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세계 환경시장 및 

미국 환경시장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과제명은 ‘Policy and Markets Factors 

Shaping National Nuclear Strategies’이며 관련 내용은 EBI 웹사이트(http://ebionline.org)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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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리더십을 회복하고 증가하는 국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국내 원자력 산업 부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미국 원자력 산업은 아래에 

제시된 요소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  에너지와 전기의 국내수요 성장세 감소

•  원자력 자산 가치에 대한 소유권 분쟁

•  북 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낮은 천연가스 가격과의 경쟁

•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의 실효성

•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불확실한 규제와 정책

•  소형모듈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와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발전

미국의 원자력발전 회사들이 전세계적으로 볼 때 원전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선두에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곧 끝이 날 것이며 신규 원전 건설에 있어서도 

선두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새로운 정책은 

전기 수요가 증가할 때까지 거의 없거나 또는 사라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  현재 운전 중인 원자로의 안정된 운전 기록

•  IAEA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높은 수준의 원자력 

규제 능력

•  훌륭한 공학 기술, 숙련된 노동력과 제조 기술

•  원자력발전소 건설자금 조달에 있어서 낮은 재정적 부담

•  원자력 시설에 대한 확실한 자산 관리체제

•  아시아에서의 강한 영향력(특히,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  

2. 국제 원자력 시장의 동인 변화

과거 원자력 산업은 원자로 연구개발, 군수산업, 원자력 산업 기반 및 인력 등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중심 요소에 의해 지배되었으나 지금은 인구 및 전기 수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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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된 제조 시설, 대기 오염 감소 등으로 대표되는 수요자 중심 요소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시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20개의 도시 중에서 14개의 도시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들은 배기가스 방출 없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5억 이상의 인구 중 10억 이상이 

전기 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세계 총 인구 가운데 60%는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고 

100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향후 약 1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전기에 대한 소비 욕구가 높은 중산층의 증가, 전기제품 

사용 증가, 도시로의 인구 유입, 담수화 수요 증가 등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수자원 

분야에서의 전력 수요를 가중시킬 것이다. 20세기와 21세기를 기준으로 공급자 

중심 요소와 수요자 중심 요소를 표 4-1와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공급자 중심 요소 (20세기), “Push”

S1 연구개발, 대학교 프로그램, 국가연구소

S2 해군 원자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수산업

S3 양질의 원자력 규제 방안 실행

S4 핵연료 산업 기반 및 우라늄 광석 공급

S5 원자력 공학 인력 (대학, 회사)

S6 낮은 재정적 부채

S7 가동 중인 원자로

S8 건설 경험이 있는 설계 회사들

수요자 중심 요소 (21세기), “Pull”

D1 총 인구의 증가

D2 인구 밀도, 도시 지역의 전기 수요량

D3 발전된 산업 제조 시설

D4 발전단가의 상승

D5 고가의 천연가스

D6 대기오염의 중요성

D7 향후 도시 지역의 전기 수요량 증가

D8 배기가스 방출 저감을 위한 정책 및 규제

<표 4-1>  공급자 및 수요자 중심 요소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활발했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미국이 공급자 

중심의 성공 요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리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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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자력 분야에서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 

공급자 중심의 환경만을 앞세워서는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공급과 

수요 각각의 측면에서 국가별 및 요소별로 각국의 상대적 가중치를 나타내면 

표 4-2와 같다. 

미국 캐나
다 영국 유럽

연합
프랑
스

러시
아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동남아

시아 중동

인구
(2010, 백만)

310 34 62 500 65 140 130 50 1,340 1,210 610 620

공급자 중심 요소

S1 4 3 2 4 5 4 4 4 3 3 1 1

S2 5 1 3 4 4 4 2 1 3 2 1 1

S3 5 4 4 5 5 3 3 3 2 3 1 1

S4 4 4 4 5 5 5 3 3 3 3 1 1

S5 5 4 3 5 5 4 5 4 3 4 1 1

S6 5 4 5 3 4 4 5 4 5 4 2 3

S7 5 3 3 4 5 4 3 4 2 3 1 1

S8 4 3 3 5 5 4 5 5 4 3 1 1

가중치 합 37 26 27 35 38 32 30 28 25 25 9 10

상대적 분율 97% 68% 71% 92% 100% 84% 79% 74% 66% 66% 24% 26%

수요자 중심 요소
D1 3 3 2 2 2 1 1 2 4 5 4 5

D2 3 2 4 4 4 3 5 5 5 5 5 4

D3 4 4 3 4 4 3 5 5 5 3 2 1

D4 2 4 1 1 2 2 1 2 5 5 5 5

D5 1 1 3 3 3 1 5 5 5 5 5 1

D6 3 1 2 2 1 2 2 2 5 4 3 2

D7 3 2 2 2 2 2 3 4 5 5 4 4

D8 3 2 4 5 5 1 3 3 2 1 1 1

가중치 합 22 19 21 23 23 15 25 28 36 33 29 23

상대적 분율 61% 53% 58% 64% 64% 42% 69% 78% 100% 92% 81% 64%

국가전략 RS RS RS RB RH RH RS RH RH RH RL RL

RS: Restructuring, RO: Rollback, RL: Renaissance Light, RH: Renaissance Heavy

<표 4-2>  국가별 공급자 및 수요자 중심 요소 가중치

표 4-2의 상대적 가중치는 평가를 통해 최저(1)에서 최고(5) 수준으로 매겨졌으며, 

지난 냉전 시대에 원자로를 건설했던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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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velopment) 국가들의 공급자 중심 요소들과 비교하여 21세기에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요자 중심 요소들이 핵심동인으로 부상하였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공급자 중심 요소에서, 미국은 해군 원자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수산업(S2), 양질의 원자력 규제 방안 실행(S3), 원자력 공학 전문 인력(S5), 낮은 

재정적 부채(S6),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S7) 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프랑스와 미국에 비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반이 부족하지만, 인도와 

함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지역의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수요자 중심 요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위에 제시된 공급자 및 수요자 중심 요소들을 기반으로 현재 세계 각국이 취하고 

있는 국가 원자력 개발 전략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  해체 전략 (Rollback):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2012)

   위의 나라들 중에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벨기에는 경제적 문제보다는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원자로를 폐쇄하거나 폐쇄 수순에 대해 고심하는 나라이다.

•  조정 전략 (Restructuring):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2014)

   위의 나라들 중 일부 국가는 원자로 운전이나 준공에 대한 국내 승인이 이루어진 

반면, 일부 나라들은 정권 차원에서 또는 반핵 운동으로 인해 원자력 르네상스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마찰이 생기고 있다. 

•  수입 전략 (Renaissance Light): UAE, 터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폴란드

   전통적으로 원자력 공급자 중심의 개발 전략이 부족한 나라들은 높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대처하고, 담수화를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유형의 나라들은 공급자 중심의 산업기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  부흥 전략 (Renaissance Heavy):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프랑스

   이 나라들은 각 국가별로 공급자 중심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원전 

건설을 통해 황금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계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세기의 공급자 중심 요소에만 의지해서는 국내 원자력 산업 부흥과 국제 

원자력 분야에서의 리더십 회복의 꿈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강력한 수요 중심의 환경이 

형성되어 있고, 자국 내 성숙한 원자력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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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수출 계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야 할 것을 권고한다.  

제 3 절 미국의 원자력 산업 증진81)

미국 원자력 산업은 폐쇄 시점이 다가오는 많은 수의 원자로들과 국내 원자력 정책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저렴한 셰일가스, 다른 발전원에 대한 할당량 

및 보조금으로 인해 상용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82)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의 공기업을 통해서 원자력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출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는 반면, 미국 원자력 산업체들은 국제 정치적 문제, 시장 

동향, 엄격한 수출 규제 그리고 핵비확산 정책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미국은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자국 회사가 아닌 타국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은 국가 발전 및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기술들을 상실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많은 에너지산업 분석 전문가들은 전력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발전원들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세계적 차원의 원자력 안전과 핵비확산 뿐만 아

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석탄, 신재생 

에너지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공공정책에는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은 미국 내의 원자력발전소를 보호하고 미국의 원자력 장려 

정책을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미국의 단기 원자력 정책, 전력 생산, 

교역, 핵비확산 정책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원자력발전을 위해서는 

보조금과 할당량과 같은 지원보다는 미국 정부와 시장이 국가 전력망의 신뢰성과 안전성

을 높이는 데 원자력발전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앞서야 

함을 알 수 있다. 

81) 공동연구 수행 기관인 미국 R Street Institute(RSI)은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2012년에 설립된 싱크탱크로 

자유 시장과 환경 부문의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본 공동연구 미측 책임자인 George David 

Banks는 2013년에 발간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Restoring U.S. Leadership I Nuclear Energy’ 

보고서의 주저자 중 한 명이다. 본 연구의 과제명은 ‘A rational approach to U.S. civil nuclear power’이며 

관련 내용은 RSI 웹사이트(http://www.rstreet.org)에 게시되어 있다.

82) Senator Lisa Murkowski, Powering the Future: Ensuring that Federal Policy Fully Supports Electric 

Reliability, An Energy 20/20 White Paper, February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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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원자력 산업계 현황

가. 원전 운영 회사

전력 시장에서 주정부가 가격을 규제83)하고 있는 남부지방에서 5기84)의 새로운 원자로가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5기85)의 원자로가 운전을 정지하였다. 최근 운전 정지한 

원자로 중 2기의 소형 원자로(Kewaunee, Vermont Yankee)는 저렴한 셰일가스,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시장 구조 등의 원인으로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운전을 정지하기로 결정

되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과 시장 왜곡은 단기간 내에 개선될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 

많은 수의 원자로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정지되거나 또는 원전 운영 회사들이 수명 

연장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86) 

현재 미국 정부 정책과 시장구조를 감안하면 2013년 약 100 GWe인 미국 원자력발전 

용량은 2030년에는 약 80 GWe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87) 이러한 원자력발전 

감소의 대부분은 전력 시장이 시장경제 체제로 형성되어 있는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원자력발전소들은 2012년도에 약 

5억 7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데 기여하였다.88)

나. 원전 공급 회사 

그동안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원자력 공급 

회사들은 사업 영역을 유지 또는 확장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을 모색해왔다. 미국 원전 

공급 회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은 미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83) 미국의 전력시장은 주정부가 가격 규제를 하는 곳과 시장 원리에 맡기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정부가 

규제를 하는 경우 원전 운영 회사는 운영과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84) Vogtle 3,4(Southern Company), Summer 2,3(SCANA), Watts Bar 2(Tennesse Valley Authority)

85) Vermont Yangkee(Entergy), Crystal River 3(Duke Energy), San Onofre(Southern California Edison), 

Kewaunee(Dominion) 및 New Jersey(Exelon)

86) Julie Wernau, “Exelon may shut down nuclear plants in profit struggle”, Chicago Tribune, February 6, 

2014

87) Michael Wallace, and George David Banks, “Restoring U.S. Leadership in Nuclear Energy: A National 

Security Imperativ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June 2013

88) Nuclear Energy Institute, Environment: Emissions Prevented, http://www.nei.org/Knowledge-Center/ 

Nuclear-Statistics/Environment-Emissions-Prev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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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의 원전 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보면 신규 

원전 건설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도 기준 3 GWe의 원자력발전 용량을 보유했던 중국은 2020년까지 

용량을 58 GWe로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89) 미국 상무부는 앞으로 10년 

후 세계 시장에서 원전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약 5천억 불에서 7천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회사들은 해외 수출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수한 원전 운영 실적과 미국 NRC를 통해 인정받은 

원자력 기술은 해외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와 피동형 안전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설계 부문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점 또한 원전 수출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2010년 미국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보고서90)는 

1994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의 수출량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원전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축 우라늄과 같은 민감 

핵물질은 점유율이 29%에서 10%로 감소했으며,91)  원자로 수출이 2배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주요 구성 부품 및 장치 그리고 원자로 부품에 대한 미국의 점유율은 11 %에서 7 %로 

감소했다. 이는 미국 회사들이 주요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92) 

2.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과 미국 환경보호청 규제의 영향

최근 미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과세 등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보조금과 할당량이 원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원자력발전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자력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저렴한 셰일가스, 낮은 경제성장, 그리고 초과설비 때문에 비규제 시장에서 신규 

89) World Nuclear Association, Information Library, http://www.world-nuclear.org/info/Country-Profiles 

/Countries-A-F/China--Nuclear-Power/

90) U.S. GAO, Nuclear Commerce: Government Wide Strategy Could Help Increase Commercial Benefits 

from 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Report to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November 2010

9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으로의 수출 감소로 인해 이 수치는 더 낮아졌다.

