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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동북아 국가의 원자력 법제 비교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 동북아 각국의 법제 조사(일본, 중국, 대만, 북한, 한국)

○ 동북아 지역 국가의 원자력 관련 법령 조사 및 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2. 필요성

○ 우리나라의 원자력 진흥은 동북아 원자력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음 (진흥, 안전, 수

출, 연구개발 등)

○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 북한의 법령 내용과 유효성이 외부세계에 공개적으로 들어난 경우가 별로 없

으며, 

- 중국이나 대만의 원자력 관련 법제 역시 국내에서 유의미한 조사‧분석 미진한 

상태

○ 이로 인해 현단계에서 가능한 원자력 관련 법제의 분석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및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국가의 법제도 상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범위

○ 동북아 지역 국가의 원자력 관련 법령조사 및 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 동북아 지역 국가 원자력법령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 동북아 각국의 법이념의 변화 및 동향을 조사하고 

- 대내·외적 입법 환경에 대응한 법령 관리 측면의 수용과 법의식의 변화에 관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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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전 연구를 통해 

- 동북아 각국의 전반적 현황과 실태를 고찰함

2. 연구내용

○ 동북아 지역 국가의 원자력 개발 현황과 원자력 관련법 현황 조사

- 일본의 원자력 정책 환경과 원자력관련법

- 중국의 원자력 정책 환경과 원자력관련법

- 대만의 원자력 정책 환경과 원자력관련법

- 북한의 원자력 정책 환경과 원자력관련법

-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환경과 원자력관련법

○ 동북아 각국의 원자력 관련 법령 우리나라와 비교법적 분석

○ 북한 법제의 동적변화 조사

○ 북한 법치주의의 상황에 대한 조사·분석

Ⅳ. 연구개발결과 

○ 동북아 각국의 원자력 행정체제, 일반 법령체제 및 원자력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조

사‧분석

○ 동북아 각국의 원자력 개발·이용현황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원자력 안

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 원자력 관련법의 변화를 고찰하고, 

-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및 중국의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도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원자력 관련 법률의 조화방안의 모색

○ 동북아 각국의 원자력 관련 법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간 원

자력법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 모색

○ 향후 동북아 원자력 협력 및 남북한 통일시대에 대비

○ 국내 원자력 법제의 정비 시 사례정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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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oject Title

 A survey of nuclear related legislation system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Objectives

○ The survey and comparison on nuclear related legislative system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Japan, China, Taiwan, North Korea and Korea)

○ The analysis on nuclear related act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2. Necessity

○ The statutes of North Korea have never been opened to the outside like as 

many social states. The situation, especially in effectiveness, is all the same in 

China case. 

○ The importance of nuclear safety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has been 

increased in Japan, Formosa and Korea.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nuclear legal 

system of near countries to our countr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Scope of the Study

○ The investigation and comparison on nuclear related laws and statutes of 

countries in the Northeast area.

○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hange and tendency of legal philosophy in order 

to understand nuclear related laws of countries in the Northeast area and general 

conditions of the Northeast area countrie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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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of the study

○ The circumstances of nuclear development and nuclear legal system of Northeast

Asia countries

- The circumstances of nuclear policy and nuclear related laws of Japan

- The circumstances of nuclear policy and nuclear related laws of China

- The circumstances of nuclear policy and nuclear related laws of Taiwan

- The circumstances of nuclear policy and nuclear related laws of North 

Korea

- The circumstances of nuclear policy and nuclear related laws of Korea

Ⅳ. Result of Project

The analysis for nuclear development and usage circumstances of Northeast Asia 

countries and the revision of nuclear related laws according to the change on the 

nuclear safety of every countries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preparation 

of unification of Korea in the future through legal system of China and North Korea.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Exploration of detailed cooperation methods for the progress of nuclear legal 

system between Northeast Asia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rough the 

change on nuclear related laws of Northeast Asia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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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각국은 사회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법제와 법률들을 정비하고 

있다. 각국의 법제는 그 나라의 정치제도, 경제의 발전정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는 일본, 중국, 대만, 북한의 법제와 유사

성이 있지만, 특히 북한의 법률과 같이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차이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법의 한 영역인 원자력법은 원자력이란 기술적 성격으로 인해 국

경을 넘어 상호보완‧발전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법제, 나아가 원자력 

법제를 미교‧분석할 필요가 요청된다.  특히 남북한 법제의 비교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

비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법와 원자력 법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북한의 법령 내용이 외부세계에 공개적으로 들어난 경

우가 별로 없으며, 이들 국가의 법령 유효성 역시 국내에서 연구된 사례가 많지 않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및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대

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퇴조하고 괄목할만한 시장경제체제가 진행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법령체계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또한 법

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원자력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은 후쿠시마 사태로 잠시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적․환경 어려움으로 재개의 움직임

이 있고, 대만 및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원자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법령제정 절차를 정비하여 사회주의 국가에 적합한 법질서를 수립하기 위

하여 2012년 12월 「법제정법」을 제정한 후  2013년 7월부터 동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정치적 측면 이외에 사회 전반적으로 개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고유

의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는 3차 전인대에서는 그동안 미완의 숙

제로 남아있던 원자력기본법제의 채택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일본, 대만 및 우리나라는 안

전 측면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원자력 입법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 국가 원자력법령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동북아 각국의 법이념 변화 

및 동향을 조사하고 대내·외적 입법 환경에 대응한 법령 관리 측면의 수용과 법의식의 

변화에 관한 사전 연구를 통해 동북아 각국의 전반적 현황과 실태를 고찰할 필요가 있

다.

법령 관리와 관련해서는 동북아 지역 국가 법체계, 입법절차 및 법령 관리를 둘러싼 최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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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변화 동향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특히 북한의 주요 원자력 관련 

법령 조사 및 내용 분석 및 발달사 연구와 원자력 분야의 남·북간의 법령체계 비교·분석

은 통일시대의 대비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법 연구는 전반적으로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정보자료의 접근이 어렵고 

북한의 통치이념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념은 거의 변화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가 가진 계급적 성격 및 정치와 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분야에서 중국법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실적이 불충분하며, 대만의 법령에 대

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일본의 원자력법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후쿠

시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인접국가인 우리나라

도 중대사고 발생에 대비한 법체제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가.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동북아 지역 국가(일본, 중국, 대만, 북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법령조사 및 비교

법적 분석

○ 동북아 지역 국가 원자력법령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동북아 각국의 법이념의 변

화 및 정책동향을 조사하고 대내·외적 입법 환경에 대응한 법령 관리 측면의 수용과 

법의식의 변화에 관한 사전 연구를 통해 동북아 각국의 전반적 현황과 실태의 고찰

○ 법령 관리와 관련해서는 동북아 지역 국가 법체계, 입법절차 및 법령 관리를 둘러싼 

최근의 변화 동향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

○ 특히 북한의 주요 원자력 관련 법제 및 법령조사 그리고 유효성을 분석해 북한의 관

련법제 발달사 연구와 원자력 분야의 남·북간의 법령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통일시대

의 대비

나. 연구의 내용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북아 지역 국가의 원자력 개발 현황과 원자력 관련법 현황

- 일본의 원자력 정책 환경과 원자력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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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원자력 정책 환경과 원자력관련법

- 대만의 원자력 정책 환경과 원자력관련법

- 북한의 원자력 정책 환경과 원자력관련법

-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환경과 원자력관련법

○ 동북아 각국의 원자력 관련법 내용과 발달사 조사·분석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규

- 원자력 행정조직에 관한 법규 

-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법규

-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규

○ 동북아 각국의 일반법 체계

○ 북한의 원자력관련 법률의 실태 분석

- 북한 법제의 특징과 실태분석

- 북한 법치주의에 대한 조사·분석

- 북한 원자력 법령의 실효성 분석   

○ 우리나라와 동북아 국가의 원자력법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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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동북아 원자력발전 환경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 경제발전은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공급력의 급속한 확

대가 필요하다.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발전소는 104기의 원전이 가동가능한 수준이고, 32

기가 건설중이다. 여기에 더해 57기의 원전이 계획중이어서, 원전 기준으로 세계 가동원

전의 23% 그리고 건설중인 원전의 47%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집중도

는 활발한 중국의 계획에 기인한다.

동북아 지역의 원전소비 증가는 급증하는 전력소비의 증가와 신기후변화 체제의 진입

에 따른 자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약정의 이행 노력에 기인한다. 원전의 많은 도입실

적은 중국이 절대적이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이 이어서고 있다. 지역 국가의 원자력 

발전 점유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이 각각 2.4%, 0%, 31.7%, 

16.3% 이고, 건설중인 원전은 각각 24기, 3기, 3기, 2기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원자력 기반기술 개발의 잠재력이라 할 수 있는 연구용원자로의 가동현황

은 각각 16기, 14기, 2기, 6기로 여기에 북한의 1기가 더해지면 총 39기에 이른다.

<표 2-1>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 시설 현황 (단위 : 기) 

2 동북아 각국의 원자력행정과 원자력법

가동 원전 건설중 원전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 활동

일본 43 3 14 C,E,FF,R,WM

중국 30 24 16 UM,C,E,FF

대만 6 2 6 -

한국 25 3 2 C,FF

북한 0 0 1 C,E,FF,R

지역 합계 98 32 39 -

세계 442 66 243 -

참조) IAEA, 발전로(PRIS)와 연구로(RRDB) DB 이용, 2016.2

주) 핵연료주기 활동에서 UM, C, E, FF, R, WM은 각각 우라늄광산, 변환, 농축, 성형가공, 재처리, 

폐기물관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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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 

1. 일본의 원자력 사용 환경

일본의 에너지자원 환경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우 취약해 일차에너지 기준으로 

90% 이상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전력원은 화석연료 특히 중동의 

원유에 의존해 왔다.  제1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일본의 전력정책은 원자력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원의 다양화와 에너지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것에 집중되

었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의 우라늄 수입을 줄이는 순환핵연료주기 정책이 채택되었다.

2010년 6월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은 2030년

까지 에너지자급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보유국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고 계획된 원전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1년 초 원전 보유

를 순용량 기준 47.5 GWe(일본 전력생산 총량의 30%)에서 2017년은 41%로 증가, 그

리고 2030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 10월 일본정부는 원자력의 역할을 크게 줄이

기에 노력했다. 그러나 원전 가동중단으로 화석에너지 해외의존도 증가로 인해 에너지 

자급률 하락, 전력요금 급등, 온실가스배출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에

너지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새로운 정부에 의해 향후 20년을 기획한 ‘제4차 에

너지전략기본계획’을 통해 원전이 안전을 전제로 기저발전원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계속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가. 1950년, 2005년을 향한 원자력정책 개발

일본은 1954년 원자력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듬해 ‘원자력기본법’이 제정되었

다. 이 법은 엄격한 민주적인 방법(民主), 독립적인 관리(自主), 투명성 증대(公開)의 3

원칙하에 원자력기술의 사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6년 원

자력위원회(AEC)의 설립은 원자력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NSC),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 일본원자력연료주식회사(1967년 PNC로 개칭) 등 원자력 관

련 기업이 설립되었다. 1963년 10월 일본최초의 원자력발전인 JPDR(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 전기출력 12.5MWe, BWR)이 발전에 성공하였다.

나. 포스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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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직전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개발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2011

년 3월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활용에 대해 극도의 정책변화를 경험하였다.

2011년 6월 일본의 민주당 내각은 ‘2030년을 위한 일본의 에너지 미래 권고안’을 작성

하기 위해 국가전략실 소관으로 장관이 주재 한 '에너지-환경회의 (EEC: Energy and 

Environment Council)’를 설립하였다. 여기서는 국가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의 의존성 평

가에 초점을 두었다.  당초의 36% 계획은 기여도가 중기적으로 0%, 15%, 또는 

20-25%를 대상으로 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EEC의 '코스트등검증위원회'는 ‘코스트등검증위원회보고서1)’를 통해 원자력의 사

고처리비용을 포함시켜 원자력 발전원가를 재산정 하였다. 여기에서 전원별 발전비용(사

고처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 감안 시)으로 원전은(8.9엔/㎾h 이상), 석탄발전 (10.3~10.6 

엔/㎾h), 가스발전 (10.9~11.4엔/㎾h)으로 산정하였다. 특히 원자력 비용의 산정에는 후

쿠시마 사고 이전처럼 원전 발전비용으로서 정책경비 또는 사고비용을 고려치 않으면

(7.3엔/㎾h) 이고 보고서 발행 당시 판명된 손해액 6조엔을 추가한 비용이었다. 

<표 2-2> 일본의 코스트등검증위원회 산정 주요 전원의 발전비용 (단위 : 엔/㎾h)  

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석탄 LNG 석유 
풍력 태양광

(메가솔
라)

주택용
태양광

지열
육상 해상

2004년 5.9 5.7 6.2 16.5 - - - - -

2010년 8.9 9.5 10.7 36.1
9.9~ 
17.3

30.1~ 45.8 33.4~ 38.3
9.2~ 
11.6

2020년 8.9 10.2 10.4 37.8
9.3~ 
17.3

9.4~ 
23.1

13.7~ 20.1 12.0~ 13.9
9.2~ 
11.6

2030년 8.9 10.3 10.9 39.0
8.8~ 
17.3

8.6~ 
23.1

12.1~ 17.7 9.9~ 11.5
9.2~ 
11.6

출처 : 에너지-환경회의, 코스트등검증위원회보고서

http://www.cas.go.jp/jp/seisaku/npu/policy09/pdf/20111221/hokoku.pdf

1) コスト等検証委員会報告書, http://www.cas.go.jp/jp/seisaku/npu/policy09/pdf/20111221/hokok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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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EEI('11.12.23), '일본, 전원별 비용 추산 결과', 주간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1-41호

<그림 2-1> 일본의 코스트등검증위원회 산정 원자력 발전비용 (단위 : 엔/㎾h) 

EEC의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이 2012년 9월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원전에 의존하

지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40년 운전제한을 엄격히 적용하

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확인을 거친 원전만 재가동을 허가하며, 원전의 신설 및 증

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최근 에너지 계획은 2015년 6월 승인된 ‘장기에너지수급전망’이다. 여기에는 원

전(20-22%), 신재생(22-24%), LNG(27%), 석탄(26%)를 담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도 2030년도에 2013년 기준으로 21.9% 감축하고 더불어 에너지 자급율은 2012년 

6.3%에서 2030년 24.3 %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다. 원전 가동중단의 영향과 반응

원전의 가동중단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화석연료 도입 증대에 따른 무역

적자 발생과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의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을 들 수 있

다.

우선 무역적자는 2013회계연도 중 900억 달러의 화석연료 수입에 따라 연간 약 400

억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660억 달러의 무역흑자 기록

이 2012년도에는 700억 달러 그리고 2013년도에는 1,120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하였

다.  또한 발전비용도 2012년도에 8.6엔/㎾h에서 2013년은 13.5엔/㎾h로 60% 가까이 

상승하였다. 발전사들은 연료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연간 1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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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중단에 따른 경제적 혼돈에 대해 일본의 에너지전문기관들은 원전의 기여도 재

평가를 수행하고, 경제단체들은 원전의 조속한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의 배출에 미친 영향은 GIO(2015)2)에 따르면 연료연소 부문이 2007년

(1,412Mt-CO2-e)에서 2010년(1,304Mt-CO2-e)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1년

(1,354Mt-CO2-e)과 2013년(1,408Mt-CO2-e)으로 8%늘었다. 이는 전력부문의 배출3)

이 2010년(384Mt-CO2-e)에서 급증해 2011년(445Mt-CO2-e)과 2013년

(496Mt-CO2-e)으로 30%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연료사용에서 전력부

분의 배출 비중이 2010년(33%)에서 2011년(37%) 그리고 2013년(40%)로 증가하였다. 

2. 일본의 원자력행정체제

가. 개 요

일본은 1956년 이래 ‘원자력기본법’에 따라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 및 규제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담당하기 위해 원자력산업의 발전 경과에 따라 행정체제를 정비

하여 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일본의 원자력행정체제는 크게 정부부처, 전문기관, 연구기관

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왔다. 정부부처에는 내각부 산하의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있으며,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국토교통성 및 후생노동성 등이 원자

력 관련정책을 분담하여 기획․조정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조직의 개혁에 착수하

였다. 연구용원자로의 안전규제는 문부과학성이, 상용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는 경제산업

성의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이 담당하면서, 원자력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자는 원자력

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존의 제도(소위 double check 

system이라 한다) 하에서는 원자력 안전규제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지금까지 원

자력행정에 직적 관여하지 않았던 환경성의 외청으로서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자력행정체제

1)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2)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reenhouse Gas Inventory Office of Japan (GIO),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 of JAPAN‘, 2015.4.

3) 열공급(heat production)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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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등을 대하여 기획․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중, 안전의 확보를 위한 규제 등에 대하여 기획․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행정기관은 기본방침의 심의․결정의 단계에서 추진행정과 안전규제행

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며, 2개의 위원회는 각각 필요한 경우에 내각총리대

신을 통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은 원자력연구개발에 관한 독립행정법인, 대학공동이용기관 등을 주관하고, 

기초적․기반적 연구개발에서 고속증식로, 핵주기기술 등 국가가 실시해야 하는 대규모의 

연구개발까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시험연구용 원자로의 규제, 방사성동위원소의 규제,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보장조

치나 방사성물질의 방호 등과 같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담당하기 위한 규제 등을 담

당하고 있다.

 

3)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은 그 산하기관인 자원에너지청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등, 원자력

발전이나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보안원(NISA)

에서는 발전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전기사업자 등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사업 

등에 관한 안전규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4) 외무성

외무성은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결, 해석 및 실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같은 관계 국제기관의 

활동참가, 각국 정부와의 2국․다국 간 교섭 및 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국토교통성과 환경성

국토교통성은 원자력선박이나 핵연료물질 등의 운송규제 등을, 환경성은 환경보전이라

는 관점에서 방사성물질의 감시 및 측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6) 기타 행정기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의 일본의 원자력안전 행정체계는 크게 정부부처, 전문

기관, 연구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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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국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원자력사고 시 설치)

내  각

문부과학성
<일본원자력연구소>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방사선이화학종합연구소>

<이화학연구소>

○ 원자력기술연구개발

○ 연구로․시험로 안전규제

○ RI이용 안전규제

방사선심의회

<원자력안전기술센터

(NUSTEC)>

외  무  성 ․○ 원자력 외교협력

경제산업성
에너지

자문위원회
<자원에너지청>

○ 원자력산업이용․개발

<원자력안전․보안원(NISA)>

○ 상용발전용원자로등 안전규제

<원자력안전기반기구(JNES)>

국토교통성 ○ 선박용 원자로 규제

후생노동성
○ 방사성의료 등 안전관리

○ 직업종사자 안전관리

<그림 2-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일본의 원자력행정체제

출전 : 이상윤, 원자력 관련법령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2011-05), 한국법제연구원. 2011.10, 

289면~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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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 부처로서, 종합과학기술회의(CSTP),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문부

과학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등이 원자력 관련정책을 분담하여 기획․조정하고 있다.

전문기관으로는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원자력에 관한 현황, 

실태파악, 심사 등과 같은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기관으로는 원자력연구개

발기구(JAEA)를 들 수 있으며, 이것은 관련분야의 기초․응용연구 및 연구성과의 보급과 

활용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종래의 일본의 원자력안전 행정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2>와 같다.

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행정체제의 개혁

일본정부는 2011년 8월 15일 원자력 안전행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그 기능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조직 등의 개혁 기본방침이라는 각의결정을 발표

하였다. 각의결정의 주요방침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와 이용의 분리

원자력정책을 추진하는 부문과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부문이 경제산업성이라는 동일 조

직 내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비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일본정

부는 원전 추진의 입장에 있는 경제산업성에서 원자력안전보안원을 분리하고 내각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환경성의 외국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관련업무를 일원화하여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이로부터 원자력안전청(가칭)으로 하여금 원자로 및 핵연료물질 등의 사용에 

관한 안전규제, 핵안보에 대한 대응, 환경모니터링 등의 사령탑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규제의 일원화

원자력안전 규제사무의 경우 경제산업성 및 원자력안전보안원이 담당하고 있었던 발전

용원자로 등의 규제, 문부과학성이 담당하고 있었던 시험연구로 및 핵연료물질 등의 사

용에 관한 규제, 국토교통성이 담당하고 있었던 선박용 원자로의 규제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핵안보에 관한 사무는 경제산업성이나 문부과학성이 담당하고 있었던 핵물질방호

에 관한 규제, 원자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었던 핵물질방호에 관한 관계성청의 사무조정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핵비확산과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이 담당하고 있었던 핵비확산을 

위한 보장조치에 관한 규제업무도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이관되었다. 

문부과학성이 담당하고 있었던　 긴급 시 신속방사능 영향예측네트워크시스템

(SPEEDI)의 운용, 방사선모니터링의 실시기능을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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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모니터링에 관한 관계성청 간 조정 등의 사령탑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문부과학성이 담당하고 있었던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관한 규제업무 및 원자력안전위

원회의 폐지에 따른 필요한 기능을 원자력규제위원회로 통합하였다. 이상에서 서술한 일

본의 원자력안전 규제체계의 변화내용을 표로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2-3>과 같

다.

전력회사 등

내 각 부

원자력위원회

핵물질 등을

지키기 위한

대책의 종합조정

원자력안전
위  원  회

원자로의 안전심사 

Double  Check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안전•보안원

발전용 원자로의 

안전규제 등

문부과학성

• 시 험 연 구 소  

등의 안전규제

•보장조치

•방서선모니터  

 링, SPEEDI

(긴급시 신속

방사능 영향예측 

Network system)

의 운용

*H25.4.1로부터 

이관

종래의 규제체제

Double Check의 규제 규제

연구기관•대학 등

원자력
규제위원회

윈원장+위원4명

(국회동의인사)

원자력
규제청

(사무국)

환경성

자원에너지청

새로운 규제체제

경제산업성

전력회사•연구기관•대학 등

규제

<그림 2-3>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전후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출전 : 金子和裕, 原子力行政組織の規制と利用の分離及び規制の一元化, 立法と調査 

2012.3 (No.326), 43面

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안전규제의 변화

1) 개 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제180회 국회에서 원자력 안전확보에 관한 조직 및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환경성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원자력조직제도개혁법

안) 및 원자력안전조사위원회설치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은 동일본대지진에 

의해 발생된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행정기능의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원자력안전의 

확보에 관한 규제 및 기타 제도의 개정을 위해 제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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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일본의 원자력안전 규제체계의 변화내용

규제기관의 
독  립  성 
확      보

경제산업성 중에 원자력발전의 

추진조직(자원에너지청)과 규제

조직(원자력안전‧보안원)이 병

존

⇨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

성이 높은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

2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원자력규제

위원회를 신설(환경성의 外局조직)

규제사무의 
일  원  화

원자력안전 규제관계 사무가 원

자력안전‧보안원, 원자력안전위

원회, 문부과학성 등으로 분산

원자력안전규제는 물론 핵비확산을 

위한 보장조치 등을 포함한 관련사

무 등을 일원화

출전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법령분석을 통한 최적 안전규제 기법 및 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법

제연구원, 1345180889, 2013.9, 278면.

2) 원자력안전규제의 전환

가) 원자로등규제법의 개정

① 중대사고대책의 강화 

원자로등 규제법의 목적에 중대사고의 발생에 따른 소외로의 방사성물질의 이상방출에 

있어서 재해방지가 포함되었으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 행해야 할 보안조치에 중대사

고대책도 포함시킬 것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규제상 일률적으로 안전상의 요구 이외에 

사업자 스스로가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

였다.

② 사후규제로서 허가 후 시설에의 적용 등 

허가 후 원자로시설 등에 대하여 최신지식을 근거한 신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도 당해 

기준에 적합한 제도(backfitting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안전성 향상에 연결되는 기술

의 발전용원자로시설 등에의 착실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성을 향상시킨 설비의 개

선, 증설 등에 관해 인허가심사의 중복을 배제하며, 설비의 형식승인제도를 설치함과 동

시에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설비 등의 변경 중 재해방지 상 지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3) 운전기간의 제한 등 

발전용원자로를 가동시킬 수 있는 기간을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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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정한다. 다만, 당해기간의 만료시에  장기간의 운전에 수반하는 원자로 등의 열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기간을 한

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재력방재대책특별조치법의 개정

① 원자력재해예방대책의 충실 

원자력사업자의 방재훈련실시상황을 국가가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 등을 명령할 수 있

도록 하였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다.