92) 이 기간 동안 건설된 60기 이상의 원자로 중 미국은 8기의 원자로 건설에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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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건설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원자력 산업체는 다른 발전원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같은 시장 왜곡으로 인해 당장 현재 운영 중인 원전도 유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를 신재생 에너지 할당량 범위 안에 포함

시키는 것은 신재생 또는 청정에너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이러한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와 과세는 효율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지만 정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가들은 현재의 환경법이 기후변화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에 주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내용을 미국 환경보호청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는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수의 원전을 구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원자력에 대한 보조금과 할당량을 

현재부터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력생산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연방정부와 각 주들이 

이 문제들을 분석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10년간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수은과 유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규제로 인해 천연가스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보다 많은 이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93) 

3. 원자력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안

많은 원전 옹호자들은 환경적 요인, 에너지원의 다양성, 국가 에너지 안보 등의 

이유로 미국의 전력 믹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원자력 안전성, 방사성 폐기물의 최소화, 핵확산 저항성과 관련된 

신형원자로의 개발과 상업화에 머물러 있어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원자로의 계속 

운영을 유지하는 방안과 세계 시장에서 미국 회사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 기존 원전 보호 방안 

기존 원전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 내 원자력 산업을 안정시키고, 소형모듈형원자로 

93) Anne Smith, et. al., An Economic Analysis of EPA’s Mercury and Air Toxics Standards Rule, NERA 

Economic Consulting, M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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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우라늄 농축과 같은 원자력발전 부문 투자 전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원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1) 신재생 에너지의 의무할당제 개혁 또는 무효화

주정부 차원에서의 온실 가스 배출을 저감하고자 마련된 신재생 에너지 할당량은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규제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채택되었다. 주정부는 온실 가스 

저감을 고려하여 전력 믹스 계획을 세울 때 각 발전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것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 없이 신재생 에너지 할당량 제도를 그대로 지속시키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증가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 비율은 감소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 할당량과 보조금에 힘입어 그 시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를 개혁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부문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해당 산업 이해당사자들은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단계적으로 개혁

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주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과 소비자

들에게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풍력에 대한 세금 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 중단

풍력 발전에 대한 세금 공제($23/MWh)는 풍력 발전기가 미국 곳곳에 설치되고 

풍력 산업이 성숙하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난 10여년 동안 풍력 발전 

시설은 10배(60GW)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의회에서 세금 공제가 갱신되지 않더라도 

풍력 발전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의 실적으로 인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만일 

풍력 발전에 대한 세금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풍력 발전에 투입되는 보

조금으로 인해 원자력발전과 같이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94) 

94) Huntowski, Frank, Aaron Patterson, And Michael Schnitzer, “Negative Electricity Prices and the 

Production Tax Credit”, The NorthBridge Group, September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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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은 시장의 수요와 상관없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풍력 발전에 

적합한 바람은 늦은 밤에서 이른 새벽에 불어오는데 이때는 전기 수요가 가장 낮은 

시점이다. 만일 풍력 발전이 증가하게 되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른 예비 

전력원 또한 증가하게 된다. 풍력 발전에 대한 예비 전력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천연가스인데 이는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 풍력발전을 늘이는 것과 모순된 결과를 

야기한다.

발전회사는 배전망을 사용하면서 송전 혼잡비용(congestion charge)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풍력 발전은 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부과비용이 공제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여전히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과 같이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원은 

세금공제 없이 송전 혼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규정 없이는 

운영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95) 따라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이미 세금 공제 목표가 

달성된 풍력 발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

(3) 미 의회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대한 효율적 감독

 NRC의 탁월한 규제활동은 미국 원전 회사가 해외로 진출할 때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력 믹스 전략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원전 운영업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NRC의 규제가 적절한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안전만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NRC 예산과 정규직원 수는 지난 10년 동안 585백만 불(2003년 기준)에서 986백만 

불(2013년 기준), 2,906명(2003년 기준)에서 3,931명(2013년 기준)으로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NRC 예산 중 90%는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부문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원전을 축소하게 되면 민간부문에서 충당하고 있는 예산도 삭감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NRC는 인력 감축과 함께 원전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회는 NRC가 미국 원전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NRC 

예산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미국의 원전 수출을 위한 권고 

95) Jule Wernau, Exelon may be feeling a bit winded, Chicago Tribune, September 16, 2012 



- 77 -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원자력발전 업체들은 미국 내에서 원자력 관련 

제조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비록 미국 정부가 미국 원자력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위협하는 경쟁국가의 

동향을 반영하는 원자력 교역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 

(1) 원자력협정 협상 시 실용적인 방안 추진

미국의 원자력 교역은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123조에 의해 추진되며, 

이 법은 미국의 원자력 관련 장비나 핵물질을 수출하기 전에 상대국과의 원자력협력

협정에 포함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원자력협정은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수입국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수단인 

것이다. 

미국은 현재 22개국96), IAEA, 유럽연합(Euratom 27개 회원국 포함), 그리고 대만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협정을 체결한 베트남의 경우 이미 프랑스, 일본, 

러시아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국방 및 군사문제 

그리고 인권을 포함하는 정치적인 문제 등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원자력협력협정을 검토하는 미 의회의 역할은 다양한 국익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어서 행정부의 협상 과정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미 의회 몇몇 의원들은 미국이 체결하는 모든 원자력협력협정에 UAE에게 적용했던 

농축 및 재처리 권리 포기, 소위 ‘골드 스탠다드’를 타국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미국의 핵비확산 지지자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핵비확산조약(NPT)에서 인식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 미 행정부는 타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을 사례별

(case-by-case)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많은 잠재적 협력국들의 원자력 운영과 관련된 

환경, 기술개발 수준, 정치 및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다. 

다른 나라가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상업적 관점에서는 미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96)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모로코,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프리카, 한국, 스위스, 태국, 터키, 베트남, 우크라이나,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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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베트남과 러시아의 원자력협력협정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요르단과의 원자력협력협정을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협상하고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미국 원자력 회사들의 입지가 줄어들면 미국 

내 제조 능력을 퇴보시킬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핵비확산 정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또한 감소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2) 수출통제제도 개혁의 필요성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은 미국의 원자력 교역을 장려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미국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에는 여전히 상업적 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와 

비교하면, 외국 원자력발전 공급회사들은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소수의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와 러시아의 연방기술

수출관리부(FSTEC: Federal Service for Technical Export Control)는 수출에 대한 

모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업무에 대한 집중은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수출 신청이 빨리 처리되어야 할 경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 한국,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수출 인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는 15

∼90일 이내에 완료된다.97) 

미국의 원자력 수출은 여러 정부 기관에서 관리하고, 국무부, 에너지부, 상무부는 

각각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NRC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의 인허가 

검토 및 승인 절차는 수출 품목에 따라 그리고 어느 기관이 주관하고 있느냐에 따라 

1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의 CFR Part 810 규정 갱신을 시도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수출통제 관련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정도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상업용 원자력 프로

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98)

어느 누구도 느슨한 수출통제로 인해 핵비확산체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바라지 않을 

97) James Glasgow, Elina Teplinsky, and Stephen Markus, Nuclear Export Controls: A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Regimes for the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Components and Technology, 

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LLP, October 2012

98) Margaret Harding, Time for DOE to Complete its Part 810 Nuclear Export Reform, Nuclear 

Townhall, February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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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원자력 업체들이 원자력 기술 및 서비스 시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주를 거둘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미국 원전 품목 수출 시 

해당 수입국은 수입 품목의 사용과 이전에 대한 의무를 지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세계 핵비확산 및 안전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 정부는 원자력 산업의 실익을 저해하는 불필요하고 관료주의적인 요소들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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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미국 주요 인사 초청 

및 시설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프로그램 및 핵비확산 

노력을 적극 홍보하였다. 주요 기관 방문은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시설과 산업 

현장을 두루 살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특히 주요 인사들이 핵연료 제조

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전 주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미래원자력시스템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이해 차이를 

좁히고자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전문가들의 입장을 파악 및 

분석하여 대미 전략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미국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와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선진핵연료주기 추진 당위성 및 타당성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정책, 미국 원전 산업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행정부, 의회, 산업계 그리고 비확산 커뮤니티가 

바라보는 타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였다. 미국 내에는 타국과의 

원자력협력 추진 시 ‘골드 스탠다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과 

미국 원전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한·미 원자력협력의 당위성과 증진 방안을 

전파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제 핵비확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핵비확산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이 필요하며, 자국의 원전 산업 부흥 관점에서 볼 때에도 

성숙한 원자력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자국 내 원자로 건설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수출 계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논리를 제시

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수행한 원자력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 활동은 한·미 핵

연료주기공동연구 진행, 이에 필요한 기술이전 협정 체결, KAERI-ANL간 소듐

냉각고속로 개발 협력 등과 같은 선진핵연료주기시스템 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국제 투명성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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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개정 협상이 마무리되면 협정 발효를 위한 미 의회 검토 절차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공동연구 완료 

이후 진행될 파이로 협력을 위한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력 

기반 강화,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프로그램 이해 증진, 미국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정책 동향 조사 활동 강화 등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총력적으로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에서 정부, 의회, 싱크탱크,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우리 원자력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체계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하며, 국내 전문가를 워싱턴

DC 현지에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국제 정책동향 파악, 국제홍보,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국제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소규모의 공동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원자력시설 방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선진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정치적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데 일조할 것이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집약적 대안기술의 하나인 

파이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KAERI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미래 원자력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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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국제 환경조성 활동 실적

  [붙임 1] 미국 주요 인사 초청 및 시설 홍보 

  [붙임 2] 한·미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붙임 3] 국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내 활동 

  [붙임 4] 국제컨퍼런스 기술전시회    

  [붙임 5]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맥관리 DB

           (미 행정부, 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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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미국 주요 인사 초청 및 시설 홍보

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2012. 4. 23.