② 원자력긴급사태에 있어서 원자력재해대책본부의 강화 

모든 국무대신을 본부요원으로 하고 부대신 뿐만 아니라 대신정무관도 본부원에 임명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본부장(내각총리대신)을 뒷받침하는 부본부장(환경대신)도 증

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환경기본법․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의 개정

과거 환경기본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던 방사성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있어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서

도 마찬가지로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3. 일본의 일반법령 체계

가. 개 요  

일본의 법령에는 종류마다 우열관계가 있다. 상위 법령이 우선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

는 하위 법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우열관계는 대체로 

헌법>조약>법률>명령(정령(政令)>부․성령(府․省令))과 같다.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준하는 최고재판소규칙, 명령에 준하는 의원규칙(중의원규칙 

및 참의원규칙)이 있다. 한편 법령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도 헌법과 조약과의 관계, 조약

과 법률과의 관계, 법률과 최고재판소규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열관계를 둘러싸고 다

툼이 있다.

일본의 현행 법령에는 헌법, 조약(헌장, 협정, 의정서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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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령(정령, 부․성령 등), 최고재판소규칙, 의원규칙(중의원규칙, 참의원규칙) 및 조

례, 각 지방공공단체장과 행정위원회가 정하는 규칙이 있다.

나. 일반법령 체계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하는 근본규범으로 통치기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

하고 있다.

2) 조약

조약은 국제법상 국가 또는 국제연합 등의 국제기관과 체결된 성문법이다. 일본이 동의

하고 있는 것은 공포되어 국내에서는 법률보다 우선한다. 조약은 헌장, 협정, 의정서 등

의 명칭으로 체결되나 법적으로는 조약으로 취급된다. 다만, 행정취극(行政取極)에 관하

여는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법률

법률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성문법의 한 형식이다. 예외로서 지방자치특별

법(특정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국회 의결 이외에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성립된 후에는 주무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

신이 연서하여 천황이 공포한다.

4) 명령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을 총칭한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여기에

는 정령(政令), 부․성령(府․省令) 및 기타의 명령 3종류가 있다.

가) 정령(政令)

정령은 내각이 제정하는 성문법으로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 및 법률이 위임한 사

항을 정한다(일본 헌법 제73조 제6호). 정령은 각의에서 결정되어 주무국무대신이 서명

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하여 천황이 공포한다.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및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내각법 제11조).

나) 부․성령(府․省令)

부․성령(府․省令)은 내각부총리대신이 발하는 성문법인 내각부령 및 부흥청령과 각 성



- 35 -

(省)의 대신이 발하는 성문법인 성령의 총칭이다. 내각부령, 부흥청령 및 성령 사이에 상

하의 우열은 없다.

부․성령(府․省令)의 제명은 ○○○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관한 성령으

로 표시한다. 복수의 부성 소장사무에 걸친 사항에 관하여 정해지는 부․성령(府․省令)은 

복수의 부성주무대신이 공동으로 발한다. 

① 내각부령(內閣府令)

내각총리대신이 내각부에 관련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발하는 성문법이다. 내각부설치법 

제7조 제2항은 내각총리대신은 내각부에 관한 주된 행정사무에 관하여 법률 또는 정령

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또는 정령의 특별위임에 따라 내각부의 명령으로서 내각부령을 

발할 수 있다. 내각부령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벌칙을 규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

나 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내각부설치법 제7조 제4항).

② 부흥청령(復興聽令)

내각총리대신이 부흥청에 관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발하는 성문법으로 부흥청설치법 제

7조 제2항은 내각총리대신은 부흥청에 관한 주된 행정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정령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또는 정령의 특별위임에 따라 부흥청의 명령으로서 부흥청령을 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흥청령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벌칙의 규정, 의무를 부과하

거나 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부흥청설치법 제7조 제4항).

③ 성령(省令)

각 성의 대신이 발하는 성문법으로 국가행정조직법 제12조 제1항은 각 성의 대신은 

주무행정사무에 관하여 법률 또는 정령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또는 정령의 특별위임에 

따라 각각 그 기관의 명령으로서 성령を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성령에는 법률

의 위임이 없으면  벌칙을 두거나, 의무의 부과 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국가행정조직법 제12조 제3항).

5) 지방공공단체의 법령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성문법으로 헌법 제94조는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처리 및 행정을 집행할 권능을 가지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조 례

조례는 당해 지방공공단체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권리를 제한함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에 의해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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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공공단체의 규칙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성문법(지방자치법 제15조)이다.

다) 지방공공단체기관의 규칙

지방공공단체의 규칙 이외의 지방공공단체기관의 규칙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규칙(지방자치법 제194조)

  ○ 교육위원회규칙(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 도도부현(都道府縣) 공안위원회규칙(경찰법 제38조 제5항) 등

다. 법령해석의 참고사항

1) 국회결의(중의원결의 및 참의원결의) 

국회 또는 의원(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사결정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년 후

에 재검토한다라는 부대결의가 행해지는 것이 있다.

2) 고 시

공공기관의 지정․결정에 따라 그 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알리는 사항이

다. 관보에 등재되며, 그 목적은 여러 가지이나 부․성령의 위임에 의하여 주무대신이 일

정한 사항을 정해야 할 경우 등은 고시의 형태로 정해져 이 경우에는 법령으로서의 효력

을 가진다.

3) 훈 령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을 대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각 성대신, 각 위원회 및 각 청의 

장관이 그 기관의 소관사무를 명령하기 위해 소관의 모든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발한

다. 공공성이 강하여 관보에 게재되는 것(통속적으로 대신훈령이라 한다)과 행정기

관의 중견간부 이하의 직무배치를 정하는 등 공표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

4) 통달(通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의 소관사무를 시달하기 위해 발하는 공문서이

다. 법령의 해석 등을 보이는 것으로 당해 법령을 주관하는 성청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것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행정기관 내부문서인 점에서 통달에서 제시된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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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법판단을 구속하지 아니하나 행정해석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중시된다.

5) 행정실례(行政實例)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그 법령을 주관하는 기관이 제시하는 해석이다. 하급기관으로부

터의 조회에 대한 회답이라는 형태로 제시된다. 문서기호,・문서번호(발송번호) 및 발송

연월일을 기재한 후에 관직명으로 조회자에 대하여 회답이 이루어진다(사례：A현 B부장

에 대한 Z성 Y국 X과장 회답).

그 내용은 당해 기관이 조직으로서 제시하는 공적 견해이며 소위 유권해석으로 취급된

다. 통달과 비슷하며 거기에서 제시되는 해석은 사법판단을 일체 구속하지 아니하나, 지

휘감독관계에 따라 당해 사안 및 사후의 동종 사안에서 하급기관의 판단을 사실상 강하

게 구속한다.

6) 내간(内簡)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표시된 규정에 관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때의 일정기준, 

자세히 규정하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등을 참고로서 지방자치체 등에 제

시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일체 없으나 지방자치체의 판단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

이 있으며 이를 유도할 목적을 발해지는 것이 많다.

7) 협정

당사자간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합의를 총칭한다. 각서, 염서(念書), 협의서 등이 이

에 해당한다.

8) 규정(規程)

행정조직의 집무에 관한 내부규칙으로 조문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9) 요강(要綱)

행정집행의 지침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조직요강, 조성요강, 지도요강 등이 있다.

4. 일본의 원자력 관련 법제

가. 일본 원자력법제의 특징

일본 원자력법제의 특징에는 ① 다른 산업법 등과 비교한 경우 원자력법제가 가지는 



- 38 -

특색(원자력법제 고유의 특징)과 ②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원자력법제와 비교한 경우 

일본법이 가지는 특징(일본법제 고유의 특징)이 있다.

1) 원자력법제 고유의 특징

 

가) 선구적 규정의 채택

원자력 법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른 산업 등과 비교하여 입법 당시로서는 매우 선구

적 법원칙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가진다. 이것은 원자력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원자력손해의 배상처리에 관한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 현저하다. 

나) 정령(政令) 위임의 적극적 활용

일본의 원자력법제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부(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가 원

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구체적 규범을 정령(政令) 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령은 일본의 

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시행령)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 정령

에는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이 있다. 전자는 법률의 시행 또는 실시를 위해 필요한 세칙 

또는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한 명령이며, 후자는 법률이 특히 명시한 일정사항에 관해 그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명령을 말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모든 국가의 원자력법제에 공통된 사항이며, 특히 프랑스 법제가 가

장 현저하다. 이와 같이 원자력법제에서 정령위임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주로 다

음과 같다.

첫째, 특수한 기술 분야를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세부적 내용을 규율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는 기술의 진보 및 사회정세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규제는 예측적 내지 사후적

이며 더구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자력의 경우 기술

진보와 사회적 수용성과의 관계는 항상 개별적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령 등에의 

위임이 현실적으로 요청된다.

 

2) 일본법제 고유의 특징

가) 원자력기본법과 평화 3원칙

원자력법제에 관한 일본 고유의 특징은 무엇보다 민주, 자주 공개의 3원칙을 표명한 

원자력기본법이다. 원자력기본법은  당해 법률이 대상으로 하는 규제분야의 일반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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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원리․원칙 등을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효력이 다른 일반 법률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 개별법의 제정, 해석, 운용에 일정한 지침을 부

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기본법이라는 법형식 자체가 일본 고

유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1955년 여․야 공동의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의 입법목적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을 평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래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학술의 진보와 산업

의 진흥을 도모하여 인류사회의 복지와 국민생활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제1

조).

나) 작용규제방식의 채택

일본 원자력규제의 핵심 법률은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

률」이다. 이 법은 물질 그 자체를 중심으로 규제를 행하는 물질규제방식이 아니라 주로 

물질에 관한 인적 운영개념에 착안하여 규제하는 작용규제방식이라는 점이다.

외국에서는 핵물질 그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에 착안한 물질규제를 행하든가 또는 물질

규제방식과 병행하여 설비(예를 들면 원자로)에 핵물질이 이용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성

에 착안한 시설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독일의 원자력규제는 이러한 방식을 중심으로 하

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도 원자로에 관하여는 이러한 방식에 따르고 있다. 일본은 원자력

이용을 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 정련․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 핵물질사용, 폐기 및 운

반 등의 사업 또는 행위로 분류하고, 각 사업 및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통하여 규제를 

행하는 사업규제(작용규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원래 물질규제 또는 시설규제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는 성질의 리스크에 있어서

도 대부분의 경우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제(사업규제)를 통하여 대처하여 왔다. 이

와 같이 사업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작용규제방식에 의한 원자력규제의 실시는 다른 나라

와 비교할 경우 일본 원자력법제의 큰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구조는 과거부터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익목적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

으로 하는 각종 법규제(예를 들면, 전기사업법 등)에서 볼 수 있는 사업규제방식을 그대

로 답습한 것으로서 일본 국내법상으로는 별다른 특색을 가진 것은 아니며 규제대상이 

원자력이라 하여 이와 같은 규제방식이 채택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나. 일본의 원자력 관련 법률과 안전규제

1) 개 요

일본의 원자력 관련법령으로는 우선 평화적 목적과 민주․자주․공개의 원칙에 입각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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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명확하게 하고,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개

발기관의 설치, 핵연료물질과 원자로 등 및 원자력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원자력기본법(原子力基本法)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核原料物質、核燃料物

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관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放射性同位元素等に関す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

법(原子力災害対策特別措置法),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原子力損害の賠償に関す

る法律)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원자력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일본의 원자력 관련 법률 주요내용

제정 법  률  명 주 요  내 용

1955.12 원자력기본법

○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이 평화적 목적에 한한다는 

것, 민주․자주․공개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함을 명확히 

함 

○ 원자력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개발 기관의 설

치

○ 핵연료물질, 원자로 등에 관한 관리의 기본적 사항과 원

자력개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1955.12 원자력위원회설치법

○ 원자력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각부에 

원자력위원회를 설치

○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 이용의 추진에 대하여 기획․심의 

및 결정을 하도록 함

1957.06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원자로등규제법))

○ 정련사업, 가공사업, 재처리사업 및 원자로 설치․운전 등

에 관한 규제를 규정

○ 핵원로물질 및 국제규제물질의 사용에   관한 규제를 규

정

○ 원자로주임기술자에 관하여 규정

○ 2000년 7월의 일부개정으로 연료가공   시설에 대한 안

전규제제도 강화

1957.06

방사성동위원소등에 관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방사선장해방지법)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방사성동위

원소의 판매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폐기업에 관한 규제를 규정

○ 방사선취급주임에 관하여 규정

1958.05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기술적 기준의 책정 및 기본

방침을 명확하게 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방사선방호

심의회의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

한 기술적 기준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 구체적으로는 방사선심의회의 설치, 심의회의 소관사무, 

심의회의 조직, 심의회의 회장,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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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법  률  명 주 요  내 용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961.06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 원자력손해의 특수성으로부터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

우,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

○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손해배상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손해배상조치 의무, 배상이행에 대한 국가의 원조 등 원

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규정

1961.06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에 관한 법률

○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부

와 원자력사업자간에 체결되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에 관하여 규정

○ 보상하는 손해, 보상계약금액, 보상료   등 기본적인 사

항을 규정

1964.07 전기사업법 ○ 발전용원자로에 대해 상세히 규정

2000.05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으로 생긴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후에 발생하는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을 확실하

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

2000.06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

○ 원자력손해의 특수성을 배려하여 원자로 등 규제법, 재

해대책기본법 등의 부족부분을 보완하고, 원자력재해에 

대한 대책강화를 도모

○ 긴급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면

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에 긴급사태응급대책거점을 

설치함과 동시에, 원자력손해합동대책 협의회를 조직하

여 처리할 것을 규정

2002.06 에너지정책기본법

○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법률

○ 에너지수급시책에 관하여 안정공급의 확보, 환경에의 적

합, 시장원리의 활용이라는 3개의 기본방침을 규정

○ 이러한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책정된 것이 에너지기본계

획이며, 이 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은 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기간전원으로서 추진할 것이 명문화되어 있음

2002.12
독립행정법인원자력기반

정비기구법

○ 독립행정법인 원자력기반정비기구의 설립근거법률

○ 원자력시설 및 원자로시설에 관한 검사 등, 원자력시설 

및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안전성의 해석 및 평가 등

을 규정

○ 에너지로서의 이용에 관한 원자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정비를 목적으로 설립됨을 명문화

2004.11

독립행정법인

일본원자력

연구개발기구법

○ 독립행정법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설립근거법률

○ 원자력에 관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핵연료주기를 확

립하기 위한 고속증식로 및 이에 필요한 핵연료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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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법령분석을 통한 최적 안전규제 기법 및 제도 도입방안 연구(A 

Study on the Introduction Plan of the Optimum Safety Regulation System and Technique by 

Analyzing the Nuclear Law System), 한국법제연구원(과제번호 : 1345180889), 2013.9, 279

면~281면

나. 안전규제 주요법률

1) 원자력기본법

원자력기본법(1955년 법률186호, 최종개정은 2004년 12월 3일)은 원자력의 연구, 개

발 및 이용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

하며, 인류사회의 복지와 국민생활의 수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또한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은 평화적 목적에 한하고, 안전의 확보에 기초한 민주

제정 법  률  명 주 요  내 용

개발 및 핵연료물질의 재처리에 관한 기술, 고준위방사

성폐기물의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을 명문화

2011.08
원자력손해배상

지원기구법

○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손해배상조치를   초과하는 손해

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손   해배상의 신속․적절한 실시 

등을 목적

○ 기구의 설립근거 및 자금원조를 위한   특별사업계획, 

특별자금원조 및 부담금의 특례 등을 규정 

2012.06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 원자력안전규제 관련조직의 일원화 및 기능강화(환경성

의 외국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치, 사무국으로서 원

자력규제청의 설치 등)

○ 원자력안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의 정비

2012.08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지방 태평양충지진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사

고에 의하여 방출된 방사

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에 대처에 관한 특별조치

법(방사성물질오염대처

특조법)

○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지방태평양충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하여 방출된 사고유래방사성물

질에 의한 환경오염에의 대처에 관해 국가, 지방공공단

체, 원자력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국

가, 지방공공단체, 관계원자력사업자 등의 강구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유래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신속히 저감할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감시 및 측정의 실시, 사고유례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폐기물 처리 및 제염 등의 조치, 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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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영 하에 자주적으로 수행하며, 그 성과를 공개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에 도움이 되도

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제2조). 

그 밖에도 원자력기본법에서는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제2장), 원자력의 

개발기관(제3장), 원자력에 관한 광물의 개발취득(제4장), 핵연료물질의 관리(제5장), 원

자로의 관리(제6장), 특허발명 등에 대한 조치(제7장), 방사선에 의한 장해의 방지(제8

장), 보상(제9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은 부록 참조)

2)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1957년 법률 제166호, 최종개

정 2009년 7월 3일)(이하 원자로등규제법이라 함)은 핵물질의 취급에 관한 전반적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는 핵물질에 관하여 주로 안전성의 확보라

는 관점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핵물질의 관리에 관한 규제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원자력기본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원자로

의 평화적․계획적 이용, 재해방지 및 핵연료물질의 방호(테러 등에의 이용금지)에 있으

며, 규제의 대상은 제련․가공․저장․재처리․폐기사업과 원자로의 설치 및 운전 등, 국제규제

물자의 사용 등이다. 일본의 경우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령은 1948년의 의료법시행규

칙(1948년 厚生省令 제50호)에 기원을 두며, X선 진료시설의 설계기준이 우선적으로 설

정되었다. 

그 후 해외로부터 방사성동위원소가 수입되고, 방사선의 이용이 진행됨에 따라 방사성

물질의 취급에 기준을 두어 규제하게 되었으며, 이용에 의한 방사선장해를 방지할 필요

성이 발생함으로써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관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이하 방

사선장해방지법이라 한다)이 1957년 6월 10일에 제정․공포(1958년 4월 1일 시행)되

었다.

3)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관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규제대상시설과 사업소의 증가 및 이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규제방법과 실태

의 괴리를 조정․합리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정에 있어서는 국내의 사정과는 별도로 당시의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권고를 검토하여 그 취지

를 법령에 반영하고, 국제적인 기준 및 규제에 합치되도록 하였다.

한편, 국내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1960년 5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여

러 차례에 걸쳐 법률의 일부개정이 행해졌다. 한편, 국제적 기준 등과의 관계에서는 정

령, 규칙, 고시 등의 개정에 있어서 ICRP의 권고를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반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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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정  령 성  령 고  시

원자력기본법

원 자 로 
등규제법

원자로 등 
규제법시행령

실용로규칙
실용로규칙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도를 
정하는 고시

운전책임자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핵연료물질 등의 
운반에 관한 조치에 
관한 기술적 세목을 

정하는 고시

안전상 중요한 기관 
등을 정하는 고시

연구개발 
단 계 로
규    칙

연구개발단계로규칙
의 규정에 기초한 
선량한도를 정하는 

고시

방사선장
해방지법

방사선장해
방지법시행령

방사선장해방지
법시행규칙

전    기
사 업 법

전기사업법
시  행  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발전용원자력시설에 
관한 방사선에 의한 
선량 등의 기술기준

발전용원자력시
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발전용원자력시
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재해대책기본법

원자력재
해대책특
별조치법

원자력재해대
책특별조치법 

시행령

원자력재해대
책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그림 2-4> 일본의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령체계 

출전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법령분석을 통한 최적 안전규제 기법 및 제도 도입방안 연구(A 

Study on the Introduction Plan of the Optimum Safety Regulation System and Techniqu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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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Nuclear Law System), 한국법제연구원(과제번호 : 1345180889), 2013.9, 281면

대표적으로 최초 제정 시의 정령, 규칙, 수량고시에서는 1954년의 권고, 1960년의 개

정에서는 1958년의 권고, 1966년의 개정에서는 1962년의 권고, 1988년의 개정에서는 

1977년의 권고, 2000년의 개정에서는 1990년의 권고를 각각 반영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법령의 체계는 <그림 2-5>와 같다.

4)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原子力災害対策特別措置法, 1999년 법률 제156호)(이하 
원재법이라 한다)은 1999년 9월 30일 발생된 JCO 핵임계 사고의 교훈으로부터 원자

력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에 재해대책

기본법 및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서 제정

된 것이다.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은 초지동작의 신속화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강화, 원자력

재해의 특수성에 대응한 국가적 긴급대응체제의 강화, 방재대책에서의 사업자책임의 명

확화에 있다. 즉, 긴급 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에 긴급사태응급대책거점을 설치함과 동시에 원자력손해합동대책협의회를 조

직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에 따라 발생한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후에 발생하는 고준위 방

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종처분비용의 출연제도, 최종처

분을 실시하는 주체의 설립, 거출금을 관리하는 법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의 작성 

및 공표(제3조-제5조), 정밀조사지구 및 최종처분시설지의 선정(제6조-제10조), 최종처

분의 실시(제11조-제33조),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제34조-제74조)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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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정  령 규  칙 고시

원자력기본법

(1955년 법률 제186호)

핵원료물질, 핵원료물질, 

원자로 및 방사선의 정의에 

관한 정령

(1957년 정령 제325호)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57년 법률 제167호)

동 시행령

(1957년 정령 제324호)

원자로의 설치운전 등에 관한 규칙

(1957년 總令 제83호)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1957년 總令 제84호)

방사성동위원소 등 차량운반규칙

(1977년 운수성령 제33호)

방
사
선
을
 
방
출
하
는
 
동
위
원
소
의
 
수
량
 
등
을
 
정
하
는
 
건
  

(

2
0
0
0
년
 과
학
기
술
청
 고
시
 제
5
호)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1957년 법률 제167호)

동 시행령

(1960년 정령 제259호)

동 시행규칙

(1960년 總令 제56호)

노동안전위생법

(1972년 법률 제57호)

전리방사선장해방지규칙

(1972년 勞令 제41호)

국가공무원법

(1947년 법률 제120호)

직원의 방사성장해의 방지

(1963년 인사원규칙 제10-5호)

의료법

(1948년 법률 제205호)

동 시행규칙

(1948년 厚令 제50호)

약사법

(1960년 법률 제145호)

동 시행령

(1961년 정령 제11호)
방사성의약품제조규칙

(1961년 厚令 제4호)

약국 등 구조설비규칙

(1961년 厚令 제2호) 

건설기준법

(1950년 법률 제201호)

동 시행령

(1950년 정령 제338호)

<그림 2-5>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령체계

출전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법령분석을 통한 최적 안전규제 기법 및 제도 도입방안 연구(A 

Study on the Introduction Plan of the Optimum Safety Regulation System and Technique by 

Analyzing the Nuclear Law System), 한국법제연구원(과제번호 : 1345180889), 2013.9,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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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

1. 중국의 원자력 사용 환경

중국 전력수요의 급속한 성장은 전력의 공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화석연료 중심

의 에너지 사용 환경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세계은행은 오염에 따른 경제적 손실

이 GDP의 거의 6%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3년 8월 국무원은 에너지-환경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2012년 기준 40-45%까

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동기간에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재

생가능에너지로 보급하겠단 목표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중국은 96억 t-CO2를 배출해 세

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

력 발전소의 폐쇄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5년의 발전량은 불과 0.3% 증가했다. 연료별 발전량은 화석

연료(4,242TWh), 수력(1,126TWh), 신재생 에너지(271TWh) 그리고 원자력(171TWh)

로 구성되었다. 동적으로 보면 화석연료 발전은 2015년 2.7% 줄어든 대신 원자력의 비

중은 29%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11월에 중국은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비화석

에너지로 조달하고 이 시점이 온실가스 배출의 변곡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중

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한 이러한 전환은 원자력발전의 적극적인 개발이 수반

된다. 2030년 까지 원전은 120-150GWe의 용량이 되어, 원자력은 전력용량의 8-10%

를 담당해야 한다.

BP(2015) BP, ‘Energy Outlook 2035’, 2015.2.

은 2035년까지 중국은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수입국이 될 것이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15%에서 2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온실가스 배

출량은 2035년까지 37% 증가하고 일인당 배출량도 2035년까지 OECD를 능가해 세계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 에너지 정책과 청정한 대기

중국의 핵심 에너지원인 석탄은 대부분 북부이나 북서부 지역에 매장되었으며, 사용지

역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국가 철도화물의 40% 정도를 석탄수송에 사용되어 심대한 물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자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강력한 이유이다. 

2014년 9월 국무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Reform 

Commission)가 작성한 기후변화계획을 승인하였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

선을 위해 비화석 연료의 도입, 배출허가제 그리고 삼림확보 정책 등이 담겨져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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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월 국무원은 석탄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원자력과 같은 청정에너지의 이용

을 촉진하는 계획과 내륙 지역의 산업개발 타당성을 조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부터 적용되는 ‘제13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매년 6-8기의 원자로 승인이 필요하다. 

나.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석탄산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지역의 중요한 발전원이 되고 있다. 적절

한 풍력과 수력 발전소가 수요지와 떨어져있는 데 비해, 원자력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전

력의 수요처와 멀지않게 입지해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 원자력 정책은 2004년에 ‘긍정적인 개발’에서 ‘적극적인 개발’로 전환되었

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안전을 바탕으로 꾸준한 개발’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58GWe가 가동되고, 30GWe가 건설중인 계획을 갖고있다.

다.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16일 국무원은 모든 신규원전의 승인 

보류와 건설중이었던 원전들을 포함해 모든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 안전점검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2011년 건설개시 될 4기의 기승인 원전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건설중이었던 26기의 원자로를 포함해 34기의 원자로가 진행 중단되었다.

2012년 5월에는 원전에 대한 새로운 안전원칙이 발표되었다. 국무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중국의 원자력 안전과 방사성 오염 방지의 기본 원칙으로 먼저 안전성과 품질을 

제시했다. 중국의 규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과 완전히 부합되고 있다. 

2012년 10월 24일에 총리는 새로운 원자로는 새로운 세대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정된 속도로 계속 진행한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내륙의 원전

계획은 2015 년까지 보류하였다. 국무원은 환경부가 발표한 2020년을 향한 원자력 안전

과 방사성 오염방지 및 비전을 담은 ‘제12차 5개년 계획’을 승인하였다. 여기에는 41기의 

가동원전과 건설중인 원전의 안전성 보완 예산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중국의 원

자력은 “허가는 신중하되 도입은 지속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 원자력 기술 수출

중국은 NDRC 수준에서 중국의 기술자립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정책은 중국 경제와 외교 영향력에 힘입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CNNC와 

SNPTC는 2013년부터 CAP1400의 수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남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

세계 시장의 탐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1월에 내각은 새로운 인센티브와 1,030억 

달러 수준의 재정을 원전과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산업에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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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중국의 원전수출 전망

도입국 원전이름 로형
추정가격
(억 달러)

수출기관

파키스탄
Chasma 3,4 CNP-300 23.7 CNNC

Karachi Coastal 1,2 Hualong 1 96 CNNC

루마니아  Cernavoda 3 Candu 6 77 CGN

아르헨티나
Atucha 3 Candu 6 58 CNNC

Atucha 4 외 Hualong 1 70 CNNC

영국 Bradwell Hualong 1 CGN

이란
Arak 중수로 Arak 중수로 CNNC

Makran coast 100MWe급 2기 CNNC

터키  Igneada AP1000과 CAP1400 CNPTC

남아공 Thyspunt CAP1400 CNPTC

캐냐 미정 Hualong 1 CGN

이집트 미정 Hualong 1 CNNC

아르메니아
Metsamor 1기 CNNC

미정 HTR600 CNEC

카자흐스탄 미정 연료공장 CN

2. 중국의 원자력행정체제

가. 원자력관리체제

중국의 원자력관리감독 핵심부서는 국가에너지위원회(國家能源委院會)를 정점으로 국

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에너지국), 환경보호부(국가핵안전국), 공업정보화부(국가국방과학

기술공업국) 등 3개 외국(外局)이 정립하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체제이다.

1) 국가에너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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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위원회는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전략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국무원총리

와 부총리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부, 공업정

보화부, 공안부, 국방부, 재정부,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国家卫
生和计劃生育委员会, 이하 위생부라 한다)등 국무원 각부 위원회의 장(長)으로 보한

다.

2) 국가에너지국

국가에너지국은 국내의 에너지개발과 이용 상황을 총괄하며, 에너지 개발전략과 정책을 

수립한다. 에너지개발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력 등의 에너지 자원운영을 시행한다.

국가에너지국은 2013년 5월 원전안전규획(核電安全規劃)초안을 작성, 국무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국가에너지국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방사선 환경방호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중국의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이다.

  199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서 현재 국무원 환경보호부 소속

으로 이관되었으며, 원자력발전산업총괄, 원전사업표준 수립, 원자력 발전소 운영법규수

립, 원전발전계획 및 원전연구개발 조정 및 지도, 원전사고비상대응관리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

3) 국가핵안전국

국가핵안전국은 핵물질, 원자로 안전운영에 관한 규정 수립, 관련 기술표준심사, 원자

력시설 안전성 및 원자력시설 운영기구의 안정보장 능력심사 및 평가, 핵물질 및 원자로 

안전감독, 원자력 안전사고조사 및 처리 등을 수행한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2011년 

9월 3개사(司)로 확대․개편되었으며 2012년 2월 핵안전 및 방사성오염방지규획(核安全

放射性汚染防止規劃) 초안을 작성하여 국무원에 제출한 바 있다.

4)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은 원자력발전 이외 지역의 핵연료주기 및 군용핵시설관리, 국

제원자력기구 관련 활동, 핵연료 규제 및 수출입관리, 국가 원자력사고 비상 대응을 수행

하는 등 주로 군수분야의 핵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은 1실 13사로 조직되어 있으며 판공청, 정책법규사, 종합계획

사, 재무사, 과기 및 질량사, 계통공장 1, 2, 3사, 민용발전사, 국제협력사, 인사교육사 등

이다. 그 밖에 공안부, 재정부, 국방부, 위생부가 원자력관련 정책수립 및 관리․감독업무

를 분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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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전사업의 실제 소유와 경영

원전사업의 실제 소유와 경영은 중국핵공업그룹(中國核工業集團公司), 중국광동원전그

룹(中國廣東核電集團公司), 중국전력투자그룹(中國電力投資集團公司) 3개의 국유(國有)

기업이 각지의 원전을 분담 현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다.

가) 중국핵공업그룹

중국핵공업그룹은 1988년 경제개혁 정책에 따라 핵공업부(核工業部)에서 국유기업으

로 전환한 후, 1999년 정책 기능은 정부로 이관하고, 사업기능을 남겨 중국원전그룹으로 

개편, 산하에 진산 1, 2, 3기 원전, 링아오 1, 2기 원전, 파키스탄 카시마 원전 및 북경핵

설계원, 상해핵공정연구설계원 등 설계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나) 중국광동원전그룹

중국광동원전그룹은 광동지역에서 20개의 원자력관련회사로 구성되어 다야만, 링아오, 

양장 등 원자력발전소와 기타 지역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동 그룹의 45%의 

지분은 지방정부가 보유한다. 

다) 중국전력투자그룹

중국전력투자그룹은 2004년 신규 설립한 중국 최대의 국유전력산업그룹으로 중국원전

그룹과 중국광동원전그룹이 운영하는 원전 이외의 원전 대부분을 보유 운영하고 있다.

나. 원자력안전체제의 강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의 원자력관리 행정체제가 <표 2-6>과 같이 강화되었

다. 참고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 중국의 원자력 관리체제 변화를 <그림 2-6>에 나타내

었다.

<표 2-6>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 원자력 관리체제 조정

국가에너지국 ○ 원전사무실(核電辦公室)을 원자력발전사(核电司)로 승격(2012.2)

국방‧과학기술 공업
국

○ 기존의 국가원자력사고비상대응사무실을 국가원자력사고비상대응사

(核应急司)로 승격

국가핵안전국

○ 기존의 핵안전관리사를 3개 司로 확대2011.9)

○ 핵 및 방사능 안전감독관리 제1사, 제2사, 제3사

○ 핵안전감독관리인력 1,000여명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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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후쿠시마 사태 이후 중국의 원자력 관리체제 변화

출전 : 김종선, 중국의 원자력 안전정책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96호, 

2012.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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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일반법령체계

가. 중국의 헌법과 국가구조

중국의 1982년 「헌법」에서는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으로 이루어 낸 새로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국가구조,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관계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이 단일제(單一制)를 시행하는 국가

라는 것을 재확인 하고 있으나 헌법의 어떤 조항에서도 단일제 라는 단어는 사용되

고 있지 않다.

중국헌법은 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즉 1988년 4월 12일, 1993년 3월 29일, 

1999년 3월 15일 각각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의 대부분은 경제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러나 헌법의 서언 중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각 민족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라는 문구에서 중국의 헌법학자들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단일제를 시행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연방제를 시

행하는 국가가 아니며, 국가연합형태의 국가도 아닌 단일제 국가의 형태를 채택하여 시

행하고 있다는 헌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

헌법의 규정으로 볼 때,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일제 체제에서는 중국의 성급(省級) 

지방정권은 지방 자치적 조직형태를 취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급(省級) 정부의 

구성 방법에 있어 중앙정부와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중앙인

민정부와 지방기관의 권력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중앙집권적 특징을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무원은 직권으로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총괄하고, 중앙

정부와 성․자치구․직할시의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지

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헌법 제89조 제4항 및 제14항). 

  또한 성․자치구․직할시의 국가기관이 제정한 지방성 법규와 결의가 헌법․법률․행정법

규와 저촉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헌법 제67조 제8항), 현(懸)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부문과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영도하고, 소

속기관의 각종 업무와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8조).

또한 1982년 「헌법」에서는 국가구조와 관련하여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

고 특별행정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헌법 제31조). 1997년과 1999년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일국양제(一國兩制)를 시행함에 따라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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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체계에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특별행정구의 기타 법률이 보충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주체지구(國家主體地區)의 사회주의 법률제도와 특별행정구의 자

본주의 법률제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내에 공존하게 될 것이다. 국가주체지구(國家主體

地區)는 국가 주요지역 또는 국가 주요부분이라는 뜻으로 홍콩․마카오․대만 등을 제외한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 또는 지구(地區)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법률제도

의 . 각 분야에 반영될 것이며, 중국의 법제 확립에 적지 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나. 중국의 법률체계

현행 중국의 법률체계는 사회주의 법계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헌법분야, 경제법분야, 

민상법분야, 형법분야, 절차법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

초로 하는 각종 성문법들로 되어 있다.

즉 헌법, 법률(기본 법률과 기본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

례․단행조례, 경제특구의 규범성문건(規範性文件)(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건을 통칭) 및 

규장(規章), 특별행정구의 법규, 국제조약․국제관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헌법(憲法)

중국 최고의 법으로서 그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중국헌법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제정․개정하며, 헌법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 개정은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1/5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2/3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

법의 준수를 감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헌법을 해석․감독한다(중국헌법 

제64조 제1항).

2) 법률(法律)

법률의 지위와 효력은 헌법보다 낮기는 하지만 기타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다른 법규

범보다는 그 효력이 크다. 법률은 제정기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가) 기본법률

기본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제․개정하는 형사․민사․국가기관 

등 규범성 문건을 말한다(중국 입법법 제7조). 예를 들면,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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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중국의 법령 체계

법의 위계 제 정 기 관 비  고

헌    법
*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
헌법 제62조

↓

기본법률 * 전인대 헌법 제62조

법률(Act)

기타법률

* 전인대 상무위원회

  (이하 “상무위”)
헌법 제67조

↓

행정법규
(Decree)

* 국무원

헌법 제89조. 조례, 세칙, 규정, 결정, 판법, 통

지, 해석 등으로 표현 

※ 우리나라 시행령에 해당

↓

규   장

지방성법규
(Regulation)

* 규장 : 각 부, 

  각 위원회

* 지방성 법규 : 지방    인민

대표대회와 상    무위원회

규장(헌법 제90조)(부문

규정이라고도 함)

※ 실시세칙, 규       정, 

통지, 설      명, 의견 등

의      명칭 사용

※ 우리나라 시행      규

칙에 해당      (헌법 제

100조)

※ 우리나라 조례      에 

해당

*양 규정 충돌   시 

: 법원이   하나의 

규범   을  당해 사  

 건만 배제

↓

지방정부
규장(규정)

* 각 지방정부

“지방정부규정”이라고도 함.

※ 명칭은 부문규정과 유사

※ 우리나라 규칙에 해당

나) 기본법률 이외의 기타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가 제․개정하는 규범성문건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상표법, 외자기업법 등이 이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

에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그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보완․개정할 수 있다(중국 입법법 제7

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決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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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決定), 규정(規定), 판법(辦法 )등도 법률류(法律類)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법을 해

석할 때에는 비록 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개정한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판법(辦法) 등도 협의(狹義)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판법(辦法)”이란, 그 사전적 의미는 방법, 수단 등의 의미이다. 그러나 법규범으

로서의 辦法은 대부분 어떤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

다

3) 행정법규(行政法規)

행정법규는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阮)이 헌법과 기타 법률에 따라 제정

한 규범성문건을 말한다(중국 입법법 제56조). 행정법규의 법적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률 다음이다.

국무원에서 공포한 조례(條例), 규정(規定), 판법(辦法), 결정(決定)과 명령(命令) 등

이 규범성문건일 경우 모두 행정법 부류에 속하며,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는 헌법

과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에서 제정한 헌

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 등을 폐지할 수 있다.

행정법규의 범위는 국가행정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회관계, 예컨대 국가행정기관의 직권

과 직책을 규정하거나 국가행정기관과 기타 국가기관, 사회조직, 기업 및 공민(公民)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 자치구조례(自治區條例), 단행조례(單行條例)와 경제특구의 

수권법규(授權法規) 및 규장(規章)

가)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는 일정한 지방권력기관에서 그 행정구역내의 구체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한 법률을 말하며, 그 법적 효력은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입법법 제63조, 제64조). 

나) 자치구조례(自治區條例)와 단행조례(單行條例)

중국 헌법과 민족자치구법(民族自治區法) 및 입법법(立法法)에 따라 민족자치구역의 

자치기관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족자치구역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역민족의 정

치․경제와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구조례(自治區條例)와 단행조례(單行條例)를 제정할 

수 있다(민족자치구법 제19조, 입법법 제66조). 그리고 민족자치구역의 자치구조례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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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조례는 그 민족자치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다) 경제특구의 수권법규(授權法規)

중국의 경제특구의 수권법규(授權法規)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하여 소속 경제특구의 단행법규와 규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입법법 

제65조). 그 법률적 효력은 일반법규, 규장과는 다르다.

라) 규장(規章)

규장(規章)은 행정규범으로서 제정기관에 따라 부문규장(部門規章)과 지방정부규장(地

方政府規章)으로 나눌 수 있다. 부문규장(部門規章)은 국무원의 각 부문 및 그 직속기관

에서 가지고 있는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한 것이고, 지방정부규장(地方政府規章)은 성

(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인민정부 및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지

역의 시와 국무원에서 비준한 비교적 규모가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법의 효력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규장의 순이다. 그리고 지

방성법규의 효력은 동급 또는 하급 지방규장의 효력보다 크고,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 규장의 효력은 본 행정구역 내 비교적 규모가 큰 시에서 제정한 규장의 효력보다 

크다.

국무원의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 간의 효력은 동일하고, 각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통용

된다. 자치구조례(自治區條例)와 단행조례(單行條例)의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중에

서 내용이 유사한 규정을 준용할 때에 그 자치구역에서는 그 해당 변통규정을 적용한다. 

경제특구의 수권법규는 위임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에 대하여 성

격이 유사한 규정을 고쳐 적용할 경우에는 본 경제특구는 경제특구의 법규를 적용한다.

5)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의 법률

중국 헌법 제31조는 국가는 필요시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특별행정구 내

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 규정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일국양제(一國兩制)의 구상이 헌법에 잘 표현된 것으로

서 특별행정구에서는 중국내륙지역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법률제도와 다른 제도를 시행

한다.

따라서 입법권한과 법률형식상의 특수성을 가진다. 특별행정구의 법률․법규는 당대 중

국법의 연원 중 독단적인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입법체계에서 특별

행정구의 입법은 지방입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을 가진다. 

특별행정구 입법의 범위가 비록 중국 지방입법의 기타 두 가지 유형보다 훨씬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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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업무에 대하여 입법을 행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최고의 

국가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특별행정구의 입법이 기본법에 규

정된 지방성자치업무(地方性自治業務)의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관리의 권한을 초월

하지 않았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6) 국제조약과 국제관례

국제조약은 중국이 국제법의 주체로서 외국과 체결한 양국 또는 다국간 조약과 협정을 

다룬 문건을 말한다. 조약발효 후 조약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는 국제관례에 따

라 관련국가의 국가기관․단체 및 국민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1990년 중화인민공화국 조약체결 절차법
을 통과 시켰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중앙인민정부, 즉 국무원이 외국과 조약협정을 체결한다.

ⅱ)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한 협정에 대하여 

비준 또는 폐지의 결정권을 행사한다.

ⅲ)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과 체결

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에 대하여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국제관례는 국제조약을 보완하는 법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민법통칙(民法通則)에

는 국제조약과 국제관례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제142조에서는 중화

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중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법과 다른 규정

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조약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다고 서명한 것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중

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중에 규정이 없을 경우,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중국의 원자력법제

가. 서  론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으로 약칭)밀도가 가장 높은 동북아 지역은 원자력 안전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

각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태직후, 중국 정부는 신규원전건설의 잠정보류를 선언하면서 과거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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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건설에서 안정적․고효율적인 원전 운영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한편, 그해 연말까지 각

계 여론 수렴을 거쳐 원자력법(原子能法)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는 등 30년간 답보상태였

던 원자력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10월, 중국정부는 원전 증설에 대한 승인을 재개하면서 폭발적으로 증

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총 188기의 원전을 건설, 발전능력을 현재

의 4배 이상인 4,000만kw로 확대하고, 전체 발전에서의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현재의 

1.1%에서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중국에서 신설될 원전 부지가 지진취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면서 중국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한반도 남서해안 쪽은 12시간 이내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한국의 

원자력전문가의 주장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원자력 안전성 문제는 최 인접국인 한국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긴박한 현실문제가 되어 있다. 멀게는 1980년대 개혁개방초기, 가까이는 2001년 

WTO가입 이후부터 중국정부는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

용적인 법을 추구하며 개혁․개방과 부국강병을 위한 도구로써의 법의 추동적 기능을 강조

한 법제 개선을 추구하여 왔다.

그 결과 계약법, 물권법, 회사법, 대외무역법, 노동법, 세법 등 민․상법과 경제법 분야에

서는 괄목할 만한 법제 개선을 이룩하였으나 인권과 환경 분야를 위시한 민주, 자유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법제화는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원자력법제는 방사성오염 및 공해방지 차원의 개별환경법인 방사성오염방

지법(放射性汚染防治法)이 국가 차원의 유일한 법률로서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각국 대

부분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원자력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림 2-7>은 중국의 원자력법 

체계이다. 

중국의 원자력 안전은 한국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중국의 원자력 관련법

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나. 중국의 원자력법체계

1) 방사성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03년 6월 

28일 제정되고, 2003년 10월 1일 시행되었으며, 환경개별법의 일종이지만 중국 원자력

법제 중 유일한 법률로 분류되고 있다. 방사성오염방지법의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 환경보호법(1989년)

- 광산자원법(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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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법(1995년)

- 해양환경보호법(1999년)

- 대기오염방지법(2000년)

- 환경영향평가법(2002년)

- 안전생산법(2002년)

-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2004년)

- 토지관리법(2004년), 

- 재생가능에너지법(可再生能源法)(2005년)

- 수(水)오염방지법(2008년)

- 소방법(2008년) 등이 있다.

이들 12개 법률은 환경법제와 에너지법제, 안전관리법제 및 기타법제 등 4개 분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모두 환경과 사회 안전에 대한 원자력이용관리에 책임을 부과하는 공

통점이 있다.

<그림 2-7> 중국 원자력법체계

출전 : 강효백, 중국의 원자력법제 현황 및 개선전망,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2013.12, 757면. 

2) 하위법규

현재 중국 원자력법제의 하위법규로는 중국의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헌법과 법

률에 따라 제정하고 공포한 규범성 문건의 총칭인 행정법규(行政法規)와, 국무원 소속의 

각 부, 각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 국무원의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한 부문규장(部門規章) 

및 각급 지방정부가 제정한 지방성규범이 있다. 

가) 행정법규(行政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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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원자력관련 행정법규는 다음과 같다. 

- 민용원자력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民用核施設安全監督管理條例)(1986년)

- 핵재료관제조례(核材料管制條例)(1987년)

- 원자력발전소원자력사고비상대응관리조례(核電廠核事故應急管理條例)(1997년)

-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장치안전및방호조례(放射性同位素與射線裝置安 全和

      防護條例)(2005년)

- 군․민용원자력제품및관련기술수출규제조례(核兩用品及相關技術出口管制

      條例)(2007년),

- 민용핵안전설비감독관리조례(民用核安全設備監督管理條例)(2007년)

- 방사능물품운수안전관리조례(放射性物品運輸安全管理條例)(2009년)

-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조례(放射性廢物安全管理條例)(2012년) 등 모두 9개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1주년인 2012년 3월 11일 중국 국무원이 제정․시행한 방

사성폐기물안전관리조례(放射性廢物安全管理條例)는 방사성물질의 처리․저장․처분에 대한 

안전감독조치를 구체화하고 방사성고체폐기물 저장․처분 및 그와 관련된 허가조치 및 절

차, 부지선정 및 건설, 그리고 안전조건, 폐쇄 후 안전감독제도 등을 보완하였다.

나) 부문규장(部門規章)

원자력관련 부문규장은 주로 국무원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부, 공업정보화부, 

국가핵안전국, 환경보호총국, 상무부, 공안부, 재정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과 같

이 제정․시행하였다. 

- 도시방사성폐기물관리판법(城市放射性廢物管理辦法)(1987년)

- 원전소방사성환경방호규정(核電廠環境輻射防護規定)(1990년)

- 원전안전운영관리(核電廠安全運行管理)(1993년)

- 방사성환경관리판법(放射性環境管理辦法)(1996년)

-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장치안전및방호관리판법(放射性同位素射線裝置安全 

和防護管理辦法)(1998년)

-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장치안전허가관리판법(放射性同位素射線裝置安全裝置 

許可管理辦法)(2000년)

- 민용원자력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실시세칙(民用核施設安全監督管理條例實施細則) 

(2005년)

- 핵재료관제조례실시세칙(核材料管制條例實施細則)(2007년)

- 방사성폐기물안전감독관리규정(放射性廢物安全監督管理規程)(2009년) 

등을 비롯한 모두 27개의 원자력관련 부문규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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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성법규(地方省法規)

원자력관련 지방성법규는 원전을 보유한 지방정부가 제정한 세부시행법규는 다음과 같

다.

  ⅰ) 절강성원전방사선환경보호조례(浙江省核電廠輻射環境保護條例)(2002년) 

  ⅱ) 산동성방사선환경관리판법(山東省輻射環境管理辦法)(2003년)

  ⅲ) 대아만원전방사선환경관리조례(大冶灣核電廠輻射環境保護條例)(2005년) 

      등 모두 10개가 있다.

3) 국제조약

중국에서 국제조약은 주요 법원(法源) 중의 하나다. 개혁개방의 심화와 WTO 가입 및 

글로벌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니는 즉 국제법 

우선원칙을 기본법률에 규정하였다.

민법통칙 제142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과 중화인민공화

국의 민사법률 중에 상이한 규정이 있을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

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중 규정이 없을 경우,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상법> 제268조 제1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 

동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법 이론상 국제조약이 오히려 중국 국내법보다 효력 면에서 우선하는 법

원으로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이 현제 체결하고 있는 국제조약은 다음과 

같다. 

- 국제원자력기구조약(Statut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1984년 체결)

- 원자력사고조기통보조약(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1986년)

- 원자력사고․방사능긴급사태시원조조약(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f Emergency(1986년)

- 핵물질방호조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1989년)

- 핵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1992년)

- 원자력안전조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1996년)

-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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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cts of Nuclear Terrorism)(2005년)

- 사용후핵연료관리의 안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조약 

(방사성폐기물안전조약)(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2006년) 등  모두 8개의 

원자력관련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 방사성오염방지법

1) 구 조

방사성오염방지법은 다음과 같이 8개장 6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입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기본원칙, 관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방사성오염 감측(감독/측정)제도, 방사성오염방지관리감독 직무분장, 원자력산

업체의 책임과 의무, 방사성오염방지 전문자격관리제도 등 방사성오염방지의 관리감독을 

규정하였다. 