(KAERI)

몬테레이국제연구소 

핵비확산연구센터 

교수 

Ferenc 

Dalnoki-Veress

� 열수력종합효과시험장치(ATLAS)와 소듐열유체종합효과시험

시설(STELLA)을 방문

� 핵비확산신뢰도 및 핵투명성의 수준을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및 설문조사 수행에 대한 논의

2012. 5. 14.

(KAERI)

 미 에너지부 

원자로개발담당 

부차관보 

John Kelly

 부차관보 특별보좌 

  Ms. Janelle 

Zamore

� 제33차 GIF 정책그룹회의(5. 8∼11, 부산) 참가 후 

SMART, ATLAS, STELLA, HANARO, 파이로모의실증시설

(PRIDE) 시설을 방문

� 미국의 중소형 원자로 사업, GIF 참여, SFR 개발 협력 등에 

대해 논의

2012. 5. 22.

(KAERI)

John Conyers 하원 

법사(위)위원장(23선) 

정책 보좌관 

Norberto Perez 

Salinas 등 8명 및 

주미대사관 2명

� 미 의회의 대외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의회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 미 의회 내 친한 인사 확보를 

통한 한‧ 미 관계 강화 

� 방한 기간 중 KAERI의 ATLAS, STELLA, HANARO 

시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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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2012. 5. 31.

(KAERI, 

두산중공업)

미 헤리티지재단 

원자력정책국장  

Jack Spencer, 

한‧ 미원자력협정 

박노벽 전담대사 

� 한‧ 미 원자력협정 T/F는 미국 측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미국 헤리티지재단 원자력 정책부장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 

� 방한 기간 중 KAERI의 STELLA, PRIDE 시설과 

두산중공업(창원) 시설 방문, 제주평화포럼 ‘원자력의 

평화이용’ 세션 발표

2012. 8. 8.

(두산중공업, 

신고리원전)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CISAC) 소장 

Siegfried S. Hecker, 

Prof. Chaim Braun, 

연구원 Peter Davis

� 동아시아연구원의 초청으로 ‘글로벌원자력거버넌스를 

위한 한‧ 미 협력’ 워크숍에 참석 후 원자력 관련 

기관(두산중공업, 신고리원전 1,2호기, 3,4호기) 시설 방문

2012. 8. 9.

(KAERI)

Jon Kyl 

상원의원(3선, 공화당 

원내총무) 

국가안보보좌관 

Carolyn Leddy 등 

8명 및 주미대사관 

2명

� 미 의회 보좌관들을 방한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 및 지한 인사 네트워크 강화    

� KAERI의 HANARO, STELLA, PRIDE 시설 방문을 

통해 한‧ 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 한국의 선진화된 원자력 

연구 기관 시찰 경험 제공 및 올바른 이해 증진



- 91 -

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2012. 10. 18.

(KAERI)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한‧ 미연구소 워크숍 

참가자 Bo Kong 

교수 등 6명

�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한‧ 미연구소의 워크숍 참가자를 대상으로 원자력 시설

(HANARO, SMART) 방문을 통한 국제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 활동 전개

2012. 11. 19.

(KAERI)

미 에너지부 

부차관보 Monica 

Regalbuto, 부차관보 

대리 John Herczeg, 

INL 파이로 연구 

담당 Ken Marsden 

� KAERI의 PRIDE 시설 방문 및 한‧ 미 핵주기 공동

연구 추진 체계와 2단계 추진방안 토의

2013. 1. 14.

(KAERI, 

두중, 

KEPCO 

NF)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CISAC) 

Chaim Braun, 

Robert Forrest

� 동아시아연구원과의 공동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KAERI의 

PRIDE, STELLA, 스마트 시설 및 두산중공업, 한전

원자력연료의 시설을 방문하여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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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2013. 3. 28.

(KAERI)

미 상원의원 James 

Risch 입법보좌관 

Brianne Miller, 하원 

외무(위) 보좌관 

Allie Medack 등 8명 

및 주미대사관 2명

� 미 의회의 대외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관계관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 미 의회 내 친한 인사 확보를 통한 

한‧ 미 관계 강화 
   ※  외무위/외교위 및 에너지위 등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 중심

� 방한 기간 중 KAERI의 PRIDE, STELLA 시설 방문

2013. 4. 19.

(KAERI)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 

(INL) 소장

John Grossenbacher, 

부소장보

Harold McFarlane 

� 한국의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 연구원 및 산업체 

방문을 통해 INL 부지에 스마트 건설 추진 협력방안 

및 장애요인 해소 방안 협의 

� 스마트 홍보관, MCR Mockup, 종합시험장치(ITL), 

PRIDE 시설 방문

2013. 7. 8~9.
(KAERI, 

KEPCO 

NF, 두중, 

KORAD)

미 의회 정책분석관 

Mark Holt, 

아르곤국립연구소 

수석정책위원 Paul 

Dickman 등 6명

� 한국핵정책학회/글로벌전략경영원(GABI)/KAERI 

공동 개최 한‧ 미 원자력협력세미나 참석 전에 KAERI의 

ATLAS, PRIDE, STELLA,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및 

원자력 관련 기관(두산중공업,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시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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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2013. 7. 22.

(KAERI)

미국 미시건대학, 

라이스대학 등 

미국 대표단 19명, 

한국 대표단 21명

� 미래 한미동맹을 이끌어갈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회의인 한미학생회의(KASC)의 한미 대표단을 초청하여 

원자력 시설(원자력로보트연구실, 열수력시험시설, 지하

처분연구시설) 방문을 수행함으로써 국제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 활동 전개

YTN 뉴스

2013. 9. 10.

(KAERI, 

KHNP)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CISAC) 

Chaim Braun, 

Robert Forrest

� 동아시아연구원과의 공동 개최한 한‧ 미 원자력파트너십

컨퍼런스 참석 차 방한 중 KAERI의 ATLAS, KURT 및 

울진원자력본부 시설 방문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

2013. 10. 15.

(KAERI)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아마노 

사무총장

� 세계에너지총회(WEC) 참석 차 방한 중 KAERI 

PRIDE, 사찰시료분석 청정시험시설(CLASS) 방문을 

통해 파이로시설의 IAEA 안전조치 적용기술 개발을 

위한 한-IAEA간 공동연구와 IAEA 핵사찰 시료 

정밀 분석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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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2013. 11. 5~7.
(KAERI, 

두중, 

KHNP, 

KORAD)

한‧ 미‧ 일 3개국 

원자력협력회의 

참가자 9명

� 한‧ 미‧ 일 3개국 원자력협력회의 참석 기간 중 KAERI의 

PRIDE, ATLAS, 스마트 시설, STELLA, KURT 및 

원자력 관련 기관(두산중공업 3개 시설, 월성원전본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방문

2013. 11. 6.

(KAERI)

미 하원의원 Grace 

Meng 비서실장 Jedd 

Moskowitz 등 의회 

관계관 6명

� 정무 분야 대외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미 의회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 미 의회 내 친한 인사 확보를 통한 

한‧ 미 네트워크 강화 
   ※  외무위/외교위 및 에너지위 등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

� 방한 기간 중 KAERI의 PRIDE, STELLA 등 주요 

4개 시설 방문

2013. 11. 11.

(KAERI)

미 에너지부 

William J. Boyle  

연구개발과장 등  

미 정부 및 연구소 

관계자 9명

� 한·미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 워크숍 및 제4차 

운영위원회 참석 기간 중 KAERI의 PRIDE, 

DFDF, 핵주기 시설(핫셀 등), KURT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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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2013. 11. 15.

(KAERI)

미국 아칸소주의회 

국무장관      

Mark R. Martin,   

장관 비서관 

Kevin D. Steele 

� 미국 주정부 의회 인사의 방한기간 중 KAERI의 

PRIDE, SMART, ATLAS 시설 방문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한·미 네트워크 강화

2013. 12. 17.

(KAERI, 

KEPCO 

NF)

Ed Royce(공화) 

하원 외무위원장실 

선임 외교 담당관 

Szu-Nien Su, 

Eliot Engel(민주) 

하원 외무위 간사 

Joo Jin Ong

� 미 의회 인사 교류사업으로 방한 기간 중 KAERI의 

PRIDE, ATLAS, SMART, STELLA 시설 및 

한전원자력연료의 시설 방문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 제고
   ※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연장 및 개정과 관련된 

외무위 소속의 의원 중 양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수석 보좌관

2014. 1. 7.

(KAERI)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대표    

T. Countryman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 등 미측 

협상단 8명 

� 대전에서 개최된 제 9차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기간 중 KAERI의 PRIDE와 STELA 시설 등 방문

� 미측 협상 대표단들에게 한국 원자력 기술의 높은 

수준을 선보이고 파이로 관련 연구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의 선진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대한 이해 증진



- 96 -

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2014. 2. 28.

(KAERI)

텍사스에이엔앰대학 

William Charlton 

교수 및 KAIST 

임만성 교수 외 7명 

� 원자력의 국제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 텍사스에엔앰대학(TAMU) William Charlton 

교수를 초청하여 핵비확산 및 핵안보 세미나 개최 후 

PRIDE, STELA 시설과 연구용원자로 시설 등 방문

�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전문가인 William Charlton 

교수와 관련 분야의 KAIST 교수 및 학생들에게 

선진핵연료주기 및 연구용원자로 연구현장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 제고

2014. 4. 18.

(KAERI)

미 상원의원 Bob 

Corker 입법보좌관 

Robert Louis 

Strayer II 등 미의회 

관계관 8명 

� 정무 분야에서 대외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의회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 미 의회 내 친한 인사 

확보, 미 의회의 협조 및 지원 환경 조성

� 방한 기간 중 KAERI의 ATLAS, PRIDE, STELLA 

시설 방문

2014. 5. 

18∼24.

(KAERI, 

KEPCO-NF, 

KHNP, 

KORAD, 

두산중공업)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George David 

Banks

�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보고서 ‘Restoring 

U.S. Leadership in Nuclear Energy' 발간 핵심 인사를 

초청하여 한·미 원자력협력 세미나 및 KAERI 포함 

원자력 주요 시설(한전원자력연료, 월성원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산중공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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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초청 방문자 주요 내용

2014. 6. 20.

(KAERI)

미국존스홉킨스대학 

폴니츠고등국제대학

(SAIS)  

Jennifer Larae 

Town,

John Bernard

� 미국존스홉킨스대학 폴니츠고등국제대학(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한·미 관계 

전문가의 연구원 시설(진동랩, 로봇랩) 방문을 통한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이해 제고 및 한·미 원자력

협력 네트워크 구축

2014. 8. 5.

(서울 

매리오트 

호텔)

미 하원 의원

Adam Kinzinger,

비서실장

Austin 

Weatherford 

� 외교부는 대외 원자력 협력에 핵심적인 위원회인 

외무(위)와 에너지·상업(위)에 소속되어 있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등 여타 대외 원자력협력 사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Adam Kinzinger 하원 의원을 

초청함

� 방한 기간 중 서울에서 KAERI 원장, 미래원자로

개발본부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원자력협력 

및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2014. 11. 13.