제3장은 원자력시설 부지 선정, 건설, 운영, 폐쇄 심사비준 및 허가 취소, 원자력사고 

대응 메커니즘 구축, 원자력시설 주변 통제구역, 원자력사업자, 방사성오염의 종류와 농

도, 유출방사성 측정 및 보고의무 등 원자력시설의 방사성 오염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판매, 양도와 사용업체의 책임과 의무, 방사성 동위원

소의 공안부, 위생부, 환경부의 관리감독 등 원자력기술 이용과정의 방사성 오염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우라늄(토륨)광의 개발․이용, 폐광 허가, 환경영향보고, 동시설계․동시시공․동시

투입원칙, 방사성폐기물 배출의 극소화의무 등 우라늄(토륨)광과 방사성부산물의 개발․이
용 관련 방사성 오염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방사성 오염방지 감독관리기관의 책임, 원자력사업자의 행정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 국경 내 방사성오염물 반입자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책임 등 법적책임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표 2-8> 참조).

<표 2-8> 중국의 방사성오염방지법의 내용

장 조 내         용

제1장

총    칙

제1조 제정목적: 방사성오염방지, 환경보호, 핵에너지개발 평화적 이용

제2조 적용범위: 중국영토 및 관할해역

제3조 원칙: 예방위주, 방지와 처리 결합, 엄격관리, 안전제일 방침

제4조 방사성오염방지 과학연구기술개발 장려, 국제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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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조 내         용

제5조 현급 이상 정부의 방사성오염방지기획 및 홍보교육의무

제6조 기관 및 개인의 방사성오염방지의무와 고발․고소권

제7조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장려조치

제8조 국무원 환경보호부문과 기타부문업무분담 방사성오염방지감독권

제2장

방 사 성

오염방지

관리감독

제9조 방사성오염 방지표준

제10조 방사성오염 감측(감독측정)제도 실시

제11조 방사성오염방지관련 중앙과 지방정부 직무 분장

제12조 원자력산업체의 책임과 의무

제13조 원자력산업체의 안전조치

제14조 방사성오염방지 전문가 자격관리제도 실시

제15조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장치 운수 의무

제16조 방사성물질 생산․판매․사용․저장 경고 표시

제17조 방사성함유상품 국가방사성오염방지표준 부합

제3장

핵 시 설

방 사 성

오염방지

제18조 원자력시설 부지선정 신청 및 국무원 심사비준

제19조 원자력시설 건설, 운영, 폐쇄 허가 신청

제20조 원자력시설 건설, 운영, 폐쇄 심사비준 및 허가 취소

제21조 원자력시설 부대시설 품질검사, 심사

제22조 수입 원자력시설 국가방사성오염방지표준 적격심사

제23조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 주변지역 통제구역 획정

제24조 원자력시설기관, 방사성 종류, 농도 유출방사성 측정 및 보고의무

제25조 원자력시설기관, 안전보장제도수립, 공안부 및 관련기관 감독

제26조 국가의 원자력사고 응급 메카니즘 구축의무

제27조 원자력사업자 폐쇄계획 수립관련

제4장
핵 기 술
이    용
방 사 성
오염방지

제28조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판매․양도 사용업체 심사, 허가

제29조 방사성동위원소 관련업체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제30조 방사성작업장의 신축․개조 설계 검수

제31조 방사성동위원소업체 화재․도난․유실방지의무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수집 포장 처리 절차 및 관리감독

제33조 공안부, 위생부, 환경보호부 등 관리감독업무 분장

제5장
우 라 늄
(토륨)광 

및
부 산 물

연구개발이  
  용

제34조 우라늄광 개발이용 및 폐광업체 허가 및 환경영향보고서

제35조 우라늄광 채굴 동시설계․동시시공․동시투입사용원칙

제36조 우라늄광 유출물 주변환경감측실시, 정기보고

제37조 우라늄광 잔여물 저장 처리 잔여물창고 방사성오염표준부합

제38조 우라늄광 업체 폐광계획서 제정, 폐광비용 국가재정부담

제39조 원자력시설운영 및 이용기관의 방사성폐기물 생산 극소화의무



- 65 -

출전 : 강효백, 중국의 원자력법제 현황 및 개선전망,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2013.12, 758면~760면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중국 방사성오염방지법 제1조는 방사성오염의 방지, 환경보호, 인체건강의 보장, 원

자력, 원자력기술의 개발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환

경보호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입법목적임을 명시하였다.

이는 중국의 여타 환경관련 개별법들의 2원적 입법목적인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촉진에

서 부차적 목적인 환경보호는 그대로 두고 주요목적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경제발

장 조 내         용

제6장

방 사 성
폐 기 물
관    리

제40조 방사성폐기, 폐액, 국가방사성오염방지표준 부합의무

제41조 방사성폐기, 폐액배출기관 환경영향평가, 점검결과, 정기보고의무

제42조 방사성폐기, 폐액배출기관, 환경보호부 규정방식 준수의무

제43조 방사성중․저준위 및 고준위고체폐기물 처리방식

제44조 방사성폐기물 처리부지 선정, 관리감독

제45조 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 재정부 및 환경부 부담

제46조 방사성폐기물 전문업체 환경보호부 심사비준

제47조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오염물질 중국내 수입 및 반입금지

제7장

법적책임

제48조 방사성오염방지관리감독관리 직무유기 수뢰 횡령관련 처벌

제49조 현급 이상 지방관리감독기관 직무소홀 벌금부과

제50조 관리감독 위반 원자력시설업체 벌금부과

제51조 본법 위반 원자력시설업체의 건설, 운영, 폐쇄 행정책임

제52조 본법 위반 원자력사업자의 건설, 운영, 폐쇄 형사책임

제53조 본법 위반 방사성동위원소관련업체 행․형사책임

제54조 본법 위반 방사성폐기물(액체)유출업체 행정책임

제55조 본법 위반 방사성폐기물(액체)유출업체 형사책임

제56조 본법 위반 방사성폐기물(고체)처리업체 행정책임

제57조 본법 위반 방사성폐기물(고체)처리업체 형사책임

제58조 중국경내 방사성오염물 반입자에 대한 행정 및 형사책임

제59조 방사성오염자에 대한 민사책임의무

제8장
부   칙

제60조 군사용 방사성오염방지, 중앙군사위원회규정 의거

제61조 방사성물질 접촉 노동자 업무중 재해의 치료 및 보상

제62조 본법의 용어정의

제63조 본법 시행일 2003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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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촉진을 대체한 것이다.

중국정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이 법의 입법목적으로 명기한 배경은 중국정부가 

원자력을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원전개발 등 평화적 개발과 이용이 

목적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 제3조는 예방위주, 방지와 구조의 결합, 엄격관리, 안전제일을 방사성오염방지의 

4대 방침으로 천명하고 있다.

나) 방사성오염방지의 관리감독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하 환경보호부라 한다)이 전국의 방사성오염방지 

업무를 법에 따라 통일적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이하 위생부라 

한다)과 기타 관련부문은 국무원 규정의 직무 및 관련된 방사성 오염방지 업무를 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시한다(제8조).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시설 이용기관, 우라늄(토륨) 광산 및 파생 방사성 광산개발기관

은 반드시 안전과 방호조치를 실시하고, 방사성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방사성오염의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작업자에게 방사성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안전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3조).

방사성물질과 방사선발생장치는 방사성표지와 중문(中文)으로 경고설명문을 부착하여

야 한다(제16조). 방사성오염방지표준은 환경보호부가 제정하고 환경보호부와 국무원표

준화 행정주관부문이 공동으로 발표한다(제9조).

방사성오염방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질은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방사성광산

폐기물과 천연방사성물질을 건축과 장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국가건축재료 방사성소재통

제표준에 부합해야 한다(제17조).

다)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기술의 방사성 오염방지

원자력시설 부지선정은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야하며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수속

을 거쳐야 하며 부지선정 심사수속 전에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 환경보호부의 심사,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시설의 건설․원료공급․폐쇄조치 전에 국무원 원자력시설관련 안

전관리감독규정에 따라 원자력시설 건설허가증을 신청․취득한 후 다시 원자력시설 가동허

가증과 원료공급․폐쇄 등 제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자력사업자는 관련 허가증 또는 승인문건을 수령한 후, 당해 시설의 건설․가동․원료공

급․폐쇄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설비를 수입할 경우 국가방사성오염방지표준에 부합되

어야 한다(제18조, 제19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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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등 주요 원자력시설은 주변지역에 제한구역을 획정하여야 하며 원자력사업자는 

방사성총량을 검증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환경보호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환경보호 주

관부서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에 대해 감독

성 감측을 실시하고, 필요시 기타 원자력시설의 유출물에 대해서도 감측을 시행한다(제

23조 및 제24조).

원자력사업자는 건실한 안전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공안부문의 감독지도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원자력사고 발생 시 비상사태 대응 매뉴

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원자력사고 비상사태 발생 시 원자력사업자는 효과적 비상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통제

하는 동시에 이를 환경보호부, 위생부, 공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5조). 국가는 원자

력사고 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원자력시설 주관부문, 환경, 보건, 공안 등 관

련부서는 당해 인민정부의 지휘에 따라 원자력사고 비상사태 대응조치를 취한다. 인민해

방군, 무장경찰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규정에 원자력사고 비상조치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제26조).

동 조항의 하위규정으로 국무원은 1986년 민용원자력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民用原子

力施設安全監督管理條例)를 제정한 바 있다.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

성동위원소계측기를 위법으로 생산․판매․사용․양도․수입․보존하는 업체는 환경부문 또는 기

타 유관부문의 직권에 따라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경과 후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

우 사업장을 폐쇄하고 허가를 취소한다.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세부시행규정으로 국무원은 1989년 10월 방사

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장치 방사성보호조례(放射性同位元素, 放射線發生裝置放射性保護條

例)를 제정하였으나, 2005년 9월 동 조례를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보호

조례(放射性同位元素, 放射線發生裝置安全保護條例)로 개정하여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시설 및 부속폐기시설의 건설․운영은 국가방사성오염방지표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사성 폐기․폐액 발생업자는 환경보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방사성오염방지표준에 부적합한 사업체는 방사

성 폐기․폐액을 저장․처리․처분해서는 안 된다(제42조).

방사성고체폐기물 발생업자는 법규에 따라 발생한 고체폐기물을 처리한 후 방사성고체

폐기물업자에게 저장하고 그 저장비용을 부담한다. 방사성고체폐기물저장 및 처리전문업

체는 반드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제45조~제46조).

중․저준위 방사성고체폐기물은 지하의 천층(淺層)에 매립․처분하여야 하며, 고준위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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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체폐기물은 지하의 심층(深層)에 매립․처분하여야 한다. 방사성고체폐기물 처리장의 

부지선정은 주무관서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방사성고체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계획

서를 작성한 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제43조-제44조).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지표침출, 동굴투기, 자연균열지투기 또는 국가가 금지한 방

식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는 금지된다. 내수와 해양에 방사성폐기물을 투기하거나, 허가

를 받지 않고 방사성고체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활동, 방사성폐기물처리 무허가업

체에 저장과 처리를 위탁, 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성오염물질을 중국 국경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와 같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과 함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과한

다(제54~제58조).

다. 중국의 원자력법제 개편 논의

1) 원자력법 제정론

원자력법(原子能法) 제정론은 미국의 원자력법과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등을 중국이 수

용하기에 적합한 입법모델로 설정하고 원자력의 개발․이용과 안전을 총괄 규율하는 원자

력기본법 내지 원자력종합법을 제정하자는 입법론이다.

원자력법 제정론은 중국 관방은 물론 趙威, 耿志成, 蔡先鳳, 陳俊, 彭峰등 중국학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온 이른바 통설적 입법론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정부는 지난 30년간 4차례 원자력법의 제정을 시도한 바 있었다.

제1차 입법작업은 중국이 최초로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하고, IAEA 가입과 동시에 중국

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중국에서의 실시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해인 1984년, 

국가과학발전위원회 국가핵안전국을 중심으로 개시되었다. 

등소평(鄧小平)을 핵심으로 제2세대 중국지도부는 국가과학발전위원회,  핵공업부(核

工業部), 전력부(電力部), 위생부(衛生部)와 공동으로 원자력법 편제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핵공업부와 전력부는 원자력의 개발․이용과 원자력산업진흥분야에, 위생부는 방사성 공

해방지분야에, 국가과학발전위원회 국가핵안전국은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안전규제 분야

의 입법에 주력하는 등 관계부서 간 이해관계대립으로 입법작업은 예비초안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입법초기단계에서 무산되었다.

제2차 원자력법의 입법작업 시도는 1996년 강택민(江澤民)을 핵심으로 하는 제3세대 

지도부에 의해 재개되었다. 원자력법 제정을 경제개발 제10차 5개년(2001~2006년)계획

에 포함시키고, 신설된 국방공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자력법 편제를 위한 TF팀을 조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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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의 원자력법제를 조사․연구하고, 각계의 전문가 및 

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예비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군수산업으로서의 핵공업 개발에 치중하는 내용의 조문이 대부분인 예비초안은 

민용 원자력 개발에 역점을 두는 전력부와 원자력산업체 등의 반대에 봉착, 정식 초안 

작성단계에서 보류된 채 2003년 3월 정부구조개혁으로 국방공업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원자력법 예비초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제3차 원자력법 입법작업은 2003년 출범한 제4세대 호금도(胡錦濤) 정부에 의해 시도

되었다. 환경보호총국을 환경보호부로 승격시키고 환경보호부 산하 독립외국으로 위상을 

격상시킨 국가핵안전국으로 하여금 원자력법 기초작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국가핵안전국이 2006년 3월 대외에 공개한 원자력법 초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개념, 입

법목적, 기본원칙, 원자력기술연구개발의 추진, 행정관리체제, 우라늄자원의 탐사, 채굴, 

원자력재료의 관리, 원자력시설관리, 방사성물질관리, 운수, 핵연료의 저장 및 처리, 원자

력사고응급제도, 수출입관리, 손해배상, 법률책임 등이다.

그 내용에는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을 많이 두어 구체적 사항의 해결은 하위법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가핵안전국의 원자력법 초안 역시 관계부서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입법화에 실패하였다.

제4차 원자력법의 입법작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공업정보화부와 

중국원자력산업협회로 하여금 재개하게 하였으나, 이 역시 2013년 10월 말 현재 몇 가

지 초안이 국무원법제판공실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술한 역대 중국의 원자력법 제정론의 공통적 특징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원자력산업의 진흥을 제도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반면 원자력의 안

전규제분야는 부차적인 즉 개발우선․안전차선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 방사성오염방지법 보완론

방사성오염방지법 보완론은 원전이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이 미미한 중국 현실에서 방

사성오염방지법으로도 충분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 법과 하위법규들을 수정․보완하

자는 견해이다.

방사성오염방지법 보완론은 주로 후쿠시마사태 이전 黃振中, 趙秋雁, 潭栢平 등 중국 

에너지법학계 일각에서 논의된 것으로 원자력법 제정 없이 환경 개별법 1개만으로 전력

생산량의 약 78%를 담당하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생산하는 프랑스의 제도적 장치와 중국

의 현행 원자력법제의 유사점을 강조하며 프랑스의 입법례를 보완론의 유력한 근거로 들

었다.

潭栢平 교수는 이러한 보완론을 방사성오염방지의 환경법적 요소와 고효율 청정 원자

력 이용의 신재생에너지법제를 하나로 통합한 원자력법(核能法) 제정론으로 발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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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금명 제정예정인 에너지법(能源法) 체계내의 1개 개별법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

기한 바 있다.

3) 원자력안전법 우선제정론

원자력안전법 우선제정론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의 진흥과 안전을 분리

하여 원자력법체계를 수립하자는 입법론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법 제

정작업이 지지부진하자 2012년 3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중국과학원 

부원장 겸 중국핵물리학회 부이사장 朱志 등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60인 연명으로 원자

력안전법(核安全法) 우선 제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邓禾, 夏梓耀, .繼龍, 劉久, 陳剛 등 중국전문학계는 원자력안전법 우선제정론을 

적극 지지하고 중국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법은 연구개발, 생산, 

이용, 안전관리 등을 뒤섞어 놓은 원자력법이 아니라 원자력의 안전규제사항을 집중적으

로 규율하는 원자력안전법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원자력안전법은 진흥체제와 안전규제체제를 분리하여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IAEA의 

기본안전원칙(제2장 제2조 2항)등 국제규범과도 부합되며, 독일의 원자력법제, 특히 체

르노빌 원전사고 직후 제정된 방사선방호법(StrSchVG)(1986년)을 입법모델로 설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안전조치(Safeguard)의 3S 원칙하에 

원자력안전관리감독의 주체와 책임, 핵물질 규제, 원자력시설 관리, 원자력기술 응용, 핵

폐기물처리, 방사성물질 운반, 원자력안전, 원자력사고 비상대응, 손해배상 및 처벌, 핵안

전사고의 정보공개, 소송절차 등 원자력안전 관련 전 과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2013년 3월, 원자력안전법 제정을 위한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 및 자원위원회, 법제위

원회, 국무원법제판공실, 국가핵안전국, 국가에너지국, 국가국방과학공업국 등 원자력관련

주요부서 책임자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국정부도 원자력안전법 우선제정론에 적극적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 연석회의에서 환경보호부 부부장을 겸직하는 李干傑 국가핵안전국 국장은 환경보호

부가 전인대(全人代)와 협력하여 제1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 이전에 원자력안

전법을 제정하는 등 원자력안전기준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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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汪勁, 環境法學, 北京大學出版社, 2010; 黃振中/趙秋雁/潭栢平, 中國能源法學, 法律出版社, 2009; 

肖國興/葉榮泗, 中國能源法硏究報告, 法律出版社, 2010; 刘武俊, 原子能立法, 27年的立法反思,

「人大硏究」第37卷, 第7期(2011) 등을 참고로 강효백이 직접 작성.

라. 소결

입법은 정책을 토대로 하고 정책의 강제력과 실행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 법이기 때문

에 법은 정책의 도구이다.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진 군사적 핵과 평화적 원자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중국에서 원자력이 차

지하는 비중과 중국 정책결정자의 원자력에 대한 가치관과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중국은 핵 군사력 세계 3위를 차지하는데 반해 발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실적과 평화적 이용실적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중국 특색적 원자력 

상황은 중국의 다른 법제에 비해 유독 원자력법제가 낙후되고 방치된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역대 중국의 원자력법제정론의 공통적 특징은 범위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원자력의 

구분 시  기 주요입법모델
법안작업
주도기관

진행상황 및  
성과

<원자력법>
제 정 론

1차 1984년~
1984년 일본

<원자력기본법>

국가과학위원회/국

가핵안전국

검토단계서

보      류

2차 1996년~

1996년-미국 <원자

력법> 중 군수산업

분야

국방공업

위 원 회

예비 초안

작     성

3차 2004년~ 미국 <원자력법>
환경보호부/국가핵

안전국
초안 작성

4차
2011년~

현  재

미국과 일본의 원자

력법제

공업정보화부/중국

원자력산업협회

국무원법제

판  공  실

계      류

<방사능오
염방지법>
보 완 론

2003년

~2011년

프랑스환경법제<원

전안전투명화법>
환경보호부

2003년 방사성오

염방지법 유지

<원자력
안전법>

우선제정론

2012년

~현  재

IAEA 기본안전원칙 

독일원자력법제방사

선방호사전예방법>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보호부/국가핵

안전국

2015년 입법 목

표. 입법기초작업

진행중

<표 2-9> 중국의 원자력법제 개편론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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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생산․이용과 원자력산업의 진흥분야에 주안점을 둔 반면 원자력의 안전규제분야

는 부차적 관심대상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비상 상황에서도 중국정부가 원자력법 제정 작업을 산업진

흥부서인 공업정보화부와 원자력산업협회에 담당시켰던 제4차 입법시도에서 중국은 원자

력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간주하여 그 이용을 계속하는 기본방침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책결정자의 원자력 가치관과 의지가 읽혀진다.

따라서 원자력법제정론은 향후 중국 정책결정자들이 개발중시․안전경시, 경제중시․환경

경시의 경제개발 우선노선을 수정하지 않는 한 통설적 지위를 쉽게 잃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된다.

방사성오염방지법 보완론은 원자력법제 수립에 소극적 태도를 취해 온 중국 정책결정

자들의 인식태도에 영합하는 견해로서 일종의 원자력법제 불필요론이라고 평가된다.

방사성오염방지법은 중국의 환경기본법인 환경보호법의 방사성오염방지분야의 개별 환

경법중의 하나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방사성오염방지법은 원자력의 개발․이용 및 안전규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원자력법 또는 원자력안전법을 대체할 수 없다. 

원자력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환경법의 규율대상인 환경오염보다 

크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한 규율을 요구하는 원자력법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원자력안전법 우선제정론은 규율대상의 내용․성질 및 규율목적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단일의 원자력법에 모두를 함께 규정하려하는 원자력법제정론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원자

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는 원자력안전법을 우선 수립하는 방

안으로서 중국 관방 및 학계뿐만 아니라 중국사회 저변에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

는 비교적 현실적이고 합리적 입법론이라고 평가된다.

입법의 수월성면에서도 원자력안전법 우선제정론이 원자력법제정론 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분석된다. 기존 원자력관련 9개 행정법규(국무원령)중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조례

(放射性廢棄物安全管理條例)(2012년)등 7개가 안전규제관련 법규들로서 그것들의 핵심

내용을 원자력안전법에 수용하여 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점진적․단계적 법제화 경향과 세계 각국의 원자력법제가 단수법체계

에서 복수법체계로 전환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경우, 원자력에 기인하는 피해의 심각성

에 착안하여 안전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 우선 제정된 후, 원자력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와 권능이 부여된 원자력안전법을 주축으로 분야별 원자력 개별법들

이 제정되는, 즉 중국특유의 원자력법제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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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대만

1. 대만의 원자력 사용 환경

제조업 중심의 대만경제는 에너지원의 안정확보가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에너지 대

외의존도가 높아 사용 에너지의 97.5%를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는 1992-2012년 

사이 연간 3.5%로 성장하였고, 2012년 수요의 절반은 전력부문에서 사용하였다. 동일 

기간 동안 LNG의 수입이 8배 급증하였는데, 이는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되었다.

발전량은 1992-2012년 사이 연평균 4.4%씩 성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원전은 16% 

정도의 비중을 담당한 핵심 발전원이었다. 원전은 현재 25%정도에 이르는 기저부하 전

력의 핵심 에너지원이었다. 2012년 총발전량(250TWh)에서 석탄(123TWh), 

LNG(67TWh), 원자력(40TWh), 수력(8.6TWh), 석유(6.4TWh) 그리고 신재생(5TWh)

의 발전실적을 보이고 있다.

가동 원전의 수명기간 40년이 되어가면서, 2016년 1월에 선출 된 민주진보당은 2025

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이행되

면 대만의 전력요금은 매우 비싸질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부 등 정부는 2025년까지 3기

의 원전이 폐쇄될 경우, 대만의 경제성장율 둔화와 환경오염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원

전의 폐로는 전력요금 최소 10% 인상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

산하고 이는 대만 GDP의 0.53%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6기의 대만 원전은 General Electric의 비등수로가 4기 그리고 Westinghouse의 가압경

수로가 2기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모두 40년 수명기간을 가지며, 경제부 소관의 전력

사인 대만전력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중 5기의 원전은 2008년까지 44MWe의 출

력증강 개선을 마쳤다. 

허가갱신에 있어, 2007년에 대만의 원자력위원회(AEC)는 Chinshan BWR 원전의 안전

성 평가를 통해 2017년에 계획된 허가 만료 이후 20년 동안 사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평

가했다. 2011년 11월에 AEC는 국가에너지정책의 40년 허가기간 고수 표방에도 불구하

고 수명연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만전력은 6기 모두에 대해 20년간의 허가갱신을 기대하

고 있다. 이를 위한 AEC의 안전성 평가 결과는 2016년 8월에 보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 후쿠시마 사고의 대책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의 대책으로 AEC는 종합적인 원자력 시설의 안전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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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첫 단계는 9월에 이행했다. 대만은 지진 활동대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AEC는 원전의 방사선 방호 능력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매커니즘에 중점을 두

었다. 후쿠시마 사고의 대책으로 행해진 안전검사 결과 2012년 1월 AEC는 운영중인 6

기 원전 모두에 대해 "안전 문제 우려 없음"으로 발표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원자로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에 맞추어 원전의 안전여유도 설정의 평가도 대만전력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2013년에 유럽위원회(EC)와 유럽원자력안전규제그룹(ENSREG: 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의 실사를 통해 대만의 원전에 적용된 안전기준은 일

반적으로 높고, 국제적인 첨단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후에도 대만 AEC

는 모든 자연재해, 지진이나 쯔나미의 평가를 3년 내에 재평가 할 예정이다.

2011년에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원자력 안전 및 긴급 통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중국과 대만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자국의 원전 규제 및 규격에 관한 정보

를 상호 제공하고 원자력 안전과 발전소의 노화에 경험을 교환토록 하였다. 또한 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2등급 이상의 사고,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비상 준비와 대응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류하게 되었

다. 

대만의 원자력 발전단가는 2008년 기준으로 6기 원전이 감가상각 완료되어 1.9센트/㎾

h로 비용경쟁력을 갖는다.(용문원전의 경우 초기 10년간 발전원가는 3.8센트/㎾h로 예

상) 같은 기간 대만의 평균 발전단가는 7.0센트/㎾h)로, 발전원별로는 석탄(5.8센트/㎾

h), LNG(11.3센트/㎾h)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여론이 극적으로 나빠지면서, 2014년에 조사

된 설문에서 건설 중단된 용문원전에 대해 55%는 폐기를 선호하였고 35%는 밀폐관리에 

응답한 바 있다.

나.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

대만 원전의 운용에 드는 모든 물자와 서비스는 농축우라늄 85만 SWU를 포함하여 수

입에 의존한다.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은 대만전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란유도에 있다.

재처리는 아직 검토 중이지만,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직접 처분을 취하고 있다. 

2. 대만의 원자력행정체제

대만의 원자력위원회는 1955년 행정원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로서, 원자력의 개발추진 

및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위원회에는 「방사선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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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자력시설 안전해석위원회」, 「원자력사고 조사평가위원회」, 「의료방사선취

급자 인정위원회」 및 「환경평가위원회」의 6개 자문위원회가 있다.

원자력위원회 계획부는 보장조치, 원자력입법, 국내조사 및 관련정보와 간행물의 수집

과 배포, 원자력국제협력, 요원훈련과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규제부는 연구로 

및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및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방사선방호부는 의료용 및 공업분

야에 이용되는 방사선의 감시 및 규제를 하고 있다. 원자력기술부는 1993년에 신설된 부

로서 종래에는 수입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원자력발전기술에 대하여 일부 국산화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응로 추측된다.

대만의 원자력연구소는 1968년에 설립되었으며 대북의 남서쪽 43km의 도원현(桃圓

縣)에 위치하고 있다. 원자력기초연구 외에 원자로기술, 핵연료, 폐기물관리 및 자원, 방

사성동위원소의 제조와 이용, 방사선안전연구를 하고 있으며, 기술 및 엔지니어링의 서비

스도 하고 있다.

대만방사선모니터링센터는 1974년에 고웅(高雄)에 설립되어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있

다. 백그라운드 자연방사능의 측정은 국내 173개소의 측정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인공방사능은 부지 내외의 주변과 10 km, 20 km, 30 km의 측정점

에 대하여 측정하는 외에 공기, 물, 흙, 풀, 빗물 등의 시료를 국내 55개 지점에서 채취

하여 측정을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저준위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난서도에서는 측

정점 17개소, 물시료 채취점 10개소, 흙, 풀 시료 채취점 5개소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

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소(RWA)는 저준위폐기물의 처리, 반출, 저장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

며, 1981년 1월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설립되어, 1982년 5월부터 난서도의 방사성폐기물 

저장소에 저준위폐기물의 저장을 시작했다. 조직은 총무 13명, 계획개발 4명, 수송ㆍ관리

ㆍ환경연구 5명으로 당초 30명이던 난서방사성폐기물저장소는 1990년에 대만전력으로 

이관되었다. 이것은 실무는 떼어 내 대만전력에 일임하고, RWA는 규제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1998년 2월 25일 대만전력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장 부지의 국내 후보

지로 6개 지점을 선정한 것을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했다. 그 가운데에 대만해협의 중국 

복건성 측에 있는 소구도(小坵島)를 제1후보지로 선정했다. 국방 군용지라는 점과 인구

가 적다는 것(부지로부터 반경 2 km이내의 주민은 123 명)에서 선정되었다고 생각된다.

대만 원자력학회는 민간조직으로 대만의 원자력규제나 원자력발전에 직접 관계하지는 

않지만 학회활동 외에 종종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여러 외국과의 원자력협력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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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

부총통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선안전위원회

원자력법규제위원회

원자력시설 안전해석위원회

원자력사고 조사평가위원회

의료방사선취급자인정위원회

환경평가위원회

기획부 원자력
규제부

방사선
방호부

원자력
기술부

총무
부 인사부 회계

실
안전
실

원자력연구소 대만방사선 
감시센터 핵연료주기․방사선물질관리국

아태과학기술협회 원자력    
과기협진회 원자력학회

<그림 2-8> 대만의 원자력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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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의 원자력관련법

가. 원자능법

대만의 원자능법은 일종의 원자력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9장 34개조로 구성

되어 있다.(전문은 부록 참조)

  제1장은 총칙으로서 입법목적과 6개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다.

  제2장은 원자력행정의 핵심인 원자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장은 원자력 연구․개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장은 원자력자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5장은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전리방사선의 방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7장은 배상 등, 제8장은 벌칙, 제9장은 부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기타 원자력 관련법

대만은 원자능법 이외에 다음과 같은 원자력관련법을 두고 있다.

  ⑴ 핵자손해배상법(원자력손해배상법) 

  ⑵ 유리복사방호법(방사선방호법) 

  ⑶ 핵자반응기설시관제법(원자로시설관리법)

  ⑷ 핵자사고긴급응변법(원자력사고대응법)

  ⑸ 방사성물료관리법(방사능관리법.)

  ⑹ 저방사성폐기물최종처치설시장지설치조례(저준위방사성폐기물최종처분장설 치조

례 2006.5.24.)

  ⑺ 방사성폐기물처리저존급기설시안전관리규칙(방사성폐기물처리 및 저장 등시설안

전관리규칙)

  ⑻ 핵자연료운작안전관리규칙(핵연료안전관리규칙)

  ⑼ 행정원원자능위원회급소속기관공무인원교대조례시행세칙(원자력위원회와 소속기

관공무원교대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⑽ 핵자원료광급광물관리판법(핵원료광석 및 광물관리법)

  ⑾ 방사성폐기물운작허가판법(방사성폐기물운반허가법) 

  ⑿ 핵자반응기설시제역허가신청심핵판법(원자로해체허가신청에 관한 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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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북한

1. 북한의 원자력 사용 환경

북한과 유사한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과 마찬가지로, 북한

의 에너지문제는 국가적인 재정난에서 출발해 연료부족과 공급부족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에너지 공급비용은 선진국보다 2~10배 높고 세계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자원부족에 의한 생산 및 공급부족이라는 

과거의 인식 보다 전반적인 국가 에너지체계와 에너지의 흐름, 비용 균형의 견지에서 기

술적, 경제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발전소들은 대체적으로 산악이 많은 동북부에는 수력이 많고, 평야지대이면서 

산업이 밀집한 서남부에는 화력발전소가 많다. 그러나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

력발전은 강수량이 적은 겨울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동북지역과 서남지역의 경계선을 따라가는 초고압 전송망을 구축하고, 신포의 원전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신포 경수로 건설 중단으로 이 계획이 무산되고 미국의 중유지원 중단으로 화력발전 

생산량도 급감하자 북한 에너지는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석유가 나지 

않는 북한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 국내산 석탄 화력과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체제를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원자력 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대적 개방 또는 붕괴에 

목도하면서,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을 넘어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이전까지 북한의 원자력도 보유 천연자원의 개발과 자주적 기술확보에 많은 비중을 두고 

노력하였다. 북한의 원자력 사용 환경 변화를 시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는 자주적인 핵연료주기 형성기로, 북한도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석유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찍부터 석유 대신 국내 부존이 풍부한 석탄 위

주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했던 북한은,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산 원료 우선정책의 타당

성과 실효성이 확증되었다고 보고 이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원자력도 북한에 풍

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과 흑연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북한은 석유

위기에 대응하여 흑연감속로 개발에 힘을 기울였으며, 자주적 핵연료주기 형성을 목적으

로 국내산 원료인 우라늄과 흑연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북한은 1974년 9월 IAEA에 가

입한 이후 IAEA가 주관하는 각종 원자력 기술연수 및 회의에 참여하는 등 대외협력에 

적극적 참여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의 경제난 속에서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원자력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전후 경제복구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자력발전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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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동맹 내에서 도입하고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85년 12월에는 

소련과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원전건설 지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원전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그리고 지원국인 소련의 붕괴 

등의 어려움 속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신포에 1000MWe 급 경수로 2기 그리고 영변과 태천에 각각 

50MWe와 200 MWe 급 흑연로 1기씩이 건설 중단되어 있다. 이중 신포 1, 2호기 건설

은 다음과 같다.(<표 2-10> 참조)

<표 2-10> 신포원전 사업 환경 4) 

일자 전개 내용 

1994.10.21 「북·미 기본합의」(제네바 합의) 서명

1995.03.0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1995.12.15 KEDO-북한간「경수로 공급협정」체결

1997.08.19 부지 정지공사 착공

2002.08.03 원전 1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

2002.10.16 미,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 발표

2003.12.01 KEDO 집행이사회 합의(2003. 11. 21)에 따라 1년간 사업 중단(suspension) 발효

2005.02.10 북,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및 핵무기 보유’ 외무성 성명

2005.09.19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2005.11.22
KEDO 집행이사회, 사업종료에 따른 법적 재정적 문제 해결 후 사업의 공식 종료

를 결정하기로 합의

2006.06.01 KEDO 집행이사회, 대북 경수로사업 공식 종료 결정 

2006.10.09 북, 1차 핵실험 실시 (세계 최초로 일시와 위력 미리 공개)

신포 1, 2호기 건설은 1994년 미·북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에 발전을 위한 경수로를 제공하는 대북 경수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되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은 1995년 3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KEDO·북한 간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한 후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KEDO는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착

공식을 거행하고 부지준비공사에 착수하였다. 

4) 통일부, 대북 경수로 사업 추진 (2006.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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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0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대북 경수로 

사업은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KEDO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공개되자 2003

년 2월 3일 비공식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당분간 경수로 사업의 공사속도를 늦추어 진

행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2003년 8월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별다른 성과가 없자 KEDO 집행이사회 결정에 따라 사업의 한시적 중단을 해 오다 

결국 2006년 1월 대북 경수로사업의 공식적인 종료를 결정하였다. 신포 경수로 사업은 

북한과 KEDO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된 지 10년 6개월 만에 공식 종료되었다. 

2. 북한의 원자력 행정체제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통하여 주목을 끌고 있지만 원자력 관련 조직에 관

하여는 외부세계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북한은 1952년 과학원이 설립될 당시에는 핵관련 연구조직이 전혀 없었다. 과학원은 

구 소련의 과학 아카데미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었는데 1952년 12월 개원 당시에는 8개

의 연구소만 설치되었다.

과학연구활동과 기술지원활동을 구분하여 중앙 연구소에서는 이론적인 연구를 주로 담

당하고 관련 부처(생산성) 산하 연구소에서는 생산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활동을 담당하

던 구 소련 시스템에 따라 학문 분야별로 연구소가 조직된 것이다.

하지만 개원 직후 북한 지도부는 구 소련처럼 과학기술계의 역할 분담이 어렵다는 상

황을 인지하고 생산현장에 대한 기술지원까지 중앙연구소(과학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과학원 산하에 '공학연구소'를 추가로 설립하였다. 이로써 과학원은 9개의 

연구소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시 설립된 연구소 중에서 물리학 분야는 '물리수학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그 아래에

는 3개의 연구실(수학연구실, 실험물리연구실, 이론물리연구실)만 만들어졌다. 

북한 최초의 핵관련 연구조직인 과학원 물리수학연구소 '핵물리연구실'은 1955년 12월 

혹은 1956년 1월에 단행된 과학원 1차 조직개편 당시 만들어졌다. '과학원 통보'에는 

1955년 4월경에 핵물리 관련 연구실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나와 있다.

북한이 이 당시 서둘러 '핵물리연구실'을 만든 것은 구 소련이 1956년 3월에 설립예정

이던 '연합핵연구소(JINR, 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에 참가하기 위함이었

다.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드브나에 세워진 JINR는 당시 공산주의 국가 12개가 멤버로 참

가하여 꾸려진 핵물리(원자력) 연구소로 북한은 창립 멤버로 참가하였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이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참가함으로써 핵물리(원자력) 관련 지식

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1959년에 발간된 과학원 통보에는 구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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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으로 '연구용 원자로'를 만들 수 있었고 입자가속기의 일종인 '베타트론'을 제작할 

수 있었다.

1958년 3월에 개최된 '제1차 당대표자회의'에서는 천리마운동 등으로 가속된 경제발전 

속도에 맞추어 경제발전계획을 수정하면서 연구용 원자로, 베타트론 건설과 함께 '원자력 

연구 중심'과 '동위원소 실험실'을 새롭게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61년에는 원자력 관련 중추 지도기관인 '원자력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62년에는 평북 영변과 박천에 '원자력연구소'가 세워졌으며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종

합대학에도 핵관련 연구소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또한 당시 원자력 연구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동위원소 연구실' 설치가 의결되

었던 것이다.

1956년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된 북한과 구 소련 사이의 원자력 관련 사업은 흔히 알려

진 것처럼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동 

연구 차원의 것이었다.

북한도 소수지만 이미 훌륭한 핵물리학자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공동연구활동에 참가할 수 있었다. 당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물질을 파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할 수도 있고 동위원소를 이용한 

원자 수준의 정밀한 추적 조사도 가능하여 연구 활용도가 많았다. 1956년부터 핵관련 활

동에는 북한과 구 소련이 협력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두 나라 사

이에 갈등이 심해졌다. 국제 분업체계에 들어오라는 구 소련의 제안을 김일성이 거부하

면서 빚어진 갈등은 1957년부터 계획된 북한의 경제발전계획에 구 소련이 반대하는 결

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1956년 말에는 경제발전계획에 필수 조건이 강재 생산에 절대적인 지원을 구 

소련이 거부함으로써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게다가 1956년 8월에 발생한 북한 역사상 

최대의 종파사건에 대해 소련이 힘을 보태는 조치를 취해서 두 나라 지도부 사이는 더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었던 만큼 구 소련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했을 

리는 거의 없었다.

구 소련 뿐만 아니라 중국도 자체적으로 핵무기 제조 기술을 확보하였지만 북한으로의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은 핵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 시작은 1960년대 초에 벌어진 쿠바사태였을 것이다. 미국에 대항하던 구 소

련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북한지도부는 구 소련이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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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을 이용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한 북한은 2013년 4월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내각부처의 하나로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인 ‘원자력공업성’

을 신설하였다. 신설 배경은 "나라의 원자력 공업을 현대화·과학화하며 최첨단 과학기술

의 토대 위에 확고히 올려 세워 핵물질의 생산을 늘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자립적인 

핵동력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서 임을 중앙통신을 통해 설명하였다. 신설된 원자

력공업성은 그동안 북한에서 원자력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내각 산하의 원자력총국이 '성

'급(우리의 중앙부처급)으로 확대·개편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합뉴스, 2013년 4월)

이 원자력 부문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은 원자

력법에 의해 원자력 부문의 과학연구 단지를 조직하고 원자력 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 기

술의 도입에 필요한 기관 및 기업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은 

△방사능 광물(우라니움광, 토리움광)의 탐사와 채취의 엄격, 관리(제6조) △원자력 부문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 이용의 정상적 장악과 지도(제14조) △

원자력부분의 과학연구기지의 건설과 운영, 핵동력 개발과 방사성 동위원소기술의 도입

에 필요한 기관, 기업소 등의 설립과 운영(제16조) △원자력에 대한 국제발명특허 출원 

승인(제18조제2항) 등의 지도감독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원자력공업성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핵 설비 이용 시 보호구역의 설정 사업

의 추진(제13조) △자립적인 원자력공업 건설과 핵안전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비상설 원

자력위원회 설치(제15조) 종래 북한의 원자력총국 산하에 동위원소응용위원회와 원자력

부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원자력공업성의 개편과 함께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

다. 

다만,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과 하위 기업소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는 

핵폐기물에 의한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제10조) △방사선물질을 취급 이용하

는 기관, 기업소는 작업성원에 대한 의학적, 선량학적 검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방사

선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야야 함(제11조)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핵안전감독기관5)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핵관련 안전규정으로 제19조에서 “국가

는 원자력발전소, 난방용원자로, 시험원자로, 핵가속기 같은 핵시설과 방사성물질취급에

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안전감독체계를 세우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감독체계의 수

립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제20조에서는 “핵시설의 관리와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취급에 대

한 감독통제는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은 핵시설의 관리와 핵물질, 방사

성물질의 취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북한의 핵안전감독기관은 북한의 원자력총국이나 경수로대상사업국의 부속기관으로 있다가 내각의 독립기관으로 승격된 국
가핵안전감독위원회는 산하에 핵안전감독국, 방사선안전감독국 등 4~5개 국을 산하에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시 리재선 원자력총국장(현재 내각 원자력공업성 부상)이 겸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원자력연구소와 방사화
학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가 있다. (연합뉴스」, 200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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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일반법 체계

가. 북한법의 이해

남북한의 체제의 차이는 남북한의 법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한법을 지배하는 자유주의적 법질서의 관점으로 북한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념화하는 

경향이 남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법률과 남한 법률을 대응시키는 경우, 전체 북한의 법질서 내에서 개별 법

령의 기능 및 지위를 간과하거나 오해하게 될 염려가 있다. 그리하여 북한법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법 전체를 북한체제에 맞추어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나. 북한법의 형식과 효력

1) 존재형식

가) 주체사상

주체사상 그 자체가 곧바로 법의 존재형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김일성의 유훈과 수령의 교시가 법적용의 지도원리이

자 초헌법적 규범에 해당한다.

 나) 성문법

북한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북한에 존재하는 성문법의 형식은 국내법으로는 헌법, 부문

법과 규정이 있고, 국제법으로는 조약이 있다. 한편, 부문법은 일반부문법과 중요 부문법

으로, 조약도 일반조약과 중요조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제정 등 주체와 절

차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최고인민회의

   ⅰ) 헌법 수정·보충(헌법 제91조제1호)

   ⅱ)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헌법 제91조제2호)

   ⅲ)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

(헌법 제91조제3호)

  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다음 사항

   ⅰ)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 

   ⅱ) 내각이 체결한 조약의 비준 및 폐기(헌법 제116조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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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내각 :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

충(헌법 제125조 제2호), 다른 나라와 조약 체결(제125조제11호)

  ④ 국방위원회 위원장: 중요조약 비준 또는 폐기(헌법 제103조)

북한헌법은 헌법의 수정과 보충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만 가능하고(헌법 

제91조제1호), 헌법의 수정·보충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헌법 제97조)는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최고의 성문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중요부분법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는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법형식과 관련하여 ʻʻ법령ʼʼ이 법형식으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남한에서의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법규범이지만, 북한에서의 법령

은 최고입법기관이 제정하여 공포하는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문건으로 이해하

는 견해가 있다.

과거 북한 헌법은 법령을 법의 존재형식 뿐만 아니라 법의 채택방식으로 인정하고 있

었다. 그러나 1998년 헌법부터는 법의 존재형식으로는 부분법과 규정만 인정하고 법령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법령은 북한법의 존재형식이 아니라 법의 채택방식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8년 헌법에서부터 법의 존재형식으로 ʻʻ규정ʼʼ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

한 북한 헌법상의 규정 외에도 개성공업지구법 등에 따르면 규정은 북한법의 성문법으로 

부문법의 하위규범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북한 헌법은 국제법으로 조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헌법에 의하면 조

약에 대한 비준 및 폐기권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원화

하여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조약과 중요조약에 대한 구별기준과 그 효력에 대해서

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

북한은 공산정권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모든 사회질서를 혁명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기존 사회질서를 타파함으로써만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에 따라 관습법에 대하여도 자본주의 지배계급이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

하여 관습법을 이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일제시대에도 식민지 악법들과 봉건사회의 낡은 

관습을 법적으로 고착시켜 식민지 약탈을 자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사회주의 법이론에 따

라 관습법의 법원성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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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법이론에 따라 재판소의 판례에 대하여는 그 법원성을 부정

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재판소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재판하는 최종적인 법해석

작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므로 법령에 대한 통

일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2) 채택방식

북한헌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법의 존재형식과 채택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즉, 성문법의 

존재형식으로는 헌법, 부문법과 중요부문법, 규정, 세칙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성문법을 채

택하는 방식으로는 법령, 정령, 결정, 지시 등이 있다. 헌법의 제정과 수정, 보충은 최고

인민회의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부분법과 중요부분법을 채택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이며, 중요부분법에 대한 승인방식은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1998년 

헌법이후 제정한 부분법은 대부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채택되었다.

북한이 2004년 발행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에는 법령으로 채택한 

부분법이 어린이보육교양법 등 10개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으로 수정, 보충되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그 회의가 매우 짧아 부문법의 제정, 

수정, 보충을 할 시간이 부족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부분법 또는 중요부분법 제정할 경

우에는 법령의 형식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성문법의 형식으로 규정을 채택하는 방식은 내각의 결정으로 보이는데, 개성공

업지구법 16개의 하위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법 10개의 하위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정은 

내각의 결정으로 채택되었다. 다만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에 대한 하위규정

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 수정, 보충되었다.

다. 성문법의 효력순위

북한법에 있어서 효력순위는 우선 법이론에 따라 주체사상과 이를 구체화하는 조선노

동당 강령과 규칙 등이 실질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수단인 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헌법은 다른 법규범에 우월한 효력을 갖는 최고규범이다. 부문법과 규정 사이에의 효력

순위는 부문법이 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성문법의 채택방식이 아닌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명령 등 헌법기관의 법령, 정령, 

명령, 결정, 지시에 있어서는 그 상호 효력의 순서가 불명확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성문법의 채택방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기능하고 있어 그 효력순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 등의 효력순서는 원칙적으로 명령 등을 그 발동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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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이나 형식보다 그 명령 등을 발동하는 헌법기관의 지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겠다. 

북한은 2009년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장에 대하여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면서 최고의 

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명문화하고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강조함으로써 국방위원

장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기관의 명령 등의 효력순위는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

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내각 위원회와 성),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의 

순서로 그 법령, 정령, 명령, 결정, 지시가 우월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인다.

4. 북한의 원자력 관련 법제

헌법과 2013년 채택된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 

이외에 북한의 원자력 관련 법제는 원자력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방사성오염방지법과 같

은 전문 원자력 법률도 있으나, 세부적인 규범은 환경법, 손해보상법 등 일반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대부분 규정하고 있다.6)(<표 2-11> 참조)

가. 원자력법

북한의 원자력 관련 다양한 법률중에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북한의 법률이다. 북

한은 1974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 IAEA에 가입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

법을 제정하였다. (부록 참조)

원자력법은 원자력 분야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북한 원자력법은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에의 이용을 법의 사명으로 삼고 있고(제1조), 방사

선 피해 방지(제11조), 방사선피해 보상(제12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발명 장

려(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 사업에 대한 관장은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

관이 담당한다(제14조). 이 기구는 원자력공업성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13년 4월 11

일 원자력공업성 신설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원자력공업성은 북한에서 원자력 관련 정

책을 담당했던 내각 산하의 원자력총국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력공업 건설

과 핵안전보호대책 수립은 비상설 기구인 원자력위원회에서 담당한다(제15조).(전문은 

부록 참조)

6) 정환삼, 남북한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법제 및 특성 분석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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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북한 원자력 관련 법률 현황

법 률
연도

관련 내용
채택 개정

사회주의헌법 1972
1992, 1998, 2009, 

2010, 2012, 2013
핵보유국(2012.4.13)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2013 핵보유국 선언

원자력법
1974,

1992
1999.1, 1999.3 원자력 분야 기본법

방사성오염방지법 2011 -

페기페설물 취급법 2007 - 방사성페기페설물, 재리용

환경보호법 1986
1999, 2000, 2005, 

2011.3, 2011.8
핵무기

손해보상법 2001 2005 방사성물질

기술수출입법 1998 1999 기술수출입 허가

에네르기관리법 1998.2 1998.12 핵물질

지하자원법 1993
1999, 2004, 2006, 

2007, 2009
광물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2007 - 증기발생기, 보이라

해상짐 수송법 2006 - SDR

저작권법 2001 2006
저작권자, 특허권

발명법 1998 1999, 2011

바다오염방지법 1997 1999 원자력발전소

철도법 1987 1999, 2000, 2006 방사성 물질

양어법 1998 2001 방사성 물질

수산법 1995 1999, 2007 방사성 물질

의약품관리법 1997 1998
방사성의약품

방사성동위원소

금강산관광지구법 2002 2003 방사성 물질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 2004 - 방사성 물질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2003 - 방사성 물질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관규정 2011 - 방사성 물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2 - 핵무기, 핵재처리시설

출처) 북한자료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북한법령집(1990-대륙연구소, 2005 이후-장명봉), 

NK테크(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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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원자력법에 방사선피해 보상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

(제12조)만 있을 뿐 별도의 법규는 없다. 손해배상 문제는 일반법인 손해보상법에서 다

루고 있다. 이 법은 제5조에서 방사성물질의 보관관리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

실이 없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우라늄 등의 자원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지하자원법이 적용된다. 북한에서 지하자원은 국

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지하자원법 제2조).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승인은 국가지하자원

개발심의기관이 한다(제20조). 이 외에 자원개발과 관련된 법규에는 유색금속법이 있다. 