(외교부)

미 의회조사국(CRS) 

아시아 분석가

 Ian Rinehart 등 

의회 관계관 8명

외교부, KAERI

� 한미간 주요 현안,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미 의회 

내 지지기반 공고화 및 한미동맹에 대한 의원 보좌관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외교부가 코리아코커스 소속 

및 한‧ 미 관계 관할 주요 의원 보좌관, 상‧ 하원 

지도부 의원실 보좌관 8명을 초청함 

� 방한기간 중 정부기관 방문 및 브리핑와 함께 한

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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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한·미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일시 및 장소  주최기관 주요 내용

2012. 5. 2.

(워싱턴 

D.C.)

글로벌전략경영원 

(GABI)/ 

미과학자연맹(FAS)

� KAERI-GABI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연구 및 산업체 간의 협력을 논의함으로써 당면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세미나 개최

� 한국: KEPCO NF 기술연구원 황순택 원장, KAERI 이광석 

부장 등 8명

� 미국: 미에너지부 부차관보 John Kelly 등 12명

2012. 5. 3.

(워싱턴 

D.C.)

몬테레이국제연구소 

핵비확산연구센터

(CNS)

� 한‧ 미원자력협력협정을 대비하여 후속약정(Subsequent 

Arrangement)에서 기타 통제수단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여 

한국의 핵비확산 신뢰도를 높이고, 미국 조야에 한국의 

핵비확산 의지를 알리기 위하여 CNS와 공동연구를 수행

� ‘기타의 통제수단’이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이를 이용하여 

국가의 핵비확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지, 협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

� 한국: KEPCO NF 기술연구원 황순택 원장, KAERI 이광석 

부장 등 6명

� 미국: CNS 부소장 Leonard Spector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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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최기관 주요 내용

2012. 5. 6∼8.

(워싱턴 

D.C.)

GNCC(Global 

Nuclear Cleanout 

Coalition)

� 2012년 3월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2014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될 제 3차 핵안보 

산업체 회의 의제에 대해 논의

�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2012년 핵안보 정상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축하하고, 특히 한국이 

주도한 HEU 사용저감화 분야는 핵안보 산업체 회의의 

주요한 결과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한‧ 미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함

� 한국: KEPCO NF 기술연구원 황순택 원장, KAERI 이광석 

부장 등 4명

� 미국: Edlow 인터내셔널 대표 등 15명

2012. 8. 6∼7.

(서울)

동아시아연구원(EAI)/

스텐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CISAC)

� 동아시아연구원과 스텐포드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글로벌원자력거버넌스를 위한 한‧ 미 

협력’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

� 양국의 글로벌원자력거버넌스에 대한 정책과 협력 

방안 도출 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

� 한국: EAI 소장 하영선 이사장 등 15명

� 미국: CISAC 소장 Siegfried Hecker 교수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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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최기관 주요 내용

2012. 10. 7.

(아틀란타)

KAIST/ 

조지아공대(GIT)

� 한‧ 미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양국간 핵주기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의 

원자력, 핵비확산, 정치외교 전문가들이 ‘원자력과 

핵연료주기’를 주제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이에 대해 협의

� 양국이 협력하여 원자력 수출을 확대하면,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

� 선행핵주기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강화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됨

� 미 정부관계자,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가 참석하여 

다양한 시각 제공

� 한국: KAERI 박성원 부원장 등 9명

� 미국: 미과학자연맹 회장 Charles Ferguson 등 15명

2012. 10. 17.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 ‘동북아의 원자력발전 전망, 거버넌스 및 핵안보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워크숍 개최

�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동북아의 원자력 전망, 원자력안전 

체계 개혁, 원자력안전과 핵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국의 역량 제고 방안, 각국의 원자력안전과 핵안보 

거버넌스 개혁을 논의

� 동북아의 원자력 팽창에 따른 핵안보 대응 및 미국

과 IAEA의 역할에 대해 토론

� 국내에서는 학계 (원자력 및 정치외교) 및 연구계 

(KAERI), 산업계(KHNP)가 참여

�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함재봉 원장, 한수원 이종호 처장, 

KAERI 윤지섭 박사 등 15명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 미연구소 Jae H. Ku 소장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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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최기관 주요 내용

2013. 7. 10.

(서울 

롯데호텔)

한국핵정책학회/

KAERI/글로벌

전략경영원 

(GABI)

� KAERI-GABI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양국이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인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세미나 개최

� 한국: 한국핵정책학회 한용섭 회장, 서울대학교 

황일순 교수, KAERI 박성원 부원장 등 18명

� 미국: 미 의회 정책분석관 Mark Holt, 

아틀란틱협의회(AC) Walter Howes 등 6명

2013. 7. 19.

(미국 

샌프란시스코)

KAERI/미국 UC 

버클리대학

� KAERI-UC 버클리대학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국내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의 국제 논리 확보를 위한 

워크숍 개최

� 한국: KAERI 이광석 부장 등 3명

� 미국: 미 UC 버클리대학 안준홍 교수, 로렌스리버모어

국립연구소 함영수 박사 등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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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최기관 주요 내용

2013. 9. 13.

(서울 

국도호텔)

동아시아연구원/ 

스탠포드대 

국제안보

� 동아시아연구원(EAI)와 미국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

센터(CISAC)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 미 원자력 파트너십 

컨퍼런스에서 "Future Direction for ROK-U.S. Nuclear 

Cooperation"을 주제로 원자력의 글로벌 거버넌스 분석, 

한‧ 미 원자력 협력을 위한 기술 및 정책 개발 등을 논의

� 한국: 동아시아연구원 하영선 이사장, 이숙종 원장, 

서울대 전재성 교수, 신성호 교수, KAIST 

임만성 교수,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 

KAERI 이광석 부장

� 미국: 스탠포드대 Hecker, Braun, Forrest 박사

2013. 10. 30.

(미국, 

워싱턴 DC)

KAIST/

조지아공대(GIT)

� 한·미 양국의 원자력, 핵비확산, 정치외교 전문가들이 

‘한·미 원자력협력’을 주제로 토의함

� 한·미 원자력협력을 포괄적 관점, 정치·법률·전략적 

관점,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논의

� 한국: KAIST 임만성 교수, KAERI 이병욱 박사 등 4명

� 미국: 조지아공대 Adams Stulberg 교수, 텍사스 

에이앤엠대학 William Charlton 교수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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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최기관 주요 내용

2013. 11. 5~7.
(대전, 

경주)

KAERI/글로벌 

전략경영원 

(GABI)

� 미국과학자연맹과 글로벌전략경영원(GABI)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 미‧ 일 원자력협력 다이아로그 회의에서 

“Opportunities for Trilateral Cooperation"을 주제로 

지역내 원자력 이슈에 대한 3개국 협력 방안 모색 및 

네트워크 강화

� 한국: KAIST 임만성 교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송명재 

이사장, 한수원 중앙연구원 이종호 원장, KAERI 

박성원 부원장 등

� 미국: UC버클리대 안준홍 교수, 미과학자연맹 Charles 

Ferguson 회장, 알곤국립연구소 Paul Dickman, 

NEI 핵비확산‧ 핵주기국 Everett Redmond 국장

� 일본: 도카이대 카나우 카와시마 교수, 쿄도통신 

마사카수 오타 논설편집위원

2014. 4. 10.

(미국 

워싱턴 DC)

 한국원자력안전 

아카데미/글로벌 

전략경영원 

(GABI)

� 한·미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원자력협력을 위하여 

미국의 입법부, 행정부, 학계, 산업계의 원자력관련 

주요 인사들과 함께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세미나 개최

� 한국: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승구 이사장, 한양

대학교 김시환 특임교수,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윤세준 사무총장 등 10 명

� 미국: 미 의회 정책분석관 Mark Holt, 

미국과학자연맹 Charles Ferguson 등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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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최기관 주요 내용

2014. 5. 20.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 핵비확산 및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미 간 양자 및 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한국: 동아시아연구원 하영선 이사장, 서울대 전재성 

교수, 서울대 조동준 교수, KAERI 이광석 센터장 

등 9명

� 미국: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George David Banks

2014. 9. 17.

(미국 

워싱턴 DC)

KAERI/글로벌 

전략경영원 

(GABI)

�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고속로 분야 

한‧ 미 원자력협력 추진 방안 도출을 위해 국제협력 

워크숍 개최

�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을 중심으로 한‧ 미 간의 원자력 

시설 공유, 기술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 토의

� 한국: KAERI 김학노 부원장, 조선학 과학관 등 5명

� 미국: DOE John Kelly 부차관보, ANL Hussein 

Khalil 등 7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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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최기관 주요 내용

2014. 10. 

27~28.
(미국 

시카고)

미래부/KAERI

� 한‧ 미 원자력협력 포럼: 미래부/KAERI 주관 하에 

연구계 차원의 로드쇼를 미국 연구기관 주변 대도시에서 

개최하여 지역 내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필요성, 현황 및 비전을 알리고 언론에 보도케 함

� 한국: 정근모 전 과학기술부 장관, 김학노 KAERI 

부원장, 김상일 시카고 총영사

� 미국: Judy Biggert 전 하원의원, Gail Marcus 전 ANS 

회장 등 한‧ 미 원자력 및 각계각층 인사 180 명

� ANL 콜로키움 (ANL 강당): 한‧ 미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한‧ 미 원자력협력의 회고라는 주제로 정근모 

전 과기부 장관이 강연

� 학술 세미나 (시카고대학): 한국의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대한 현황과 비전을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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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원자력협력 세미나(201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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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원자력협력 워크숍(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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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로 국제협력 워크숍(2014. 9. 17)



- 109 -

□ 한·미 원자력협력 포럼(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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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미 원자력협력 로드쇼관련 Forbes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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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m Kinzinger 미 하원의원 한·미 원자력협력 관련 Chicago 

Business 보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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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원자력협력 포럼 관련 국내 및 미 현지 특파원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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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국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내 활동

일시 및 장소  주최기관 주요 내용

2013. 2. 19~20.
(서울 

하얏트호텔)

아산정책연구원

� 2013년 아산원자력포럼 개최 기간 중 국내외 주요기관 참석자와의 

토의를 통한 국제 투명성 제고 및 네트워킹 강화

 - 참석자: (국내) 정몽준 의원, KAERI 정연호 원장, 

KORAD 송명재 이사장 등 200명, (해외) 

맥아더재단 로버트갈루치 회장, OECD/NEA 

루이스 에차베리 사무총장 등 30개국 핵정책 

전문가 100명

2013. 2. 22.

(서울 

포스트빌딩)

한국원자력환경

공단(KORAD)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초청으로 방한한 전 미 하원의장 

Dennis Haster 일행과 사용후 핵연료 정책에 대한 토의 및 

국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 전개

 - 참석자: (국내) KORAD 송명재 이사장, KAERI 박성원 

부원장, 이광석 부장(토론) 등 23명, (미국) Dennis 

Hastert(전 미 하원의장) , 미국 대형로펌 Dickstein 

Shapiro 파트너 Fred Lowther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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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최기관 주요 내용

2013. 4. 8.