유색금속법은 철을 제외한 모든 금속을 대상으로 한다(제2조). 북한은 금속공업을 흑색

금속공업과 유색금속공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철금속부문은 유색금속공업에 해당한

다. 참고로 철과 철 합금의 생산 및 공급과 이용에는 흑색금속법이 적용된다.

에너지와 관련된 법규로는 에네르기관리법, 전력법, 중소형발전법 등이 제정되었다. 에

네르기관리법은 “석탄, 원유,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 핵물질 같은 것과 그것을 원천으

로 하여 생산된 열, 동력 같은 것”을 에네르기로 정의하고(제2조), 에네르기 공급과 이용 

등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에네르기 공급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경제 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제8조). 전력법은 전력시설 건설, 

전력의 생산과 공급, 이용 등의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건설 및 발전을 위해 

전력, 석탄, 금속, 철도를 이른바 ‘4대 선행부문’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력법에도 “국가는 

…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고 규정하여 전력의 중요성

을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전력시설건설은 수력발전소건설을 기본으로 화력발전소와 ‘다

른 여러 가지 에네르기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건설을 배합’하여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

모발전소 건설을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 조문이다. 중소형발전소는 수력, 화력, 조력, 풍력에 의한 발전소로 

20,000kW 이하의 발전능력을 가진 발전소를 말한다(중소형발전법 제2조). 

공업소유권 또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원자력법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발명을 평가하고 장려하며(제17조), 원자력에 대한 발명 자료는 해당 기관이 관리한다는 

규정(제18조)을 두고 있다. 발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명법에 규정되어 있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방사성오염방지법이 있으며 이 외에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

가법, 바다오염방지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폐기폐설물취급법, 수산법, 양어법 등이 제정

되었다. 방사성오염방지법은 모두 5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 핵

시설의 안전관리,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환경방사능의 감시 등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환경오염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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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한이 1992년 1월 20일 체결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핵무기의 시

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할 것(제1항)과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제3항)을 규정하고 있다.



- 90 -

제6절 우리나라

1. 우리나라의 원자력행정체제

가. 개 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기관: 3개 행정기관 및 1개 비상설 심의·의결기구

○ 심의·의결기구 : 원자력진흥위원회(비상설)

○ 행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② 공공기관

○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미래창조과학부)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기술평가원(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

○ 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수력원자력(산업통상자원부)

○ 출연(연)

* 한국원자력연구원(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원자력의학원(미래창조과학부)

○ 출연(연)이외의 기타공공기관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산업통상자원부)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산업통상자원부)

* 한전KPS(주)(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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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 관련 조직

1) 정부기관

가)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

를 둔다(원자력진흥법 제3조~제8조). 1959년 출범한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폐지되었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 77면~78면을 참조할 

것).

나) 미래창조과학부

① 설립근거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조직법(제26조, 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의 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 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② 원자력업무 

○ 담당부서

원자력 담당 부서로 ‘전략기술개발관’이 있으며 산하에 ‘원자력기술과’와 ‘원자력우주협

력과’로 구성·운영된다.

○ 주요 역할 및 업무

-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이용 관련 정책 총괄 

   *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개발 기본시책,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조정 및 기금의 조성·관리 

   *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개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보완 

   *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지원,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양성 계획 수립 및 산·학·연 원자력인력협의체 구성·운영 

- 국제원자력협력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원자력 이용·개발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수립·추진

   * 양자간(미국 등), 다자간(GIF, IFNEC 등) 및 국제기구(IAEA, OECD/NEA 등)

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 연구용원자로 및 중소형원자로의 해외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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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통상자원부

① 설립근거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조직법(제26조, 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의 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원자력 관련 업무는 에너지에 관

한 사무에 속해 있다. (제37조)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원자력업무 

○ 담당부서

원자력 담당부서로 ‘원전산업정책관’이 있으며 산하에 ‘원자력산업정책과’, ‘원전산업관

리과’,  ‘원전수출진흥과’,  ‘원전환경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 주요 역할 및 업무

- 원자력산업정책과

   * 계속운전, 원잘력홍보 총괄

   * 원전건설 및 신규부지 확보

   * 원전산업 국제협력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및 원전 상생협력방안 수립

- 원전산업관리과

   * 원전설비 운영 총괄

   * 원전산업 안전체계 수립 및 운영 관리

   *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령 제도 총괄

   * 원전기자재 종합지원사업 추진

- 원전수출진흥과

   * 원전수출 종합전략 마련

   * UAE 원전건설 지원

   * 원전기자재 수출지원

   * 원전수출업계 협력사업 지원

- 원전환경과

   * 사용후핵연료정책 수립 총괄

   * 중저준위방폐장 건설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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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폐관리기금운영

   *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

   * 원자력환경공단 협력

   

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1년 10월에 설립되었다.

2. 우리나라의 원자력법령

가. 우리나라의 일반법령체계

1) 개 요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하면서 헌법이념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위임사항과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

령과 총리령․부령 등의 행정상의 입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또한 헌법상의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도 전체적인 국법체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법

령의 종류는 많지만,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통일된 국가의사를 표

현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하는 이상 많은 종류의 법령은 통일된 법체

계로서의 질서가 있어야 하며, 상호간에 상충이 생겨서는 안 된다.

헌법 다음의 지위에는 법률이 있는데, 법률은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헌법상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그 지위는 헌법의 다음이 된다.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의 지위가 법률보다 높을 수는 없다. 총리령과 부령 역

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총리령과 부령의 지위는 대통령령의 다음이 된다.

한편, 헌법기관이 제정하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등도 각각 법률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위는 법률보다 높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의 지위와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훈령․예규․고시 등과 같은 행정규칙과 조례․규칙과 같은 자치법규도 그 위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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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위의 법령에 해당하게 된다.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 체

계로 수용됨으로써 구체적으로 관련 국내법과 상하위적인 위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위계 관념에 따르면, 법형식 간의 위계체계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총리령과 부령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의 순이 된

다.

이 순서에 따라 어느 것이 상위법 또는 하위법인지가 정해지며, 하위법의 내용이 상위

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령은 관념적으로 통일된 체계

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 헌법은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심사권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 이러한 규범통제제도는 하

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체계의 통일

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실무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법령의 위계체계에 관한 인식은 법령으로 규정하려

는 내용을 어떤 법 형식에 담아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대통령령

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되는 내용을 최소

한 대통령령 이상의 법 형식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헌 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권력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

을 규정하는 최고법이다. 헌법은 최초에는 국가의 구조․조직․체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 제16조에서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함으로

써 입헌주의 헌법이 대두하게 되었다.

국가 최고의 근본규범으로서 헌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헌법의 경우 그 자체에 대한 입안이나 심사의 문제보다는 그 하위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의 준거 틀로서의 헌법을 해석․적용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된 후 50여 년 동안 9차례 개정되었다. 1987년 여․야 간의 합의

에 의하여 전문개정(제9차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확대, 대통령의 

국민직선과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권한 축소(국회해산권 폐지, 비상조치권을 긴급명령

권으로 약화), 국회의 지위 강화(국정감사권 부활, 회기제한의 삭제), 헌법재판소의 설치

와 그 권한 확대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법 률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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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문의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형식으

로 정립되며,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된다. 국회의 입법권은 형식적으로 법

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헌법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국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적 취득요건(제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제12조), 재산권의 수용 및 

보상(제23조 제3항), 조세법률주의(제59조), 행정각부의 설치(제9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제117조 제2항) 등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피해의 최

소성),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권익 사이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할 것(법익

의 균형성)이 요구된다.

만약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입법은 위헌적인 입법이 된다. 한편 헌법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4) 명령

‘명령(命令)’이라 함은 행정권(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범(조약 등 국제법규와 

자치법규는 제외)을 총칭한다. 명령 가운데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을 

법규명령(法規命令)이라 하고,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行政規則)이라고 

하는데, 이는 강학상의 개념이며 실정법상의 구분은 아니다.

우리 헌법 하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그 밖에 많은 사항이 법률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행정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따라 입법에 있어

서도 사무의 능률적 배분이 요청되어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규정은 명령에 위

임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법원(法源)으로서 명령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은 위임명령으로 불린다.

또한 법률에 의한 입법권의 위임에 의하지 않고 정립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

로 상위의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명령권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명령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관하여,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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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95조에서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에게도 위임명령권과 집행명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행정각부의 장에

게만 부령의 발령권을 인정하고 있므로,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

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령을 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국무총리 소속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령에 그 내용을 담게 된다. 한

편, 행정권에 의한 입법 외에 국회규칙과 대법원규칙 등도 위임입법에 포함된다.

5) 조약 및 국제법규

조약은 그 명칭이 어떠한지를 불문(不問)하고,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며, 

국제법규란 우리나라가 체약국(締約國)이 아니라도 국제사회에서 대다수의 나라에 의하

여 일반적으로 그 규범력이 인정된 것과 국제관습법(예: 외교관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관습법 등)을 말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제1항), 국내법의 체계에 수용된다. 여기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이란 반드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은 법

률과,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위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은 국회가 체결․비준에 동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의 조약들은 대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

나, 실제적으로는 부령에 해당하는 조약도 있다. 한편, 현행 법률 가운데 조약과의 적용

관계를 명문으로 규정한 예도 있는데, 예컨대, 우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우편에 관

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여 국제조약이 우

선적 법원(法源)이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6) 자치법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입

법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가) 법체계상의 지위와 특수성

자치법규(조례와 규칙)는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고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관청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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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에 대하여도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는 자치법규로 국가사무를 규율하고 있고, 특

히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완하

여 전체적인 국법체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되는 법규

범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입법과는 구분되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일반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는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

고, 개괄적으로 위임하더라도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나) 규율 범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그 제정 영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정해야 하

는 사항적 범위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하는 법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① 사항적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가 아닌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다.

② 법령우위의 원칙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조례가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헌법 제

12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률

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

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등에 따른 것으로 우리 헌법 규정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지방자치법｣제16).

다) 법령의 소관사항

법령에는 법령의 종류마다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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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법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제12조, 제23조,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37조 등),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제38조, 제39조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소관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제

1) 서 론

인간의 특정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의 시간적 효력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제정된 한시

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항구적 효력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미래의 사정변화를 충분히 예측하고 그러한 사정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

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못한 경우

도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1958년 3월 11일 원자력법

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그런데 원자력법은 항구적 성격을 가지는 다른 법률과는 달리 그 

자체의 발전적 성격으로 인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무수한 개정을 되풀이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경계가 불명확한데다가, 미․소
간의 냉전체제 하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던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의 이용범위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즉,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을 비롯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범위의 결정, 사용후핵연

료의 처리문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상황 및 전망, 에너지 수급전망, 핵비확산 내지 핵물질 방

호에 관한 국제동향,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 등에 의하여 영향

을 받게 된다. 

한편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따른 문제점들은 원자력법의 개정을 통하여 조정되어 왔으

나, 원자력법 개정 시에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사항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임기

응변식의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원자력법의 무수한 개정은 임기응변식 대응입법의 대표적 사례이지만, 무턱대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원자력의 이용을 둘러싼 문제들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향

후 진행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예상되는 상황을 모두 사전

에 규정하는 것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법은 본질적으로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국면전개에 맞추어 보완․정비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이하에서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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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원자력법의 개정상황을 검토하고, 원자력법의 발전적 과제를 음미해 보아야 할 것

이다. 

2) 1958년 원자력법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인류사회의 복지에 기여

하기 위하여(제1조)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3호로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25차 개

정이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원자력법의 발전적 해

체가 이루어졌다.

즉, 기존의 원자력법은 원자력진흥법(2011.7.25, 법률 제10909호)과 원자력안전법

(2011.7.25, 법률 제10911호)으로 나뉘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7.25, 법률 제10912호)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과정이 입법에 반영된 역사라 할 수 있으

므로 그 개정경과를 <표 2-12>에 나타내었다. 

<표 2-12> 우리나라 「원자력법」 개정 일람표

개 정
시 행 일
(법률번호)

개정
형태

주요 개정내용

제1차
1961.10.02

(제735호)
일부 ○대통령령을 각령으로 함

제2차
1963.12.17

(제1537호)
ʺ ○ 원자력원에 방사선의학연구소를 설치

○ 원자력위원회에 2인의 상임위원을 선임

제3차
1963.12.17

(제1615호)
ʺ ○내각수반을 대통령으로 함

제4차
1966.08.03

(제1833호)
ʺ ○ 방사선의학연구소를 방사선의학연구소

   와 방사선농학연구소로 분리함

제5차
1967.03.30

(제1948호)
ʺ ○ 원자력원을 과학기술처의 외청인 원자력청 소속으로 함

제6차
1969.01.24

(제2093호)
ʺ ○ 원자력시설의 검사규정을 신설함

○ 원자로 파괴죄를 신설함

제7차
1973.01.15

(제2444호)
ʺ ○ 인․허가권자를 원자력청장에서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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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시 행 일
(법률번호)

개정
형태

주요 개정내용

○ 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처장관 소속으로 함

제8차
1973.03.23

(제2602호)
ʺ ○ 제한구역의 설정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규정함

제9차
1982.09.30

(제3549호)
전부

○ 핵연료주기사업을 세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함

○ 환경보전기준준수규정의 신설

제10차
1986.11.13

(제3850호)
일부

○ 원자력위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부총리로 함

○ 국제규제물자계량관리규정의 신설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제11차
1993.03.06

(제4541호)
타법 ○ 동력자원부가 상공자원부로 통합됨에 따라 직명을 변경

제12차
1995.10.06

(제4940호)
일부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정부직제의 변경(재정경제원 및 통상산업부의 통합 신설

제13차
1997.07.01

(제5233호)
ʺ

○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

설함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함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4차
1998.01.01

(제5453호)
타법

○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

○ 개별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

○ 일정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

제15차
1999.08.09

(제5820호)
일부

○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기획예산위원회위원

장을 위원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함(제4

조의2)

○ 발전 원자로설치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원자로 건설관련 설계자료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현행 제14조삭제)

○ 원자로 설치선박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운영에 대한 허가제도를 폐

지 (제33조 제1항)

○ 발전용 원자로의 주요부품에 대한 성능검증업의 허가제도를 폐지(현

행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9 삭제)

○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고, 방사선기기

의 설계승․   검사제도를 신설(제65조 내지 제67조, 제72조 및 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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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시 행 일
(법률번호)

개정
형태

주요 개정내용

조)

제16차
2001.07.17

(제6354호)
ʺ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 (제5조의3)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을 위한 부담금 요율의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

정 (제9조의3 제2항)

○ 공통적인 설계에 대하여는 사전에 표준 설계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도

록 함(제12조의2 신설)

○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

하도록 함(제23조의3․제31조 제2항 제6호 및 제55조 제2항제6호 신

설)

○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의무를 강화함(제29조 제4

항․제58조 제5호 및 제77조 제4호 신설)

제17차
2001.07.17

(제6472호)
타법

○ 신기술 인정제도 및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를 통합하여 신기술 인정

제도로 일원화함(제6조)

○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제7

조)

○ 기술수출계약의 사전 신고제도를 폐지(현행 제10조의2 삭제)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인정

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제18차
2004.02.16

(제6873호)
ʺ

○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를 두고, 

원자력시설 등이 위치하는 지역에는 시․도방호협의회 및 시․군․구방호협

의회를 두도록 함(제5조 내지 제7조)

○ 원자력사업자는 당해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물리적 방호운영체제․물리

적 방호   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을 수립하여 핵물질의 불법이전, 원자

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도록 함(제9조)

○ 기타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

제19차
2006.04.01

(제7428호)
ʺ

○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

선․보완하고, 개인회생제도를 도입

○ 기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제20차
2006.07.01

(제7806호)
일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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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이용․진흥 관련 법률

가)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진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개 정
시 행 일
(법률번호)

개정
형태

주요 개정내용

○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제12조 및 제12조의2 등)

○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 수립․시행(제89조 

제1항)

제21차
2008.02.29

(제8852호)
타법

○ 정부기능의 효율적 재배치에 따른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

합(제14조),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 특임장관 신설(제17조),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제18

조) 등

제22차
2008.03.21

(제8974호)
ʺ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

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하기 쉽게 정비함

제23차
2009.01.01

(제9016호)
ʺ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수립(제6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납부(제14조 및 제16조)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제15조 및 부칙 제5조)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립(제18조 내지 제27조)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운용(제28조 내지 제33조)

제24차
2010.03.17

(제10086호)
일부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을 도입함(제121

조 제1항)

○ 양벌규정에서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벌칙적용을 명확히 

함(제121조 제2항)

제25차
2011.06.10

(제10445호)
타법

○기초연구를 정의(제2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연

구개발사업을 다시 정의함(제14조)

○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 대

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근거를 둠(제17조)

총 계 일부개정(15회)+타법개정(9회)+전부개정(1회)=총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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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두고 있다(제3조).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 및 산업

통상자원부장관(당연직위원)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제5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제7

조).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하여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종합계획에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

항,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

한 사항,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및 제2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확정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5년마

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

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독 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

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전문은 부록 참조)

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

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2002년 12월 26일(법률 6814호) 제정되었으며 이제까지 7차 개정이 있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방사선 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시행(제3조 및 제4조)

  ⅱ) 방사선 등의 연구개발 지원(제5조 내지 제8조)  

  ⅲ) 방사선 등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제12조)

  ⅳ)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제13조의2)

  ⅴ) 협회의 설립 등(제14조)

  ⅵ)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15조)

다)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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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

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26일(법률 제8079호)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ⅱ) 국가핵융합위원회(제6조)의 설치

  ⅲ)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8조)

  ⅳ)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제12조)

  ⅴ) 국제협력의 촉진(제14조)

4)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법률

가)  원자력안전법

현행 원자력안전법(2011. 10. 26 시행, 2011. 7. 25 제정, 법률 제10911호)은 다음과 

같이 총 11개의 장과 12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ⅰ) 제1장(총칙) : 제1조~제2조

  ⅱ) 제2장(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3조~제9조

  ⅲ) 제3장(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 제10조~제34조

    ○ 제1절(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제10조~제19조

    ○ 제2절(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 제20조~제299조

    ○ 제3절(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 : 제30조~제34조

  ⅳ) 제4장(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 제35조~제52조

    ○ 제1절(핵연료주기사업) : 제35조~제44조

    ○ 제2절(핵물질사용) : 제45조~제52조

  ⅴ) 제5장(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제53조~제62조

  ⅵ) 제6장(폐기 및 운반) : 제63조~제77조

  ⅶ) 제7장(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 제78조~제83조

  ⅷ) 제8장(면허 및 시험) : 제84조~제88조

  ⅸ) 제9장(규제․감독) : 제89조~제98조

  ⅹ) 제10장(보칙규정) : 제99조~제112조

  ⅺ) 제11장(벌칙규정) : 제113조~제121조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사능방재 및 시설방호체제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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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

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15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방재대책법이라 한다)(법률 제

6873호)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정이후 11차례의 개정(타법개정 포함)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장과 5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ⅰ) 제1장(총칙) : 제1조~제2조

  ⅱ) 제2장(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 제3조~제16조

  ⅲ) 제3장(방사능 방재대책) : 제17조~제43조

    ○ 제1절(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 제17조~제34조

    ○ 제2절(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 제35조~제40조

    ○ 제3절(사후조치 등) : 제41조~제43조

  ⅳ) 제4장(보칙) : 제44조~제46조

  ⅴ) 제5장(벌칙) : 제47조~제52조

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

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5일(법률 제10908호)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

정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장과 31개조로 구성

되어 있다.

  ⅰ) 제1장(총칙) : 제1조~제4조

  ⅱ) 제2장(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제8조

  ⅲ) 제3장(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 제9조~제18조

  ⅳ) 제4장(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 제19조~제22조)

  ⅴ) 제5장(보칙) : 제23조~제28조

  ⅵ) 제6장(벌칙) : 제29조~제31조

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이 법은 그동안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8년 3월 28일(법률 제9016호)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이제까지 5차례의 개

정이 있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7개장 4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ⅰ)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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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제8조

  ⅲ)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9조~제17조 

  ⅳ)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18조~제27조

  ⅴ)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제28조~제33조

  ⅵ) 제6장 보칙 제34조~제38조

5) 원자력 행정조직법

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법이라 한

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 7월 25일 법률 

10912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5차례 개정되었으며, 총 4개장과 19개조로 구성되어 있

다. 

ⅰ) 제1장(총칙) : 제1조~제2조

ⅱ) 제2장(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 제3조~제10조

ⅲ) 제3장(위원회의 소관사무) : 제11조~제12조

ⅳ) 제4장(위원회의 운영) : 제13조~제19조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1989년 12월 30일(법률 제4195호) 제정되었다. 이 법은 9차례 개정

되었으며, 2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6) 원자력손해배상관련법

가)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법(법률 제2094호)은 건설될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수반하여 예상되

는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한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9년 

1월 24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13차례 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24개조로 구성되어 있

다.

나)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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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손해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와 

원자력사업자간에 체결하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75

년 4월 7일 법률 제2764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2차례 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7) 지역지원법

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9년 6월 16일(법률 제4134호) 제정되었다. 이 법은 12차례 

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5년 3월 31일(법률 제

7444호) 제정되었다. 이 법은 9차례 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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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동북아 국가의 원자력법제 비교

1.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일본의 원자력법제는 그 형식 및 내용 등이 가장 유사하다. 양국의 법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먼저 각종 원자력사업에 진출하

였고, 원자력산업의 다양성, 사회적 환경 등이 입법에 반영된 결과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력기본법

일본은 일찍부터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기본법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원자력기본법의 내용이 현재는 

원자력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에 일부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원자력기본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나. 원자력행정조직법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정치제도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이 상이하다. 구체적 내용은 기

술한 바와 같다.

다.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법률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대표적 법률은 ‘원자로등규제법’이며 이에 상응하는 우

리나라의 관련법은 “원자력안전법”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은 미국의 제도를 참조

하고 일본의 제도를 다수 도입함으로써 그 실질적 내용에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라. 원자력손해배상법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체제는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체제를 참조함으로서 

가장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2. 우리나라와 중국

중국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법률체계도 사회주의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방사성오염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당초 환경법을 구

성하는 일부 개별법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중국의 현행 원자력법제 중 유일한 원자력 관

련 법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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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방사성오염방지법’은 지금은 폐지된 우리나라의 과거 ‘원자력법’과 공통된 요수

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방사성오염방지법’ 제2장 내지 제4장은 방사선 오염방지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현행 ‘원자력안전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제5장은 우리나라의 현행 ‘원자력진흥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제6장은 우리나

라의 ‘방사성폐기물관리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국의 원자력 관련 법률은 우리나라에 비해 전

반적으로 정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우리나라와 대만

우리나라와 대만은 정치제도, 사회제도 및 경제개발의 발전 정도가 유사하고 과거 일본

의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적 공통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및 대만은 일반법제 및 

원자력법제도 상당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대만의 원자력산업 수준 및 원자력에 대한 주민의 이해에 관한 차

이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대만의 원자력법제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우리나라와 북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이 중요한 의제로 대두된 가운데 ‘원자력손해배상법

제’에 대해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원전도입하기 전부터 원자력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손해배

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한편 북한은 원자력 평화적 이용의 핵심인 원전의 건설이 중단된 상태기는 하지만 원

자력 운영이 없는 상태이라 원자력사고를 전제한 별도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제5조에서 방사성물질 등에 대한 

보상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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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한 법률의 유효성

제1절 북한의 통치이념과 법이론 변화

제2절 사회주의국가의 법의 특징

제3절 북한 법률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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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북한의 통치이념과 법이론 변화

지금까지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의 바탕 위에서 이데올로기의 목표 문화를 강

조하면서 동원체제를 밀고 나가기 위한 사회문화를 최대한 활용해 왔다. 북한 체제에서 

강조되는 목표문화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

념적 원칙에서 연유된 계급 없는 공산주의사회의 추구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문화는 

주체사상이 그 근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북한은 내부적으로 1970년대 초부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배제하고 주체사상

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정립하여 이를 체제 유지의 도구로 이용해 왔으며, 국제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급격히 퇴조한 1980년대 이후 대외적으로도 이를 표방하여 마르크

스 레닌주의와의 단절을 선언하였다. 

지금과 같이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형성되기까지는 사회체제의 변화에 상응

하는 위상변화과정을 겪어왔고, 국가의 통치이념에 수반하여 법이념도 유사한 변화양상

을 보였던 것이다.

1. 주체사상의 등장과 제도화

197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공식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위상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다시 개정된 당규약은 ‘김일성동지

의 주체사상’과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함께 당의 공식이념으로 채택하였고, 두 이념을 하

나의 사상체계로 통합하였다. 

나아가 1980년에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 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천명함으로써 당의 공식이념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보다는 오히려 주체사상인 듯한 인상을 주었다.

김일성보다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한층 강조하는 김정일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서 밝히신 주체적인 입장과 원칙은 공산주의원리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에 부합된

다”고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김정일의 표현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대외적 선전

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주체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동격 내지는 상위의 이념으로 

공식화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법에서 주체사상이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명문화된 것은 이보다 훨씬 늦었는데,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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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

다.

북한이 이처럼 주체사상을 당과 국가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했다고는 볼 수 없

다. 비록 북한이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정일도 인정한 바와 같

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념체계로서 여전히 마르크스 레

닌주의와 분리될 수 없는 많은 이론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

 2. 선군사상과 선군정치

북한의 2009년 헌법 개정에서는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

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 사상을 자기활

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여 주체사상 이외에 ‘선군 사상’도 통치이념의 

하나로 병기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2009년의 헌법 수정보충이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중대조치라

고 평가하고 있는데, 무장력의 사명을 새롭게 명백히 밝히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지니

는 법적 지위, 임무와 권한을 새롭게 뚜렷이 명시하고 있으며, 국방 위원회의 특수한 권

능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수정 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혁명

무력과 국방 사업 전반에 대한 당과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담보하고 나라의 전반

적 국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실현의 위력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3조에서 ‘선군사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주체사상에 버금

가는 이념체계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주체 사상에 뿌

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에서 출발하고, 주체의 혁명원리와 원칙, 

방법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주체사상의 기치에 따라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역사적 업

적과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정치방식”이라는 설명에서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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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주의국가의 법 특징

  1. 북한의 사회주의 법무생활

김정일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였고, 

또한 북한의 법학분야 관련 논문에서도 ｢사회주의 법무생활｣ 외에도 ｢사회주의법｣, ｢사

회주의법치국가｣, ｢사회주의 법적통제｣와 같은 용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북한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대한 개념은 김정일이 헌법공포 10주년 기념(1982. 12. 

15)으로「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제시

되었으며, 그 후 1992년 헌법 개정으로 제18조 제3문에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법무생활’이란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한 생활이며, 법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규범

생활의 한 형태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법이 존재하고 실현되는 모든 사회에는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생활인 법무생활이 있지만, 해당사회의 성격에 따라 법무생활

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즉, 착취사회에서 법무생활은 지배 계급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수단인 법의 강압

과 강요에 기초한 강압적 법무생활이지만, ‘사회주의 법무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법무 생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 생활이며, 법규범과 규

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행동을 실현 해나가는 국가적인 조직

생활이라고 한다.

또한 사회주의사회는 조직적인 사회로서 사회의 조직화는 법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

에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해 중요한 문제로 간주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워

야 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준법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조직 지도하는 것은 인민정권의 주되는 기능의 하나이며, 법

무생활에 대한 인민정권기관의 지도에서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의 기능과 당적으

로 지도하는 당의 임무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한 1990년대 이후, 외견상 북한법제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법의 중시, 준법의식의 고양, 인치로부터 법치로의 변화, 통치 시스템의 법화 

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최근의 입법동향을 보아도 헌법을 제외한 

개별법에서는 상당부분 이념성이 완화되었으며 실용주의적인 입법 경향을 관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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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법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관을 고수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법치국가라는 것은 그 

출발부터 계급적 차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법이념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사회주의법의 외부사회와 사상에 대한 경계심

은 북한에서도 지금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상 잔재의 부식작용이 계속되고 외부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 문화

적 침투책동이 끈질기게 벌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사람들 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이고 부단

히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사람들이 점차 사상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준법의식영역에서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것이 완전히 마비되게 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저작(사회주의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사회주의법이 노동계

급적인 법으로부터 초계급적인 법으로 전환되었다는 견해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

의를 침해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이며, 사회주의법은 노동

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주지만 극소수의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법치국가에 대한 북한의 저작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ⅰ)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이다.

  ⅱ)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사업과 생활을 철저

히 법이 정한대로 해나가는 국가이다.

  ⅲ)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법치국가이다.

그러나 기본전제로서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우선 당이 영도하는 법치국가 라는 점을 강

조하고, 당의 영도위에 사회주의법치가  ｢법지상주의｣를 말하면서 법을 정치의 우위에 

놓는 부르조아 ｢법치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배경,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

고 있는 사회적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법제의 긍정적인 변화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처럼 개별법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근본적인 이념성 간의 긴장관계를 유념하면서 북한법제를 관찰해야 할 것이

다.

  2. 권리의 우월성보다 의무의 선행성

북한법의 법리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집단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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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특징이다.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는 혁명정신을 높

이 발양하는 것은 공민의 신성한 법적 의무인 동시에 고상한 정치․도의적 의무이다.

법과 사회주의 생활규범 및 행동준칙 준수, 집단주의적 정신발양, 노동의무,  국가재산

애호, 국가기밀 준수, 조국보위 등의 굵직한 기본적 의무들이 법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한 마디로 권리의 우월성 보다는 의무의 선행성이 강조되고 있다.

3. 북한의 법규범

 가. 법률

북한에서 ‘법’은 최고주권기관이 일정한 부문의 사회관계와 관련하여 원칙적 문제를 규

제하는 규범적 법문건의 명칭을 말하며, 그것을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이나 지방국가 기관

이 제정하는 규범적 법문건(이들의 명칭은 보통 ‘규정’이나 ‘세칙’)들과 구별한다.

‘법’이라는 명칭으로 된 규범적 법문건 안에 담겨져 있는 법규범들은 법체계에서 원칙

적이며 본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법규범들이다. 2012년 4월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북한

의 법규범과 제․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1> 북한의 법규범과 제․개정

기 관 명 제․개정 내용 헌법 조문

최고인민회의

- 헌법 수정, 보충

- 부문법 제정 또는 수정, 보충

- 중요 부문법(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    인민회의 상

임위원회가 채택) 승인

제91조

법령 결정 제97조

국방위원회

- 명령(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제104조

- 결정

- 지시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 부문법 제정 및 수정, 보충(최고인민회의 휴회중)

- 규정 제정 및 수정, 보충

- 헌법, 현행부문법, 규정의 해석

제116조

- 정령

- 결정

- 지시

제120조

내   각

- 규정 제정 또는 수정, 보충 제125조

- 결정

- 지시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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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법령’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헌법, 부문법, 규정의 세 가지가 포함된

다고 할 수 있으나, 좁은 의미로는 최고주권기관이자 최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발

하는 명령의 형식으로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하는 법문건에 붙이는 명칭 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최고인민회의는 ‘법령’의 형식으로 부문법(즉, ‘법’) 등을 제․개정  하고,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의 형식으로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법령의 형태로 채택되는 것은 주로 ‘부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문

법’은 ‘규정’과는 달리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 및 수정․보충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1998년 헌법 이전에는 상설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지만, 

중요 부문법은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더라도 차후에 최고인민회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의 경우에도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 엄밀히 구분한다면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의 형

식으로 채택되는 부문법,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채택되는 부문법,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부문

법 등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법전에서도 이들 간의 위계는 보이지 않고,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구분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며, 그 제․개정과정도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김정일체제 이후 제․개정된 법들은 북한 헌법이 규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 규정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규정’은 헌법 또는 부문법에 기초하여 제정 및 수정․보충하는 시

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거나, 내각

(1998년 헌법 이전에는 정무원)에서 제정 또는 수정․보충 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은 일반적으로 ‘(시행)규정’ 또는 ‘세칙’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는데, 규정의 제․개
정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규정들이 내각(또는 정무원)의 결정으로 채택되고 있으

나, 다른 규정들과 달리 유독 금강산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많은 규정들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북한의 법규범에 있어서 과거에는 헌법 아래에 있는 법령, 명령, 정령, 결정, 지시 등의 

규범 간에 엄격한 상하관계에 따른 단계성이 적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나, 김정일 체

제 이후 최소한 성문법규에 관한 한 그런 혼란은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의 형식으로 채택된 부문법과 승인된 중요부문법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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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령으로 채택된 부문법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으로 채택된 규정과 내각 결정으로 채택된 규정 등의 사이에 각각 실질적 위계질서

와 취급상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는 집단주의적 원칙에 따라 사

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목적론적 행위개념이 우세한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따라 권리의 개념도 사회 또는 국가와의 갈등을 전제하는 개념이 아닌 의무와 결

합된 윤리적 개념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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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북한 법률의 유효성

1. 북한법의 정확한 이해

남북한의 체제의 차이는 남북한의 법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남한법을 지배

하는 자유주의적 법질서의 관점에서 북한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념화하는 것은 현 시점

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북한 법률과 남한 법률을 대응시킬 경우, 

전체 북한의 법질서 내에서 개별 법령의 기능 및 지위를 간과하거나 오해하게 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북한법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법 전체를 북한체제에 맞추어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북한법의 체계화는 ① 

남한법체계에 기초한 관점의 배제, ② 전체 북한법의 구조화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갖게 

된다.

2. 법률 통합에 선행하는 기초작업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과 북한의 법률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즉 법률 통

합의 과정과 양상에 대하여 선행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남한법과 대응하는 

북한법을 선정하여 당해 북한법의 기능을 어느 한도까지 축소시키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법적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여타 북한법과 충돌하는 

현상을 가급적 피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복잡한 과정이 계속하여 반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결국 북한법의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는 점에

서 법률통합에 선행하는 기초작업으로서 북한법의 체계화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 북한법 체계화 작업의 유의사항

북한법의 경우 규범과 현실 사이의 대응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체계화 

작업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법의 하위규정 즉 남한법의 용어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훈령, 예규, 고시

에 해당하는 북한 규범의 구체적인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실재하는 북한

의 정부구조와 사회변화양상을 통하여 오로지 ʻ법ʼ만으로 북한법을 구조화하는 경우에 발

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해와 억측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수령의 일인독재체제사회인 북한의 경우, 자유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규범의 현

실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사회의 모습을 통해 그러한 간극을 보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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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4. 북한법률간 부조화 사례

북한은 1950년대 자력갱생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했으며, 정책의 일환으로 전력부족의 

해소를 위한 원자력 개발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원자력 기술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

기 위하여 법제도 구축하였다. 원자력 기술개발이 시작된 초기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을 강조하고 법령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명시하는 등 원자력 기술개발의 목적

과 이용이 모두 평화적 이유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목적을 규정한 사례로, 1986년 채택된 ‘환경보호법’에는 

“제7조(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 시험, 사용금지원칙)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
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
이다. 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
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2년 남북 간에 체결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에서도 한반도에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할 것과(제1항)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항). 또한 북

한에서 초법적 지위를 가지는 김일성 교시에 배치된다.7) 김일성은 그의 저작집에서 다음

의 교시를 한 바 있다.

“핵무기가 있는 한 핵전쟁의 위험은 사라질 수 없으므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배치
를 금지하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핵무기를 감축하며 나아가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김일성은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인류는 핵참화의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

으며 세계 평화는 공고한 기초 위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8)

이러한 법률과 양국간 선언 그리고 이들 보다 높은 초법적 지위를 갖는 저작집을 통해 

북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규에 반하는 

법제가 북한사회에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즉,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

2기 제5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개정된 헌법 서

문에는 

7) 북한에서는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 말씀이 초법적 규범으로 법의 성립근거나 법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37～38. 2013년 6월 개정된 북한의「당의 유일적령
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노동당의 노선과 방침 및 지시가 곧 법으로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원칙).

8) 조선로동당출판사,『김일성저작집』, 제9권(1980), pp. 461～462; 신분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우월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2권 제2호(1996),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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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동지께서는…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었다.”

는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는 이른바 ‘무적의 군사강국’으로의 전환을 핵의 보유로 가능

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 서문을 통한 ‘핵보유국’ 명시는 법체계상 

가장 상위인 헌법을 통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과 핵보유국의 지위를 대내외에 과

시하여 핵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3차 핵실험에 이어 북

한은 같은 해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

설을 병진’한다는 핵-경제 병진(竝進) 노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는 같은 해 4월 1일 최

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그 서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물리치고 사회주의제

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당당

한 핵보유국가이다.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핵무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외세의 온갖 

침략과 간섭을 받아온 수난의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었다.“

북한 핵보유 법령은 모두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 핵무기가 정당한 방위수단

임과 핵억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으로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

한 방위수단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

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

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

적인 대책을 세운다.“

이러한 북한의 법령들을 살펴보면 법률간 정합성의 결여가 관측된다. 북한의 법률은 통

치의 수단이지 정책의 이행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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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남북법제의 연구

1. 개 요

남북관계는 법적인 측면에서 국내법적 관계 또는 국제법적 관계에 입각한 일반적 관점

의 논의로는 쉽게 정의되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논리에 의해 접근되고 있다. 그만큼 

남북관계는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고, 현실의 남북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남북의 특수관계라는 성격에 기초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사정과 과정에 입각한 논의를 전제로 하

여 살펴봄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과거 법적으로 북한을 부정하였던 시기에 

북한의 법과 제도는 분석할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접근마저 불법

시 되었다.

부분적이지만 남북간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과 물자가 남북을 오가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보다 정확한 모습을 보고자 하는 시각이 형성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남북관

계의 설정이라는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의 실태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이를 통한 남북의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당면한 법적 영역에서의 이러한 시도를 뒷받침하는 작업이 수반되

었다. 

알다시피 남북이 적대적 관계에 머물렀던 시기에 부정의 대상에 불과하였던 북한에 대

하여 교류 협력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은 그만큼 남북관계의 변화

라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 속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로 북한의 법을 분

석하게 되었고, 교류협력의 확대와 활성화는 남북통합을 염두에 두면서 남북의 법과 제

도의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현시점에서 남북법제에 관한 연구는, 다시 말해 북한의 이해라는 차원에서의 북한법제

의 연구와 남북통합을 위한 논의로서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

다. 

이제 남북법제에 대한 연구는 과거 척박한 풍토 하에서도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 낸 토

양을 토대로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정책적인 면에서도 현실적이고 미래적 상황을 고

려한 발전방안에 입각한 법제통합안을 마련하는 데에 활발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남북법제에 관한 연구는 각 분야별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필요

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양적으로 많아지는 대신 효과적인 연구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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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법제 연구의 필요성

가. 남북한의 화해․협력시대 개막과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

오늘날 남북관계는 냉전적 적대관계에서 통일을 향한 동반자 관계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제 남북한은 서로 반목과 대결의 ‘분단시대’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통일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바야흐로 통일문제를 현실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통일조항을 두고 있는데,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총강의 제4조에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을 규정하는 등 평화통

일을 중요한 헌법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이념에 입각해 우리 정부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을 통해 평화적 통

일을 위한 단계적․점진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기해 왔다. 이

러한 방안은 단계별 통일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통일헌법에 의거해 통일국가를 이룩

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나. 분단국가의 통일

1980년대 후반의 국제정세의 변화는 사회주의국가의 변혁과 이로 인한 분단국가의 통

합을 가져왔다. 동서냉전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통일도 기대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회주의권국가들의 변혁은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변화 내지 붕괴로 인해 

동서독과 남북예멘의 통일과 같은 상황의 전개를 예상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법과 분단극복을 위한 법제, 통합법제 등에 대한 관심이 정책적 또

는 실무적 차원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분단국의 통합사례를 살피면서 통일과정 및 완성

단계에서 법적 동화 내지 통합의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였으며, 결국 법적 통합작업의 

완료에 의하여 통일을 완성하였다는 강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동서독의 경우 구 서독 기본법에 의거해 통일을 이루었으며, 남북 예멘의 

경우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

다. 북한체제의 인정과 북한법제 이해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남북은 상호 체제(제도)를 인정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나아가기로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체제를 갖추어 나

아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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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북한체제를 보다 잘 그리고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의 법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수한 성격,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령의 유일

지배체제’, 또는 일인지배체제,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의 권력승계체제 등 체제수호 내지 

유지를 위한 북한의 자세는 오히려 1990년대 들어서서 법제 정비면에서는 보다 적극적

으로 변화하였다.

3. 북한법제 연구의 문제점

북한법 연구에 있어 그 제약 요인과 한계성을 요약한다.

첫째, 북한법 자료에 대한 접근의 곤란성이다. 우선 북한이 법 관련 자료의 공개를 꺼

림으로써 북한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에는 체계화된 

법전이 없다다. 이러한 사정에다 남한 당국은 북한원전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 북한법

에 대해서도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북한법 연구가 제약을 받아 왔었다.

둘째,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의 제약성이다. 초기의 북한법 연구는 정부 주도 하에 이루

어짐으로써 북한법의 균형적인 연구에 걸림돌이 되었다. 정책적 목표 하에 선정된 과제

는 북한체제의 비판에 연구의 목적을 한정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연구는 그러한 범위를 

넘을 수 없었다. 남북의 대결 구도 하에서 북한법 연구는 북한체제와 법의 비판을 통한 

남한의 비교우위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에 따른 연구방법이란 남한법과의 단

순 비교에 의한 양자의 차이를 부각시켜 북한 체제의 열악성을 강조하는 편향된 시각을 

좀처럼 탈피하지 못하였다.

셋째, 북한법제 연구자의 절대 부족이다. 그간 극소수의 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북한법

에 대해 꾸준히 연구함으로써 북한법 연구의 기반을 닦았지만, 연구자의 절대 부족은 전

반적인 북한법 연구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에 관한 다른 분야의 

연구와 비교할 때, 특히 북한법 연구가 매우 저조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북한법 연구의 제약 요인과 한계성은 대북 시각의 편향성을 고정시키고, 북한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4. 남북법제의 연구방향과 과제

가. 연구방향

첫째, 통일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을 강화하여야 한다. 최근 통일문제의 법제도적 

접근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통일문제는 법적인 측면의 

분석보다는 정치적 분석방법이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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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제정치 내지 국내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일면 이

해할 수 있으나, 통일문제 또는 남북문제가 단순하게 염원과 이상이 아니라 현실문제로 

다가선 시점에서 법제도적 분석과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북한법제 연구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상응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구시

대적 냉전질서에 입각해 고착화된 북한법에 대한 연구자세 및 시각에서 탈피하여야 한

다. 북한법의 연구 자세는 과거 대결과 경쟁의식에 입각한 대북인식에서 벗어나 통일지

향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남북의 통합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것

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남북 법제의 단순 내용비교에 의해 북한체제를 비판하

는 연구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북한법이 지니고 있는 본질과 특징을 

밝히고, 그 기초 위에서 북한법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북한

이 남한과는 다른 철학과 가치관, 역사적인 배경에 의한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법제를 일방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분석하는 자세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법제에 대한 연구는 그 대상과 범위, 목적 등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연구주

체도 다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간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연구가 민간 주

도의 연구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나. 남북 통일법제의 연구과제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과제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분단국의 분단극복 내지 통합사례의 일환으로 중국과 대만관계(양안관계)에 대

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양안관계는 동서독과 남북예멘과는 다른 상호관계의 원칙

과 발전과정에서의 특징을 엿볼 수 있으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양안간의 체제통합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양안(중국

대륙과 대만관계)간 교류협력법제의 원칙과 동향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통일법 연구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변화, 특히 북한의 변화에 따른 대비입법에 관

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상황은 교류협력의 확대와 활성

화를 통한 통합의 기반을 확대 조성하는 일로써 이를 위한 법제기반을 형성하는 데에 중

점을 두고 있다.“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은 바로 현실의 남북관계에 기초하

여 정립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는 평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

어진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이른바 “탈북자지원법”은 바로 평시에서의 통일 상황을 고려

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제는 통일법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한다. 남북간 교류협력의 진전은 그만큼 통합의 문을 여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방안의 강화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실제로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

에 함께 새로이 전개된 상황에 대응하는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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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세를 요청하고 있다. 이

제 통일은 ‘현실적 과제’로 대두하였으며, 독일통일에서 보듯이 통일이란 언제라도 다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통일을 위한 대비입법 내지 대기입법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동요 내지 변혁에 따른 사태진전이 있는 경우 

급진전하는 통일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상황은 사

실상 남한이 북한을 흡수적으로 통일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무력에 

의하거나 일방적인 힘에 의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협의를 통하여 평화

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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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 국가(일본, 중국, 대만, 북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환

경, 행정체제, 일반법제, 원자력 관련 법률 현황을 조사‧비교하였다. 동북아 각국(일본, 중

국, 대만, 북한, 우리나라)의 일반법 체계와 원자력법제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유사하

지만 중국과 북한의 일반법 체계와 원자력법제는 정치제도 및 법치주의 이념의 차이로 

인하여 비교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제도 개방화의 정

도와 산업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양국 간의 수평비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치제도 및 민주화의 진전이 유사한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경우도 원자력산업의 다

양성, 발전상황 및 대형 원자력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원자력입법에 대한 수요가 상이

하다. 다만, 우리나라 또는 대만의 경우 일본의 경험(예, 후쿠시마 원전사고)과 이에 대

한 입법대책 등은 향후 국내 입법 및 원자력관련법 개정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북한은 남북 분단으로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원자력정책의 지향점이 

비교되어 법률 운용방식이 상이한 채로 70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남북한 법제의 공통

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법제 유사점을 들자면, 자국 원자력 이용의 근간을 정하는 기본법적 

지위의 원자력 기본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법이라기보다 원자

력 진흥을 관장하는 전문분야의 ‘원자력진흥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법률로 원자력 기

본법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추후 국가 원자력 활동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시대를 대비할 경우도 고려한 남북한 통일법 가능

성에 준비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오늘날 통일법의 이념은 남과 북의 현실적 법질서 또는 기존의 법정신과 달리 자유롭

게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현재 남과 북이 

법과 국가의 이념 가운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계승해 가야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할 필

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법이념을 주체사상으로 요약한다면, 남한의 법이념은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체의 법사상으로부터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혹시 긍정적으로 취할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주체사상이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주체철학으로서 인간존중과 인간복지의 사상이라면 

이는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법이념의 한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파생되

는 집단주의 생활원리가 개인의 자율과 창의력 그리고 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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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질서와 모순되는 획일주의 내지 단일주의적 요소를 표방하는 한 법이념으로 받아

들이기 힘들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남북한 교류협력은 상당 정도 제도화되었지만, 정치관계의 변화가 경제․
사회․문화․과학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크게 변화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이 남북한 간의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취급됨으로써 법치주의에 

입각한 안정적 교류협력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종래 진행된 남북한교

류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아직 교류협력을 안정화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과정이나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비교

법적으로 판단컨대, 교류협력의 제도화 수준은 분단국의 통일 여부와 통일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국면전환에 가장 유력하게 작용될 수 있는 원자력 법제분야의 남북한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문제는 남북한 평화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남한의 여론이나 남북한 

간의 정치적 상황과는 별도로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원자력 분야는 

종래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이 액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원자력분야 교류협력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진행된다면 그 

사회적 확장성이 크다. 원자력의 교류협력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등 인도적 지원뿐

만 아니라, 북한지역의 녹화조림 및 환경보호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촉

발할 수 있다.