(국립외교원)

한국핵정책학회/

KAERI

� 한국핵정책학회 북핵‧ 비확산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북핵 

문제와 함께 한국의 농축재처리 정책,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고 미래 핵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지지 확보 방안 모색

 - 참석자: 한국핵정책학회 한용섭 회장, 경남대 송민순 

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천영우(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KAERI 

이광석 부장(발표)

2013. 4. 23.

(서울 여의도 

국회)

한미의원 

외교협의회

� 한미의원외교협의회가 원자력협정, 전시작전권 등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과 전시 작전권 환수를 주제로 의견 개진

 - 참석자: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정의화 회장(전 국회부의장), 

황진하, 김희정 부회장, 민주통합당 정세균 의원, 

박대동 의원, 심윤조 의원, 외교부 박노벽 대사, 

KAERI 이광석 부장(패널) 등 

2013. 4. 29.

(서울 

프레스센터)

과실연 

원자력안전특별

위원회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75차 

포럼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 참여

 - 참석자: 과실연 안현실 포럼위원장(한국경제 논설위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KAERI 이광석 

부장(토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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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최기관 주요 내용

2013. 5. 5.

(국방TV)
국방홍보원

� 한·미 원자력협정이 한미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핵심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동 사안에 대하여 

국방TV '국방포커스‘ 프로그램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의 

내용과 개정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 등에 대해 토론

 - 참석자: 한양대학교 김경민 교수, KAERI 이광석 부장(대담)
 - 사회자: 국민일보 정치부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국방TV

2013. 5. 21.

(서울 한국과학

기술회관)

한국원자력안전

아카데미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주최 ‘원자력이용의 미래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방향’에 대한 포럼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핵연료주기 기술 연구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패널 토론에서 의견 개진

 - 참석자: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승구 이사장, 원정(元正)

연구원 채영복 이사장(전 과학기술부 장관), 정근모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관(전 과학기술부 장관), 

천영우(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영성(전 국가

과학기술자문위원장), 과학기술인공제회 김영식 이사장,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송명재 이사장, 이한수 

부장(발표) 등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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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9.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

�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핵비확산‧ 핵안보 현안과 

미래 전망’ 워크숍에서 ‘국제 핵비확산 체제와 국가 

핵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한 세션에서 토론 

 - 참석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최영명 원장, KAIST 

임만성 교수, KAERI 이광석 부장(토론) 세종

연구소 이상현 수석연구위원, 아산핵정책기술센터 

신창훈 센터장 등

2013. 8. 22.

(KINAC, 

KAERI)

한국핵정책학회/ 

외교부/ 

국립외교원 

� 한국핵정책학회 임원, 외교부 관계관, 국립외교원 

연구원을 초청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KAERI의 

주요 5개 시설(파이로일관공정(PRIDE), 열수력시험시설

(ATLAS), 소듐열유체종합효과시험시설(STELLA), 스마트

실증시험시설(SMART-ITL)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을 방문

 - 참석자: 한국핵정책학회 한용섭 회장, 외교안보연구소 

홍지인 소장, 세종연구소 이상현 실장, 평화

협력원 이병철 선임연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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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3.

(부산벡스코)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핵정책학회/ 

외교안보연구소

� 외교안보연구소와 한국핵정책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2차 비확산네트워크 세미나를 KAERI가 

후원하고 ‘한국 원자력의 미래 발전 방안’ 주제발표 및 

‘한국의 핵정책 도전과 기회’ 패널 토론 참여

 - 참석자: 한국핵정책학회 한용섭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호철 회장, 외교안보연구소 홍지인 소장, 

KAERI 박성원 부원장(토론), 이광석 부장(발표), 

세종연구소 이상현 실장, 평화협력원 이병철 

선임연구위원 등

KBS 뉴스

2013. 9. 4~5.
(서울 COEX)

한국원자력안전

아카데미/2013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조직(위)

� 2013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 개최 병행 행사로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주최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와 

한·미 원자력협력’ 및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하고 패널 토론에서 의견 개진

 - 참석자: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승구 이사장, 원정

(元正)연구원 채영복 이사장(전 과학기술부 장관), 

정근모(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관(전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인공제회 김영식 이사장, 박원석 단장, 

고원일 팀장(발표) 등 80명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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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9.

(대전 

레전드호텔)

한국핵정책학회/ 

KAERI/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 

서울대학교 

� 한국 핵정책학회 추계학술 세미나에서 한국원전산업위기와 대책, 

한국의 핵연료주기 정책 이슈 및 옵션, 북핵문제와 핵안보정책

(비확산)에 관하여 국방, 외교, 정치, 산업, 과학기술 그리고 

경영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가하여 발표 및 토론

 - 참석자: 한국핵정책학회 한용섭 회장, 서울대 황일순 교수, 

KAIST 임만성 교수, KAERI 고원일 실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KINAC 민경식 본부장, 경희대 박광헌 

교수,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 등

2013. 12. 20.

(KAERI, 

KINAC)

KAERI/외교부

�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되는 정부 부처 관계관을 초청하여 한·미 

원자력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KAERI의 

U-Mo 핵연료 제조 시설, 파이로일관공정(PRIDE), 소듐열유체

종합효과시험(STELLA) 시설을 방문

 - 참석자: 외교부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박일 

군축비확산과장, 외교부 유경진 서기관 외교부 

이상윤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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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4.

(KAERI)

KAERI/미래부/

외교부

�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 발표한 고밀도 

저농축 U-Mo 핵연료 공동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미국에 U-Mo 분말을 전달

� 국내 원천기술이 국제 핵비확산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참석자: 미래부 김대기 우주원자력협력과장, 외교부 박일 

군축비확산과장, 미국 에너지부/핵안보청

(DOE/NNSA) Christopher Landers  연구로 전환 

담당관을 비롯해 미국 에너지부, 미래부, 외교부, 

KAERI 관계자 등

2014. 1. 28.

(KINAC)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주관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현안과 전망’ 세미나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의 내용과 개정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 등에 대해 발표

 - 참석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최영명 원장, KAERI 한

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지원센터 이광석 센터장 

등 KINAC 및 KAERI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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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12.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한국핵정책학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14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특별학술회의’에서 한국의 핵비확산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정과 핵비확산 

과제, 한국 핵안보 문화 동향과 개선 방안, 비확산기본법의 

필요성과 쟁점에 관하여 국방, 외교, 정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발표 및 토론

 - 참석자: 외교부 윤병세 장관, 국립외교원 윤덕민 원장, 한국

핵정책학회 한용섭 회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최영명 원장, KAERI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지원센터 이광석 센터장,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 등

2014. 3. 14.

(경주 현대 

호텔)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TF

�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한 언론인들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하여 외교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하여 한미원자력

협정에 대해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및 월성원전 시설 방문

 - 참석자: 외교부 출입기자단,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TF 담당자, 

KAERI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지원센터 이광석 

센터장, 대외정책연구팀 류재수 팀장

2014. 4. 2.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KAERI

�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수출관련 한국전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과 원전 수출 경쟁력에 대해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 참석자: 한국전력 관계자, KAERI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지원센터 이광석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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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0.

(KAIST)

한국원자력협력

재단/

KAIS/,

한국연구재단

� 제3회 KONICOF-KAIST 원자력정책통합과정에서 내·외국인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한미 원자력정책과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 참석자: KAIST 임만성 교수, KONICOF-KAIST 원자력정책

통합과정 수강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관계자, KAERI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지원센터 이광석 센터장

2014. 6. 2.

(KAIST)
KAIST

� KAIST 원자력공학과 ‘원자력정책’ 과목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한·미 외교와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 참석자: KAIST 관계자, KAERI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지원센터 이광석 센터장

2014. 6. 25.

(KAIST)
KAIST

� KAIST 원자력공학과 ‘Summer Fellow Program'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미 외교와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 참석자: KAIST 관계자, 미국, 중국, 프랑스 등 Summer 

Fellow Program 참가자, KAERI 한미원자력

협력협정 개정지원센터 이광석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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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4.

(KAIST)
KAERI/KAIST

� KAIST 원자력공학과 ‘Summer Fellow Program'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및 주요 시설 소개

 - 참석자: KAIST 관계자, 미국, 중국, 프랑스 등 Summer 

Fellow Program 참가자, KAERI 한미원자력

협력협정 개정지원센터 이광석 센터장

2014. 7. 17.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 원자력분야의 한·미 협력 현황 및 국제 투명성 제고 활동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우주·원자력 분야 주요 기술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미국의 정책 및 규제에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 참석자: 미래부 우주원자력협력과 홍승호 과장, 미래부 

안주란 서기관, 미래부 김동준 사무관, 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단장, 항공우주연구원 박태학 단장, 항공우주

연구원 최준민 단장, KAERI 이광석 센터장 등

2014. 8. 22.

(속초 마레몬스 

호텔)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립외교원/

KAERI

�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기획패널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정책’ 패널에서 핵정책과 핵주권 논쟁, 한·미 원자력협력의 

성과와 전망, 동북아의 원자력협력 과제에 관하여 외교, 정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 참석자: 한국국제정치학회 남궁영 회장, 외교안보연구소 

신봉길 소장, KAERI 김학노 부원장, KAERI 이광석 

센터장, 외교부 박노벽 대사, 한국핵정책학회 한용섭 

회장, 경향신문 유신모 차장, 세종연구소 이상현 

수석연구위원 등 40여명



- 131 -

일시 및 장소  주최기관 주요 내용

2014. 9. 26.

(KAERI)

KAERI/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TF

�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한 언론인들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하여 외교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하여 연구원의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관련 시설 견학

 - 참석자: 외교부 출입기자단,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TF 담당자, 

KAERI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지원센터 이광석 

센터장, 대미전략연구팀 김경표 팀장

2014. 12. 1.

(아산정책연구원)

한국핵정책학회/

서울대

� ‘한미 원자력협력과 한국 원자력의 미래’를 주제로 한 2014년 

하반기 한국핵정책학회 정기세미나에서 ‘한미 원자력협력 향후 

방향과 비전’을 발표하고 한미 원자력협력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토론

 - 참석자: 한국핵정책학회 한용섭 회장, 서울대 황일순 

교수, 심형진 교수, 경희대 송하중 교수, 서울

과학기술대학 조청원 교수, 조선대학교 송종순 

교수, KAIST 강정민 교수,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이창건 원장, 통일연구원 홍우택 박사, 김균섭 

전 한수원 사장, 김장수 전 한기 감사, KAERI 

이광석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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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국제컨퍼런스 기술전시회

□ 2012년 미국원자력학회(ANS, American Nuclear Society) 기술엑스포 전시회 

(2012. 11. 11~13, 미국 샌디에고)

□ 2013년 IAEA 고속로 국제컨퍼런스 기술전시회 (2013. 3. 4~7, 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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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국제핵물질관리학회(INMM) 기술전시회 (2013. 7. 14~18, 미국 팜데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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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국제핵주기컨퍼런스 기술전시회 (2013. 9. 29~10. 2,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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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미국원자력학회(ANS) 기술엑스포 전시회 (2013. 11. 10~12, 미국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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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원자력산업국제회의(ICAPP) 기술전시회 (2014. 4. 6~9, 미국 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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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제핵물질관리학회(INMM) 기술전시회 (2014. 7. 20~24, 미국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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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아시아원자력전망(ANUP) 국제학술대회 기술전시회 (2014. 11. 10~12,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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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맥관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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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B

대미 홍보물 개발 실적

  [붙임 1] 스 마 트 카 드 (sm art card) 

  [붙임 2] 팟캐스트(podcast)

  [붙임 3] 팩트시트(fact sheet)

  [붙임 4] 사용후핵연료 관리방향 및 핵주기 연구개발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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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스마트카드(smart card)

1. 2012년 스마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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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스마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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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 스마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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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팟캐스트(podcast)

1. 2012년 팟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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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팟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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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 팟캐스트



- 151 -

붙임 3 팩트시트(fact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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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사용후핵연료 관리방향 및 핵주기 연구개발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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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C

한·미 정책 공동연구 주요내용 

  [붙임 1] 미국 UC 버클리대학 연구보고서

  [붙임 2] 미국 아틀란틱협의회 연구보고서

  [붙임 3] NCSU 연구보고서 

  [붙임 4] KAIST 연구보고서 관련 워크숍 요약   

  [붙임 5] FAS 연구보고서   

  [붙임 6] EBI 연구보고서   

  [붙임 7] RSI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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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미국 UC 버클리대학 연구보고서

Systems Assessment for Advanced 

Nuclear Fuel Cycle

For

UCBNE-KAERI Collaboration

Esra Orucoglu, Bret P. van den Akker, Seung Min Woo and 

Joonhong Ahn

Nuclear Waste Management Group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ay 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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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In this research, we focused on three aspects:

� Multifaceted performance assessment for pyroprocessing in the broader 

context including geological repository (Chapter 2);

� Analysis of the iodine transport, which turned out to be the crucial 

radionuclide for long-term safety of geological disposal by considering 

depth-dependency of parameters (Chapter 3); and

� Deterministic analysis for depletion of nuclear fuel in a reactor to 

quantitatively characterize heterogeneity and uncertainty of spent nuclear 

fuel composition, which is to be the basis for mass flow analysis and 

subsequent safeguardability analysis for pyroprocessing (Chapter 4).

Below, a brief summary of each chapter is given.

(Chapter 2)

The Republic of Korea (ROK) changed its spent nuclear fuel policy from 

the once-through usage and direct disposal to a total system approach that 

includes pyroprocessing, sodium-cooled fast reactors, and a two-tier 

geological repository to achieve a breakthrough for domestic deadlock 

situation and thus enable sustainable utilization of nuclear power, but caused 

disagreement in the bilateral negot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US) for the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Analysis has revealed that this shift is effective to make a breakthrough 

for domestic deadlock because it augments variety of technological options, 

with which more reversible decision-making process can be conducted to 

accommodate broad public needs. A trade-off has been explored first by 

deriving four engineering options from the ROK’s system concept and then 

by comparing their performance from six viewpoints. The option including 

separation of high-heat emitting radionuclides by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has been recommended.

This option should be modified as exogenous and endogenous situations 

change in future.  It is imperative for ROK to integrate a public-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 that works in concert with technology development. 

US can verify that ROK’s motivation is not deviating from successful 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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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management by checking if a transparent process with public 

participation is conducted.

(Chapter 3)

In the present paper, a model for transport of iodine through fractures in 

granitic rock has been developed by taking into account variation of 

parameters with depth in order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repository depth 

on its performance. First, evolution of groundwater chemistry with depth has 

been modeled by considering physical and chemical conditions that vary with 

depth. Second, iodine-water interactions and iodine-rock interactions under 

groundwater-chemistry evolution with depth in crystalline rocks have been 

modeled by using PHREEQC, with which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iodine 

have been numerically evaluated as a function of depth.  These values and 

other depth-dependent parameters such as fracture aperture, groundwater 

velocity, and diffusion coefficients have been used in the iodine transport 

simulation to observe differences in the iodine concentration in the water 

from repositories located at 500 m and 1000 m depths. The results show that 

iodine stays within the vicinity of the repository if it is disposed of at a 

greater depth. The main reason is that the retention effect of matrix diffusion 

increases and relative contribution of advection along fractures decreases at 

depth due to the cubic law for the water flow velocity in fractures.

(Chapter 4)

Pu mass during an operating period in the pyrometallurgical processing 

system has been proposed to be measured non-destructively by using the 

formula: Pu mass=(Pu/Cm-244)*Cm-244 mass, in which Cm-244 mass is 

measured by its spontaneous fission neutrons. Among various errors, error 

associated with the ratio of Pu to Cm-244 is of major concern because of 

heterogeneity in spent fuel. In this study, first, heterogeneous compositions in 

spent fuel are calculated by using the SERPENT code. Second, assuming 

various batch configurations in stage of the pyroprocessing system, a set of 

deterministic models for assessment of MUF is established, with which error 

associated with Pu mass determined by the formula is quantitatively 

evaluated. In the third step, a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for MUF is 

numerically obtained by taking into account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each 

system parameter and by applying a Monte Carlo approach. Such a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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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forms essential foundation for developing material diversion scenarios, 

for which the probability for type-I false positive error as consequence of a 

diversion scenario is quantitatively evaluated together with its occurrence 

probability by a fault-tree analysis. In Chapter 4, results for the deterministic 

model development are reported. 

By the present study, it could be demonstrated that the SERPENT code is 

good for simulating depletion of nuclear fuel with sufficient accuracy. 

Heterogeneity in fuel composition after depletion is accurately obtained in 

numerical results. Numerical recipes for accurate numerical simulation for a 

fuel assembly have been established. Because numerical simulations for two 

extreme cases have been executed, it is concluded that various other cases 

that may fall in between two extreme cases can also be simulated reliably.



- 159 -

붙임 2 미국 아틀란틱협의회 연구보고서

 Redefining Leadership in the Global Nuclear 

Energy Market: International Partnerships as a 

Strategic Path Forward 

Walter Howes, Andrew Paterson 

Octo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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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h forward entails deeper and broa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all interested parties: governments, regulators, 

suppliers, operators, and capital markets. 

The US has a range of choices in deciding how to proceed in the face of 

increased demand for nuclear power in many countries that have concluded 

that a balanced energy portfolio will be essential over the longer term. 

Leadership in the nuclear landscape of safeguards, regulatory policy, and 

competition no longer means selling or operating more reactors than the next 

country; instead, it will increasingly be execut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ve agreements and by multi-national consortiums and investments, 

supported by government policies mindful of long-term benefits, such as 

energy security and emissions reductions. 

Figure 9: Outcomes Matrix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cenarios 

in Global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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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Outcom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Lac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governments and industry 

alike: Lapsed international accords could hurt US influence in the longer 

term, for example, in regulatory practice and the upgrading of safeguards, 

especially now as construction of new reactors rises in Asia. As the new 

projects in the Southeast region of the US are completed, future opportunities 

for US firms will unfold overseas, particularly in Asia, as summarized in the 

section on “demand factors,” moving business away from the US. 

Hardening of Gold Standard approach could lead to lack of progress: 

For the US to maintain high standards of regulatory practice and nuclear 

safeguards, the US will need to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the 

actual volume of construction will continue to surge outside of North 

America. Continuing a rigid “Gold Standard” approach to international 

agreements could actually erode US influence in safeguards and regulatory 

practices overseas if agreements lapse, if more countries individualize and “go 

their own way”, or if US companies continue to lose market share. A recent 

letter (Jan. 2012) to Congress by Deputy Secretary Poneman an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Ellen Tauscher pointed out this potential detrimental 

scenario and proposed a “case by case” approach to 123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renewal of pending 123 agreements would be bureaucratically easiest, 

but such an outcome would not address key concerns, such as dealing with 

spent fuel and further development of reactor technologies. In addition, just 

the renewal of agreements might not allow US companies to fully participate 

in emerging opportunities in Asia, where the market for nuclear energy will 

clearly be expanding for the next several decades. On the current path, North 

America offers little opportunity with few new orders. Bounded Cooperation 

resulting in some progress: Limited cooperation by governments and industry 

partners toward technology advancement in the fuel cycle and in reactor 

design, including small modular units, could benefit the US, its foreign 

bilateral partners, and potentially third-party countries, such as emerging 

nuclear users in the Middle East. Some amendments to 123 agreements could 

incorporate “conditional consent” provisions for aligning progress with 

safeguards, as was the case in the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renegotiated 

with India in 2006. Ultimately, these agreements could allow for mor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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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in projects that call for construction of newer reactors and 

implementation of better safeguards in growth markets. Enhanced Cooperation: 

The outcome with perhaps the greatest potential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s 

lies in broader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within and beyond 123 

agreements. Joint R&D and engineering in other technologies such grid 

reliability are not subject to 123 agreement restrictions, but could benefit 

multiple parties internationally. For example, Westinghouse continues to 

benefit from its engagement in the $20 billion construction project for four 

reactors at Barakah, UAE led by the KEPCO-Doosan team. Other US 

manufacturers and engineering service firms could likewise benefit. Redefining 

leadership requires active engagement outside of North America. Furthermore, 

the shifting global nuclear landscape has allowed other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to move ahead with new technologies, e.g. modular reactors. 

Under such circumstances, a technology transfer would benefit the US 

industry in areas where domestic innovation has stalled. Joint research and 

advanced engineering would be beneficial to multiple well-defined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would lay the path necessary for leadership in nuclear 

energy. In conclusion, the US nuclear industry should seek reliable and 

technically advanced partners that share the same vision and 

commitment to strengthen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nd spread the 

highest levels of operational safety globally. While US companies will 

develop partnerships tailored to local market opportunities to compete 

globally, Asian markets seem to offer some of the best opportunities in 

the near term.

� The US stands to gain by developing and nurturing a few select 

partnerships with critical private sector companies and governments.

� The US stands to gain by expanding its joint activities with Asian 

industry participants

� The US should aim to develop a more sophisticated, joint approach to 

the global nuclear marketplace.

In seeking to maintain a meaningful role in the global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the US should seize the opportunity arising from the 

expiration of existing agreements and the need to negotiate new agreements 

with a continuously expanding list of potential nuclear commercial partners. 

Failure to maintain flexibility while pursuing proliferation safeguar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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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onstruction and operating standards could lead to diminished US 

influence. Global prosperity depends on many factors, but the availability,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of adequate electricity and clean water is 

critical. Nuclear energy presents a good means to meet a significant portion 

of global power requirement and the US has a responsibility to see that the 

industry remains viable and an important player in the world’s energy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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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NCSU 연구보고서

Summary Report

 

“Alliance Cohesion and Economic Cooperation: The Future of 

ROK-US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ROK-US Nuclear 

Cooperation”

 

Submitted by Associate Professor William A. Boettcher III,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SPIA)

 

Introduction : As we approach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scholars in both countries may find it appropriate to consider the overall state 

of the alliance and its future prospects. Since South Korea’s return to 

civilian-led democratic governments in the 1990s, the two countries have 

grown closer economically and diplomatically. Under recently reelected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ROK President Lee Myung-bak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and peoples, has reached an apex. The ratification of a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 continued cooperation in response to threats 

from North Korea,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military alliance, and 

ongoing leadership in nonproliferation and the nuclear industry are evidence of 

a renewed commitment by both administrations to a friendship forged at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As the United States completes a “strategic 

pivot” towards Asia and Japan deals with its recent domestic tragedy and 

economic slowdown, the ROK-US relationship has the potential to become the 

key regional partnership in constraining Chinese influenc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the ROK-US alliance in five central areas: 

security, economic cooperation, diplomatic/cultural relations,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The relative “tightness” of 

the ROK-US alliance is evaluated through comparison with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US and other East Asian nations (primarily Japan 

and Taiwan). A key part of this study is an effort to identify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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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tacles to further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ROK and explore 

avenues for binding the two countries even closer together to produce 

additional mutual benefits. The conclusion of the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leadership transition  on the future of the alliance.

 

Elements of ROK-US Cooperation- One of the strongest links in the 

ROK-US relationship is based in security cooperation. Allies since the early 

1950s, the US currently maintains approximately 28,500 armed forces in South 

Korea to promote security cooperation and deter North Korea from harming 

ROK interests. Historically, substantial numbers of ROK forces participated in 

the Vietnam War and shed blood in support of the US-led war effort. More 

recently, ROK forces participated in the 2003 Iraq War and the 2001-present 

NATO-led effort in Afghanistan. ROK-US military exercises regularly test 

interoperability and the ongoing strength of forward-deployed forces. ROK is 

currently the fifth largest arms importer globally, and many of those arms 

come from US companies. In term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both states are 

active and supportive members of the NPT, and ROK has consistently 

supported the US position in NPT and IAEA matter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parties to the “six-party” efforts to peacefully reduce the 

North Korean ability to develop, deploy, and/or transfer nuclear weapons. 

More globally, South Korea hosted the second “Nuclear Security Summit” in 

2012. The choice of ROK as the location for this summit demonstrates the 

depth of the ROK-US nonproliferation collaboration and the desire to reignite 

international attention to North Korean proliferation.

 

A second major link in the ROK-US relationship is burgeoning economic 

cooperation. In 1990 ROK-US two-way trade totaled 32.8 billion dollars. By 

2000, ROK-US trade had doubled, hitting a record 66.13 billion dollars. In the 

next decade, growth slowed somewhat, but still increased to 87.7 billion 

dollars by 2010. Recent passage of the ROK-US FTA is expected to spur 

further growth in 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Opening up various 

manufacturing sectors is only part of the story, the two countries will also 

promote investment in the services economy and increased access to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Americans see the benefits of ROK-US 

trade in their own lives, as they purchase Hyundai or KIA cars (which have 

built strong brand loyalty) and LG appliances. A major collabo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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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lies in the area of nuclear power generation. ROK plans to add a 

number of new domestic reactors by 2021 and to become a dominant player 

in the global nuclear energy market. ROK and US companies have cooperated 

in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engage in nuclear R&D 

activities. US and ROK firms may collaborate on new nuclear technologies 

(reactor design, fuel production, Pyro-processing) and join together to ensure 

the peaceful spread of nuclear technology.

 

A third leg of the ROK-US relationship is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 

Historically, South Korean students have made up a large portion of foreign 

students attending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general, Asian students 

(mostly South Koreans, Chinese, Indians, and Japanese) make up more than 

60 percent of the foreign student population in the US. American movies, 

music, and television shows are popular in South Korea and Korean 

competitors are becoming increasingly well-known in professional athletics 

(particularly the PGA and LPGA tours). Food trends also deepen the 

relationship, as American chains penetrate the South Korean market and 

Korean restaurants become ubiquitous in American suburbs. One of the 

hottest trends in US cities— food trucks—owes much of its popularity to the 

fusion of Korean and Chinese/Mexican traditions. Perhaps the most 

well-known ROK citizen in the US at the moment is Psy (Park Jae-sang). 

The ubiquity of his song, Gangnam Style, reveals the depth of the US 

market for ROK cultural exports.

 

Measuring the Depth of the ROK-US Relationship : The study builds on 

existing political science literatures on alliance “tightness.” The data collected 

and presented in comprehensive appendice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reas;

Security : Troops Deployed, Officer Exchanges, Military Exercises, Training 

Programs, Arms Transfers, Technology Transfers, Weapons System 

Co-Development, Overlapping Alliance Memberships, Participation in 

Expeditionary Military Operations, Intelligence Sharing, Strategic Planning, 

Nonproliferation Activities

Economic : Bilateral Trade Flows, Treaties and FTA,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ulatory Collaboration, Overlapping Corporate Ownership, Public 

Perception and Brand Awareness, Business School Students,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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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s, Energy Cooperation, Nuclear Cooperation

Cultural/Educational : Works Translated, Music/Movie/Video Game Flows, 

Theater/Arts Exchange, Expatriate Communities, Nonprofit Organizations, 

Student Exchanges, Foreign Students Attending Host Universities, Faculty 

Exchanges, Overlap of K-12 Educational Practices, Language Training, Public 

Perceptions of the “Other”

 

The project report compares the data obtained for the ROK-US relationship 

to data for Japan-US bilateral ties and Taiwan-US Bilateral ties to develop a 

framework for comparative evaluation.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The ROK-US alliance is stronger 

today than at any point in the last thirty years. Close collaboration between 

Presidents Lee and Obama has led to success in a number of aspects in the 

relationship—economic agreements, security commitments, cultural/educational 

exchange,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industry cooperation. As the US 

“pivots” to Asia, the ROK will become an indispensable partner in regional 

efforts. As the comparative analysis notes, the ROK will soon rival Japan as 

the US’s strongest regional economic and security ally. The ROK, as it seeks 

to implement the vision of “Global Korea,” will also benefit from US 

partnership to become a more influential global power. The key effort for the 

ROK-US alliance will be to continue the move away from the one-way 

“dependency” of the past and towards a two-way regional and global 

partnership in the future. In order to build on its success, the ROK-US 

alliance should promote the following policy tracks;

Security : Resolve issues relating to the security alliance (Opcon transfer, 

missile range extension, trilateral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and 

rebalance troop deployments to reflect the changing security architecture. 

Solidify the foundation of extended deterrence to manage the DPRK threat. 

Resolve issues of burden sharing that reduce U.S. public support for the 

alliance.

Economic : Fully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ROK-US free trade 

agreement. Resolve environmental, labor, and regulatory disharmonies to 

promote the expansion of the agreement to new sectors. Improve the public 

understanding/perceptions of ROK manufacturers to increase brand status 

with American consumers. Combat the perception that the ROK i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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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threat” in the same vein as China or Japan.

Cultural/Educational : Expand student exchange programs and increase the 

flow of American students into the ROK. Educate Americans about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ROK that may emerge from the FTA. 

Support language training and cultural competency programs in each country. 

Encourage collaborative ventures between artists in music, film, dance, and 

television industries.

Nuclear Cooperation and Nonproliferation : Understand that ROK-US nuclear 

industry partnership is essential for the health of the industries in each 

country. Accept that each country possesses capabilities that can only be 

leveraged through cooperative endeavors—succeed together or muddle through 

separately. Acknowledge that civilian nuclear energy collaboration will 

contribute to continued US leadership in nuclear safety and nonproliferation. 

Develop strategic industry partnerships that counter competitors in Europe, 

China, and Russia. Successfully resolve negotiations over a new ROK-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at balances US nonproliferation and safety 

concerns with ROK aspirations to equal status in developing enrichment and 

pyroprocessing technologies. Engage in research and collaboration on 

next-generation reactor designs and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geologic 

repository, dry cask, wet pool). Continue bilateral and multilateral efforts to 

constrain and eventually eliminate the DPRK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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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KAIST 연구보고서 관련 워크숍 요약

국내 원자력 프로그램의 대미 수용성 증진 전략 연구

I. 개요

□ KAIST, Georgia Tech 주관 한·미 원자력 협력 워크숍

○ 일    시: 2013. 10. 30(수) 08:00∼15:00

○ 장    소: 폴니츠고등국제대학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 참가기관 

- 한  국: KAIST, 국립외교원, 아산정책연구원

- 미  국: University of New Mexico,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Texas A&M 

University, Brookings Institution,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 Verdigris Capital,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목    적: 한·미 원자력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해 양국의 원자력

협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 발간

II. 주요 내용

□ 포괄적인 관점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 Charles Ferguson (FAS)

-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위한 한미 양국의 역할과 

협력의 중요성 강조

○ Mattew Fuhrmann (TAMU)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증진과 농축재처리 기술 규제와의 관계 설명

○ Donald N. Kovacic (ORNL)

- 신흥 원전 도입국에서 원자력 안전, 핵안보, 핵비확산 문화 증진을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한·미 양국의 역할 및 협력의 중요성 강조

□ 정치, 법률 그리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 William Boettcher (NCSU)

- 한·미 동맹과 원자력 협력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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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 Cha (CSIS)

- 북한 문제가 한·미 동맹과 원자력 협력에 미치는 영향 및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양국의 역할 강조

○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 한국과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원자력 협정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의 원자력 협정 개정이 나아갈 방향 모색

○ 전봉근 (국립외교원)

- 한국의 농축재처리 기술개발과 핵비확산과의 관계

□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 Charles Ebinger (Brookings Institution)

- 동아시아 에너지 안보

○ Walter S. Howes (Verdigris Capital, LLC)

- 도시화가 원자력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중요성 강조

○ Adams Stulberg (GT)

- 국제 핵연료 공급과 다자간 협력 체제의 발자취와 전망

□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 William Charlton (TAMU)

- 원자력 민감기술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모델을 

통하여 예측하고 이 모델을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적용

○ Edward Blanford (UNM)

-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안전조치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의 중요성 강조  

○ 임만성 (KAIST)

- 재처리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현황을 설명하고 파이로-고속로를 포함하는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의 핵비확산성과 경제성 평가 

III. 평가 및 시사점

□ 한·미 원자력 협력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학문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발간될 정책 보고서는 향후 한·미 

원자력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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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sses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further strengthen the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international system through a 

cooperative approach that will partner with states that have: 

� Enacted and implemented the additional protocol to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 Organized and supported regional workshops to encourage more states 

to implement the AP in order to move toward a universal application of 

more effective safeguards. 

� Made the AP or a commitment toward enacting the AP for clients as a 

condition of nuclear sales. 

� Invest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further improving monitoring 

and safeguarding nuclear energy programs. 

� Contributed funding to the IAEA commensurate with a state’s use of 

nuclear energy and further supported real growth of the IAEA’s regular 

budget to meet the challenges of increasing amounts of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needing safeguards, safety, and security. 

� Shared information about denials of nuclear exports among the members 

of the Nuclear Suppliers Group and further coordinated among these 

suppliers to limit the spread of nationally owned and controlled 

enrichment and reprocessing facilities. 

� Invest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making nuclear energy 

systems more proliferation resistant. 

� Created centers of nuclear security excellence or given substantial 

support to others’ centers as well as performed extra steps under the 

framework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process to further improve 

global nuclear security. 

� Enacted the amendment to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CPPNM) or at least taken steps to put this amendment before 

a state’s appropriate legislative body for enactment. 

� Implemented effective export controls that meet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UN 1540 Committee’s list of 26 provisions for both legal 

framework and enforcement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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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cus in the United States rapidly evolved almost exclusively to light 

water reactor technology, and led to a large new-build program. The number 

of reactors built in the US in the 1960s and 1970s far outstripped the number 

in any other country, and indeed, the total number of reactors built in the US 

comprised one-quarter of the world' s total. Domestic demand in the US and 

industrial countries rebuilding from World War II fueled construction. There 

were a handful of other countries that also had significant domestic 

markets-Canada, the United Kingdom, France, the Soviet Union, and a little 

later, Japan. France and Japan started their nuclear programs with US 

technology, but moved to develop their own versions of the US designs. 

Canada, Britain, and the Soviet Union relied on different reactor technologies. 

Most of these countries conducted a secondary business selling reactors to 

other countries. In most cases, the buyers were countries with strong 

economies and burgeoning demand for electricity. 

Today, the situation is much different. There are only a few new reactor 

projects in the countries that traditionally had the strongest “supply-side” 

nuclear programs,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Most of their vendors, 

however, are still active and are seeking projects outside their national 

borders. At the same time, several vendors from other countries have entered 

the marketplace. In particular, South Korea and China have emerged as 

supplier countries. China has a large domestic program, but both China and 

South Korea have begun to compete against the established vendors from 

Europe and the USA. 

Other differences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also important. For 

example, the market for new reactors, outside China and India, is increasingly 

in countries with smaller, mainly high-population-growth developing 

economies, compared to the developed OECD countries, where population 

growth has crested. For these countries, the multi-billion dollar investment 

required for a large nuclear reactor is difficult to support. Thus, those 

countries are increasingly seeking packages that include economic support for 

the projects, and indeed, that even include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once 

they are operational. Russia offered a "build-own-operate" plan for Turkey, 

and Korea provided a package of financial incentives to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Although many people express concern that the 123 nuclea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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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s have hampered some opportunities abroad for US companies, the 

primary impediment has probably been the ability to finance projects. US 

vendors have the Export-Import Bank to help with financing large projects 

abroad, but they do not have the resources to provide financing packages 

similar to those offered by Russian, Korean or French companies, which are 

backed by their governments. And US investor-owned utilities do not 

participate in these overseas bids the way EDF/Areva, KEPCO, or Rosatom 

do. Sovereign financing issues are therefore a major theme in this paper. 

The current market and policy landscape calls for new models for 

financing and supporting reactor projects in an increasingly diverse 

marketplace; in essence, “new modes of leadership” are evolving in nuclear 

energy. This paper (Part I and II, on “Redefining Leadership”) documents 

some of the key elements that are shaping National Nuclear Strategies,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alliances, and some of the critical factors that 

affect how companies might partner to offer services new entrant countries 

are seeking. In this regard, it may be helpful that many of the vendors are 

now multi-national companies, having bought each other up or merged over 

the last couple of decades. For example, both Westinghouse and GE have 

alliances with Japanese companies. Recent negotiations for UK nuclear 

projects involving both French and Chinese joint ventures, as well as a 

US-Japan joint venture, also demonstrate this trend. Thus, if we speak of the 

competitiveness of "US industry," we need to recognize that with more than 

80% of the reactors today being built overseas, and primarily by national 

enterprises, not investor-owned utilities-international joint ventures will be 

essential. As a result, leadership in nuclear energy has been redefined, and 

new ways of responding in an evolving landscape are needed. 

National Nuclear Energy Strategies derived from Supply-side and 

Demand-side Factors 

Due to the nature of the shift in factors driving leadership in nuclear 

energy, it is not possible to “restore” leadership, as if the old Supply-side 

driven landscape still existed. USA and others must adapt to a new 

Demand-side driven landscape, via alliances, to exercise leadership. 

National Nuclear Energy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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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lotting this shift from Supply-side factors to Demand-side intensity, a 

plausible framework emerges, which helps explain the drivers behind National 

Nuclear Energy Strategies. 

Based on Supply and Demand factors, the specific National Nuclear 

Strategies run as follows, and are explained in more detail in Section B: 

� Decommissioning Strategy –  “Rollback”, Examples: Germany, Italy, 

Belgium, Japan (2012) 

Germany, Italy and Belgium are clear examples of countries that built 

reactors and then as a policy matter, rather than physical aging, decided to 

close or are in the process of closing reactors before their approved lives due 

to social and political pressures rather than mere economics. No countries 

engaged in a Rollback strategy are elite “P5 nuclear power” members. 

� Exporters –  “Restructuring”, Examples: USA, Canada, Japan (2014), 

Britain

Countries with local approval for reactor operation or openings for 

interveners, in contrast to countries with stronger more centralized 

governments, experience some delays or friction in promoting a nuclear 

“renaissance”. Also, these countries use more natural gas for electricity which 

can lead to volatile electric pricing, rather than stable or regulated rates. 

� Importers –  “Renaissance Light”, Examples: UAE, Turkey, Jordan, 

Saudi Arabia, Vietnam, Poland 

Countries that lack the Supply-side strengths of the traditional nuclear 

powers seek to import nuclear energy technology because they face higher 

Demand-side factors with higher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and some 

electricity-intensive desalination demand. These countries cannot afford to 

SUPPLY SIDE FACTORS 
(20th Century) “PUSH” 

DEMAND SIDE FACTORS 
(21st Century) “PULL” 

S1 R&D reactors, Univ. programs, National Labs 

S2 Military industrial base for nuclear navy 

S3 High quality nuclear regulatory practices 

S4 Nuclear fuel infrastructure and ore supply 

S5 Nuclear engineering talent (colleges, firms) 

S6 Access to low cost debt financing, capital 

S7 Current reactor operating base 

S8 Engineering firms with construction record 

D1 Growing population overall 

D2 Current dense, urban electric loads 

D3 Advanced industrial manufacturing base 

D4 Rising per capita energy use (vs. OECD) 

D5 Higher natural gas prices (competitiveness) 

D6 Significant air pollution 

D7 Future growth in urban load 

D8 Policies, regulations to reduce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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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in building up a supply-side enabling infrastructure. 

� Import and Export –  “Renaissance Heavy”, Examples: South Korea, 

China, India, Russia, France 

Countries heavily engaged in a renaissance have built up their Supply-side 

infrastructure (engineering, forging, fuel processing), are building units, and 

actively engaged in exporting. 

Success Factors for Nuclear Energy: Supply-side and Demand-side 

Intensity Drivers 

As previously mentioned a key question going forward will be how to 

define the best strategic partnership opportunities. In the past, as seen in the 

Figur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ad the most favorable supply-side 

strengths. 

During the expansion era of nuclear power construction in the 1960s to 

1980s, the United States led the world in many of the key “Supply Side” 

success factors. The relative strength of each country or mini-region was 

assessed on a relative basis (on a scale from 1 as a low value to 5 as a 



- 178 -

high value), and then the combined ratings were indexed to the highest 

entity in the evaluation. The chart shows how much the demand-side factors 

have emerged as key drivers in the 21st Century for new reactor 

construction going forward, compared to the supply-side factors that drove 

construction among OECD countries in the last Century during the Cold 

War. On the supply-side, the United States wields superior ratings in (S2) a 

military industrial base for a nuclear navy; (S3) regulatory practices; (S5) 

nuclear engineering talent; (S6) access to low cost financing; and (S7) the 

current reactor base. By contrast, China lacks the operating base of leaders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China, India, and growing Asia see 

higher demand side factors associated with rapid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D1, D2, D4, D7), as well as higher natural gas prices, which 

makes nuclear energy more 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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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commercial nuclear sector is in trouble with the near term 

closure of a number of reactors increasingly inevitable, absent policy 

changes.  Much has been written about the impact of cheap shale gas 

on the economics of nuclear, but poorly structured, deregulated markets 

and market distortions-mainly in the form of subsidies and mandates for 

other power generation– are severely undermining the competitiveness of 

much of the nation’s existing fleet, particularly smaller reactor units.
   

 
At the same time, foreign competitors, which are mostly state-run 

enterprises, are capturing a greater share of the export market for nuclear 

technology and services.  The problems that U.S nuclear vendors face are 

compounded by a burdensome export regulatory regime and a 

nonproliferation policy
  

that fail to take into full consideration the current 

political realities and dynamics in the global market.  Moreover, the 

United States no longer enriches uranium with its own technology, which 

increases U.S. dependence on nuclear fuel imports and foreign technology.

Nonetheless, the long-term outlook for a true nuclear renaissance in 

the United States remains positive, determined largely by the likelihood of 

increased regulation of greenhouse gases, traditional pollutants, and 

hydraulic fracturing. This regulatory scenario, however, will play out 

slowly and may take decades before the economic case for new nuclear 

builds can be justified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In the meantime, the 

United States is at risk of losing much of its domestic manufacturing 

capacity for a technology that is indispensable to promoting U.S. national 

and energy security interests.

Unfortunately, many energy analysts compare nuclear power to other 

forms of generation, using the cost of producing electricity as a deciding 

standard.  However, nuclear cannot simply be compared to natural gas, 

coal, or renewables because of its inherent link to national security 

concerns, including defense needs and the U.S. ability to help shape global 

safety and nonproliferation standards. The U.S. nuclear Navy, for example, 

relies heavily on the domestic commercial sector– not only for supply 

chain reasons but also to aid in recruitment efforts, which would be 

complicated by a reduction in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private 

sector.  Accordingly, there are a number of significant public policy 

interests– outside of diversity of electricity production and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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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igation– tha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when determining the need 

to protect the existing fleet of reactors and promote U.S. nuclear  

manufacturing.

The window for making a positive, meaningful impact to help reverse 

or slow the decline of the U.S. nuclear sector is narrowing, however.   

Consequently, legislators, policymakers, and thought leaders should act 

now.  This paper examines a suite of near-term policies and measures 

that promote a more rational view to electricity, trade, and 

non-proliferation policymaking. Taken togeth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uch measures could help bolster the U.S. civil nuclear 

sector until the economics for new builds improves substantially.   For 

nuclear power to succeed, it does not need subsidies or mandates, but it 

does need its contribution to grid reliability and security to be recognized 

by government and the markets.

Promoting Rational Approaches to Nuclear Policymaking

I. Recommendations for Protecting the Existing Fleet of Reactors

� States should reform or repeal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recognizing the impact of EPA regulations –  current and projected –  

on utility emissions

� Congress should not renew the federal wind production tax credit (PTC)

� The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should ensure that 

capacity markets adequately compensate assets that provide critical 

services to the grid and address the impact of subsidies on energy 

markets

� Congress needs to conduct effective oversight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o ensure beneficial post-Fukushima regulation and a 

transparent process for determining fees charged to the private sector

II. Recommendations for Increasing U.S. Nuclear Exports

�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pursue a pragmatic approach to 

negotiating and approving nuclear cooperation or 123 Agreements

� The federal government needs to reform its burdensome export 

regulations on nuclear trade while promoting an effectiv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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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effort toward cultivating a favor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strengthening the basis of ROK-U.S. nuclear cooperation,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nuclear program, and strengthening analysis of the U.S. 

nuclear energy and nonproliferation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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