셋째, 원자력의 교류 협력은 국제협약과 국제협력을 통해 규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자력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원자력법제의 통일적 방향

을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리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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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해당국의 언어로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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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昭和三十年十二月十九日法律第百八十六号）

最終改正：平成二六年六月一三日法律第六七号

第一章　総則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原子力の研究、開発及び利用（以下「原子力利用」という。）を推進

することによつて、将来におけるエネルギー資源を確保し、学術の進歩と産業の振興とを

図り、もつて人類社会の福祉と国民生活の水準向上と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基本方針） 

第二条  　 原子力利用は、平和の目的に限り、安全の確保を旨として、民主的な運営の下に、

自主的にこれを行うものとし、その成果を公開し、進んで国際協力に資するものとする。 

２  　 前項の安全の確保については、確立された国際的な基準を踏まえ、国民の生命、健康及

び財産の保護、環境の保全並びに我が国の安全保障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行うもの

とする。 

（定義） 

第三条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に掲げる用語は、次の定義に従うものとする。 

一  　 「原子力」とは、原子核変換の過程において原子核から放出されるすべての種類のエネ

ルギーをいう。 

二  　 「核燃料物質」とは、ウラン、トリウム等原子核分裂の過程において高エネルギーを放

出する物質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三  　 「核原料物質」とは、ウラン鉱、トリウム鉱その他核燃料物質の原料となる物質であつ

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四  　 「原子炉」とは、核燃料物質を燃料として使用する装置をいう。ただし、政令で定める

ものを除く。 

五  　 「放射線」とは、電磁波又は粒子線のうち、直接又は間接に空気を電離する能力をもつ

もの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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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章の二　原子力規制委員会  
第三条の二   　 原子力利用における安全の確保を図るため、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環境省の外局として、原子力規制委員会を置く。 

第一章の三　原子力防災会議  

（設置） 

第三条の三  　内閣に、原子力防災会議（以下「会議」という。）を置く。 

（所掌事務） 

第三条の四  　会議は、次に掲げる事務をつかさどる。 

一  　 原子力災害対策指針（原子力災害対策特別措置法 （平成十一年法律第百五十六号）第

六条の二第一項 に規定する原子力災害対策指針をいう。）に基づく施策の実施の推進そ

の他の原子力事故（原子炉の運転等（原子力損害の賠償に関する法律 （昭和三十六年法

律第百四十七号）第二条第一項 に規定する原子炉の運転等をいう。）に起因する事故を

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が発生した場合に備えた政府の総合的な取組を確保するため

の施策の実施の推進 

二  　 原子力事故が発生した場合において多数の関係者による長期にわたる総合的な取組が必

要となる施策の実施の推進 

（組織） 

第三条の五  　会議は、議長、副議長及び議員をもつて組織する。 

２  　議長は、内閣総理大臣をもつて充てる。 

３  　 副議長は、内閣官房長官、環境大臣、内閣官房長官及び環境大臣以外の国務大臣のうち

から内閣総理大臣が指名する者並びに原子力規制委員会委員長をもつて充てる。 

４  　議員は、次に掲げる者をもつて充てる。 

一  　議長及び副議長以外の全ての国務大臣並びに内閣危機管理監 

二  　 内閣官房副長官、環境副大臣若しくは関係府省の副大臣、環境大臣政務官若しくは関係

府省の大臣政務官又は国務大臣以外の関係行政機関の長のうちから、内閣総理大臣が任命

する者 

（事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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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条の六  　会議に、その事務を処理させるため、事務局を置く。 

２  　事務局に、事務局長その他の職員を置く。 

３  　事務局長は、環境大臣をもつて充てる。 

４  　 事務局長は、議長の命を受け、命を受けた内閣官房副長官補及び内閣府設置法 （平成

十一年法律第八十九号）第四条第三項 に規定する事務を分担管理する大臣たる内閣総理

大臣の協力を得て、局務を掌理する。 

（政令への委任） 

第三条の七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会議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二章　原子力委員会  
（設置） 

第四条  　 原子力利用に関する国の施策を計画的に遂行し、原子力行政の民主的な運営を図る

ため、内閣府に原子力委員会を置く。 

（任務） 

第五条  　 原子力委員会は、原子力利用に関する事項（安全の確保のうちその実施に関するも

のを除く。）について企画し、審議し、及び決定する。 

（組織、運営及び権限） 

第六条  　原子力委員会の組織、運営及び権限については、別に法律で定める。 

第三章　原子力の開発機関  
（国立研究開発法人日本原子力研究開発機構） 

第七条  　 原子力に関する基礎的研究及び応用の研究並びに核燃料サイクルを確立するための

高速増殖炉及びこれに必要な核燃料物質の開発並びに核燃料物質の再処理等に関する技術

の開発並びにこれらの成果の普及等は、第二条に規定する基本方針に基づき、国立研究開

発法人日本原子力研究開発機構において行うものとする。 

第四章　原子力に関する鉱物の開発取得  

（鉱業法 の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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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条  　 核原料物質に関する鉱業権又は租鉱権に関しては、別に法律をもつて、鉱業法 

（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八十九号）の特例を定めるものとする。 

（買取命令及び譲渡命令） 

第九条  　 政府は、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指定する者に対し、核原料物質を買

い取るべきことを命じ、又は核原料物質の生産者又は所有者若しくは管理者に対し、政府

の指定する者に核原料物質を譲渡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核原料物質の管理） 

第十条  　 核原料物質の輸入、輸出、譲渡、譲受及び精錬は、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政府の指定する者に限つてこれを行わしめるものとする。 

（奨励金等） 

第十一条  　 政府は、核原料物質の開発に寄与する者に対し、予算の範囲内において奨励金又

は賞金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章　核燃料物質の管理  

（核燃料物質に関する規制） 

第十二条  　 核燃料物質を生産し、輸入し、輸出し、所有し、所持し、譲渡し、譲り受け、使

用し、又は輸送しようとする者は、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政府の行う規制に従わ

なければならない。 

（核燃料物質の譲渡命令） 

第十三条  　 政府は、前条に規定する規制を行う場合において、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核燃料物質を所有し、又は所持する者に対し、譲渡先及び価格を指示してこれを譲渡

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六章　原子炉の管理  

（原子炉の建設等の規制） 

第十四条  　 原子炉を建設しようとする者は、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政府の行う規制

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改造し、又は移動しようとする者も、同様とする。 

第十五条   　 原子炉を譲渡し、又は譲り受けようとする者は、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政府の行う規制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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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六条   　 前二条に規定する規制に従つて原子炉を建設し、改造し、移動し、又は譲り受

けた者は、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操作開始前に運転計画を定めて、政府の認可

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章　特許発明等に対する措置  

（特許法 による措置） 

第十七条  　 政府は、原子力に関する特許発明につき、公益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特

許法 （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一号）第九十三条 の規定により措置するものとする。 

（譲渡制限） 

第十八条  　 原子力に関する特許発明、技術等の国外流出に係る契約の締結は、別に法律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政府の行う規制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奨励金等） 

第十九条  　 政府は、原子力に関する特許出願に係る発明又は特許発明に関し、予算の範囲内
において奨励金又は賞金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八章　放射線による障害の防止  

（放射線による障害の防止措置） 

第二十条  　 放射線による障害を防止し、公共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放射性物質及び放射線

発生装置に係る製造、販売、使用、測定等に対する規制その他保安及び保健上の措置に関
しては、別に法律で定める。 

第九章　補償  

（補償） 

第二十一条  　 政府又は政府の指定する者は、この法律及びこの法律を施行する法律に基き、

核原料物質の開発のためその権限を行う場合において、土地に関する権利、鉱業権又は租

鉱権その他の権利に関し、権利者及び関係人に損失を与えた場合においては、それぞれ法

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正当な補償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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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この法律は、昭和三十一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昭和四二年七月二〇日法律第七二号）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 第七条の改正規定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

て六月をこ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昭和五三年七月五日法律第八六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それぞれ当該各号に掲げる日から施行

する。 

一 　 第二条中原子力委員会設置法第十五条を第十二条とし同条の次に二章及び章名を加える

改正規定のうち第二十二条（同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条第一項の規定中委員の任命につ

いて両議院の同意を得ること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並びに次条第一項及び第三項の

規定　公布の日 

二 　 第一条の規定、第二条の規定（前号に掲げる同条中の規定を除く。）、第三条中核原料

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二項の改正規定、同法第十四条
第二項の改正規定、同法第二十三条に一項を加える改正規定及び同法第二十四条第二項の

改 正 規 定 （ 「 内 閣 総 理 大 臣 」 を 「 主 務 大 臣 」 に 改 め る 部 分 を 除 く 。 ） 並 び に 次 条 第 二 項 、

附則第五条から附則第七条まで及び附則第九条の規定　 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超え

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 

三 　 前二号に掲げる規定以外の規定　 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

令で定める日 

　　　附　則　（平成一〇年五月二〇日法律第六二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

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二条中動力炉・核燃料開発事業団法第三十一条及び第三十二条
第三項を削る改正規定並びに附則第五条及び第六条の規定については、公布の日から施行

する。 

（核燃料サイクル開発機構への移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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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条 　 動力炉・核燃料開発事業団（以下「事業団」という。）は、この法律の施行の時に

おいて、核燃料サイクル開発機構（以下「機構」という。）となるものとする。 

（持分の払戻し）

第三条 　 政府以外の出資者は、機構に対し、この法律の施行の日から起算して一月を経過し

た日までの間に限り、その持分の払戻し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２ 　 機構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とき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核燃料サイク

ル開発機構法（以下「新法」という。）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持分に係

る出資額に相当する金額により払戻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機構

は、その払戻しをした金額により資本金を減少するものとする。 

（名称の使用制限に関する経過措置）

第四条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核燃料サイクル開発機構という名称を使用している者につ

いては、新法第九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六月間は、適用しない。 

（事業団の役員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五条 　 この法律の施行の日の前日において事業団の役員である者の任期は、この法律によ

る改正前の動力炉・核燃料開発事業団法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日に満
了する。 

（基本方針に関する経過措置）

第六条 　 内閣総理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おいて、原子力委員会の議決を経て新法

第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基本方針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基本方針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大

蔵大臣及び通商産業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通商産業大臣との協議は、

新法第二十四条第一項第一号イ、ロ及びニに掲げる業務に係る事項に限られるものとす

る。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七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

る。 

　　　附　則　（平成一一年七月一六日法律第一〇二号）　抄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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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条 　 この法律は、内閣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八十八号）の施行の

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一 　 第一条から第三条までの規定並びに次条及び附則第三十一条から第三十八条までの規定　

内閣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前の日で別に法律で定める日 

二 　 附則第十条第一項及び第五項、第十四条第三項、第二十三条、第二十八条並びに第三十

条の規定　公布の日 

（職員の身分引継ぎ）

第三条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従前の総理府、法務省、外務省、大蔵省、文部省、厚生

省 、 農 林 水 産 省 、 通 商 産 業 省 、 運 輸 省 、 郵 政 省 、 労働 省 、 建 設 省 又 は 自 治 省 （ 以 下 こ の 条
において「従前の府省」という。）の職員（国家行政組織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二十

号）第八条の審議会等の会長又は委員長及び委員、中央防災会議の委員、日本工業標準調

査会の会長及び委員並びに　 これらに類する者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である

者は、別に辞令を発せられない限り、同一の勤務条件をもって、この法律の施行後の内閣

府 、 総 務 省 、 法 務 省 、 外 務 省 、 財 務 省 、 文 部 科 学 省 、 厚 生 労 働 省 、 農 林 水 産 省 、 経 済 産 業

省、国土交通省若しくは環境省（以下この条において「新府省」という。）又はこれに置

かれる部局若しくは機関のうち、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当該職員が属する従前の府省又

はこれに置かれる部局若しくは機関の相当の新府省又はこれに置かれる部局若しくは機関
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の相当の職員となるものとする。 

（別に定める経過措置）

第三十条 　 第二条から前条まで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伴い必要となる経
過措置は、別に法律で定める。 

　　　附　則　（平成一六年一二月三日法律第一五五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附則第十条から第十二条まで、第十

四条から第十七条まで、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十九条から第三十二条までの

規定は、平成十七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二四年六月二七日法律第四七号）　抄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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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

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二六年六月一三日法律第六七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独立行政法人通則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二十六年法律第六十

六 号 。 以 下 「 通 則 法 改 正 法 」 と い う 。 ） の 施 行 の 日 か ら 施 行 す る 。 た だ し 、 次 の 各 号 に 掲
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一 　附則第十四条第二項、第十八条及び第三十条の規定　公布の日 

（処分等の効力）

第二十八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基づく命

令を含む。）の規定によってした又はすべき処分、手続その他の行為であってこの法律に

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基づく命令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新法令」

という。）に相当の規定があるものは、法律（これに基づく政令を含む。）に別段の定め

のあるものを除き、新法令の相当の規定によってした又はすべき処分、手続その他の行為
とみなす。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二十九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その効力を有する

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

なお従前の例による。 

（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等への委任）

第三十条 　 附則第三条から前条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

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人事院の所掌する事項については、人

事院規則）で定める。 

출처) http://law.e-gov.go.jp/htmldata/S30/S30HO1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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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국의 원자능법 제정동향

중국 원자능법(原子能法) 제정동향

◯ 중국 원자력법 개황

- 중국은 1984년부터 원자력법 입법을 시도하였지만, 30여년이 지난 아직도 제정되지 못 

하고 있음

- 30여년의 시간동안 원자력 관련 국가 내 조직 지속적인 조정과 주변 상황의 변화로 입

법안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침

- 1995년 마련된 초안도 관련 부문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몇 차례 수정을 거침

- 2016년 입법 5개년 계획에 원자력법 및 핵안전법 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올해 안

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원자력법 제정 배경

- 원자력공업은 중국의 전략적 신기술산업임. 개혁개방 이전에는 국방의 목적으로, 개혁

개방 이후에는 국민경제와 민생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 1984년 초 중국 원자력발전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원자력법 제정에 대한 최초 제안이 

있었음. 이에 따라 당해 4월 4일 국무원 경제법규연구센터가 국가과학위원회, 국방과학

공업위원회, 원자력공업부 등 기관과 원자력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본격

적으로 본 법 제정이 시작됨

- 1985년 원자력법 초안 마련을 위한 소그룹을 조직하였고, 이후 각 부문의 이해를 모두 

만족시키기 쉽지 않아 1차 초안이 1989년 8에야 마련 됨. 하지만 1차 초안에 대해 국

무원 법제국은 대대적인 수정을 요했고, 1988 국무원 기구 개혁이 단행되면서, 각 부서 

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또 다시 수정 작업이 이루어 짐. 

- 1994년 제8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 및 1994년 국무원 입법계획에 포함되

면서 수정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본 초안에 대한 의견 합치를 이끌어내지 못함. 

또한 이 시기는 여론이 군에서 민으로 바뀌고 있어 원자력법을 제정할 분위기를 조성

하지 못 하였음

- 1998년 원자력 공업부가 조직을 개편하였고, 원자력공업 주관 부문인 국방과학공업위

원회가 다시 원자력법 입법을 시도. 이때부터 각 부문은 대체적으로 원자력법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초안 수정에 대한 의견

이 지배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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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국무원 조직이 한 차례 더 개편이 되면서 공업과 정보화부문이 원자력법 입법

을 제안하게 됨

- 2009년 토론회를 거쳐 원자력법 입법에 대한 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게 되었고, 국

무원 지도자들 또한 이를 중시여기기 시작하면서 원자력법 입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를 조성

- 이후 원자력법 초안에 대한 비교 및 심화 연구를 통해 2011년 12월 원자력법 초안 초

고가 마련되고 2012년 12월 본 법에 대한 의견수렵 원고가 마련되었음

- 2013년 원자력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따라 원자력법 초고 의견수렴안이 또 다시 수

정을 거쳐, 2014년 의견 수렴이 완료 됨

- 2016년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 5개년 계획에 원자력법 및 핵안전법이 포함되면서 올

해 제정 가능성이 높아짐 

◯ 중국은 오래 전부터 원자력법 입법을 준비해 왔지만, 원자력법과 관련된 각 부서의 

의견이 합치되지 못하였고, 원자력법을 제정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여 30여 

년 동안 입법에 실패하였음

◯ 원자력법의 주요내용

- 제정 준비 중인 본 법은 원자력관련 최고 법으로 기본 법률의 성격을 띰

- 주요 내용은 조직체계 및 직책, 범위, 관리감독 체제, 관리감독 절차, 원자력 사고 대

처, 법률책임, 보상 및 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

- 원자력법은 원자력을 확산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주로 원자력관련 사고를 방

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있음

- 원자력관련 <방사능오염방지법>, <민용 원자력시설안전관리감독 조례> 등 8개의 행정

법규 및 각 부문 관련 규장제도가 있음. 하지만 원자력법은 법률로 그 적용범위가 행

정법규 및 규장 보다 넓고, 이와 관련된 최고 법률로서 효력 면에서도 차이가 있음. 따

라서 이러한 법규 및 규장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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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대만의 원자능법

原子能法
 (民國 60 年 12 月 24 日 修正 )  

第 一 章 總則

第 1 條

 （立法目的）

 為促進原子能科學與技術之研究發展，資源之開發與和平使用，特制定本

 法。

第 2 條

 （專用名詞之意義）

 本法中之專用名詞，其意義如左：

 一、原子能：謂原子核發生變化所放出之一切能量。

 二、核子原料：謂鈾礦物、釷礦物及其他經行政院指定為核子原料之物料。

 三、原子燃料：謂能由原子核分裂之自續連鎖反應而產生能量之物料，及

    其他經行政院指定為核子燃料之物料。

 四、游離輻射：謂直接或間接使物質產生游離作用之電磁輻射或粒子輻射。

 五、核子反應器：謂具有適當安排之核子燃料，而能發生原子核分裂之自

    續連鎖反應之任何裝置。

 六、放射性物質：謂產生自發性核變化，而放出一種或數種游離輻射之物質。

第 二 章 原子能主管機關

第 3 條

 （主管機關）

 原子能主管機關為原子能委員會，隸屬行政院，其組織以法律定之。

第 4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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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設立研究機構事由）

 原子能委員會為推進原子能科學與技術之研究發展，開發原子能資源，擴

 大原子能在農業、工業、醫療上之應用，得設立研究機構。

第 5 條

 （設立原子能事業機構事由）

 原子能委員會為推廣原子能和平用途，得報請行政院令有關部會設立原子

 能事業機構。

 私人設立原子能研究及事業機構時，均須經原子能委員會核准。

第 6 條

 （原子能委員會對外職權）

 原子能委員會對外得代表政府，從事國際合作事宜。

第 三 章 原子能科學與技術之研究發展

第 7 條

 （原子能委員會職權（一））

 關於原子能科學與技術之研究發展，應由原子能委員會籌撥專款，延聘專

 家，訂定計畫，統籌進行。

第 8 條

 （原子能委員會職權（二））

 原子能委員會應輔導國內各大學與研究所，增設有關原子科學學系，充實

 設備，發展原子科學教育。

第 9 條

 （原子能委員會職權（三））

 原子能委員會應會同教育行政主管機關及國內各科學研究機構，統籌選送

 科學人才，出國進修原子科學。

第 10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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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子能委員會職權（四））

 原子能委員會得報請行政院，於有關科學研究機構，設立原子能科學與技

 術研究發展部門。

第 11 條

 （各科學研究機構之合作義務）

 國內各科學研究機構，對於原子能科學及其應用之研究，應依據本法第七

 條所定計畫，互助合作，使研究人員及設備作有效之運用。

第 12 條

 （訂立國際研究合作協定之核准）

 國內各大學及有關原子能科學研究機構，與友邦及國際有關組織訂立研究

 合作協定時，應申報原子能委員會核准。

第 13 條

 （應充實設備與加強研究事項）

 原子能科學研究機構，應充實放射性偵測、分析、化驗之設備，並加強游

 離輻射防護之研究。

 原子能委員會得指定前項研究機構，辦理游離輻射防護訓練。

第 14 條

 （各科學研究機構得申報協助）

 各科學研究機構得申報原子能委員會，籌撥專款，延聘專家，協助原子能

 科學與技術之研究發展。

第 四 章 原子能資源之開發與利用

第 15 條

 （核子原料管理辦法之訂定）

 關於核子原料之礦業權、租礦權，依礦業法之規定；對於探採、儲存、收

 購、監督等，應作嚴密之規定；其辦法由行政院定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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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6 條

 （核子原料及燃料生產之專設機構辦理）

 關於核子原料及燃料之生產，得由原子能委員會呈准行政院，專設機構辦

 理。

第 17 條

 （充實及增建核子反應器）

 為研究原子能科學並生產放射性物質，以供和平使用，除充實已建之核子

 反應器外，原子能委員會得視實際需要，報請行政院核撥專款，增建核子

 反應器及其他設備。

第 18 條

 （可分裂物之列報核備）

 核子反應器所生產之可分裂物質，應列報原子能委員會核備。

第 19 條

 （原子能農、工、醫應用之督導合作進行）

 關於原子能之農、工、醫應用，由原子能委員會督導各有關機構合作進行。

第 20 條

 （有關設備減稅辦法之訂定）

 關於必須進口之原子能研究、發展、開發、生產、防護設備，及原子能發

 電有關設備，應減免關稅；其辦法由行政院定之。

第 五 章 核子原料、燃料及反應器之管制

第 21 條

 （管制核子原料之規定）

 核子原料之管制，依左列規定：

 一、申請生產核子原料者，應填具申請書，申報原子能委員會核准，發給

    執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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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核子原料生產之開始、變更、停止或再開始，均應申報原子能委員會

    核准。

 三、核子原料之生產，應有完整紀錄，定期報送原子能委員會，原子能委

    員會並得隨時派員稽核之。

 四、原子原料之輸入、輸出，非經原子能委員會核准，並依照有關法令之

    規定，不得為之。

 五、核子原料之運送及儲存，應依原子能委員會之規定，原子能委員會並
    得派員稽查之。

 六、核子原料生產設施建造完成時，應申報原子能委員會會同主管部門檢

 　　查。變更時亦同。

 七、核子原料之使用、廢棄及轉讓，應申報原子能委員會核准，原子能委

    員會並得派員稽查之。

第 22 條

 （管制核子燃料之規定）

 核子燃料之管制，依左列規定：

 一、申請生產核子燃料者，應填具申請書，申報原子能委員會核准，發給

    執照。

 二、核子燃料之生產，如所提出之申請事項有變更時，應重新申報核准。

 三、核子燃料生產之開始、停止或再開始時，均應申報原子能委員會核准。

 四、核子燃料之生產，應有完整紀錄，定期報送原子能委員會，原子能委

    員會並應隨時派員稽核之。

 五、核子燃料之輸入、輸出，非經原子能委員會核准，並依照有關法令之

    規定，不得為之。

 六、核子燃料之運送及儲存，應依原子能委員會之規定，原子能委員會並
    得派員稽查之。

 七、核子燃料生產設施建造完成時，應申報原子能委員會檢查。變更時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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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八、核子燃料之使用、廢棄及轉讓，應申報原子能委員會核准，原子能委

    員會並得派員稽查之。

第 23 條

 （管制核子反應器之規定）

 核子反應器之管制，依左列規定：

 一、申請設置核子反應器者，應填具申請書，申報原子能委員會核准，發

 　　給建廠執照。

 二、核子反應器之建造工程於完成時，應申報原子能委員會派員查驗。

 三、核子反應器之運轉，應於事前提出該反應器設施之安全性綜合報告，

 　　報經原子能委員會審查核准，發給使用執照。

 四、核子反應器之運轉，應依原子能委員會之規定，原子能委員會隨時派

 　　員檢查之。

 五、核子反應器在建造期間，如變更設計時，或在運轉後因設計修改涉及

 　　設備變更時，均應於事前申報原子能委員會核准。

 六、核子反應器持照人，非經原子能委員會核准，不得將所領用之執照，

 　　或執照所賦予之權利，轉讓或交付他人。

 七、核子反應器之轉讓或遷移，非經原子能委員會之核准，不得為之。

 八、核子反應器之運轉，核子燃料之使用及放射性物質之生產，應有完整

    紀錄、定期報送原子能委員會，原子能委員會並得隨時派員稽查之。

第 六 章 游離輻射之防護

第 24 條

 （防護游離輻射安全標準之訂定公布）

 為防止游離輻射之危害，以確保人民健康與安全，原子能委員會應訂定防

 護游離輻射之安全標準，報請行政院公布施行。

第 25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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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放射性落塵之偵測）

 關於放射性落塵之偵測，應由原子能委員會會同內政部、國防部訂定計畫
 ，並購置設備，配發有關單位使用；其偵檢紀錄，由原子能委員會統一審

 定公布。

第 26 條

 （游離輻射之防護規定）

 游離輻射之防護，依左列規定：

 一、放射性物質及可發生游離輻射設備之所有人，應向原子能委員會申請

    執照。

 二、可發生游離輻射設備之安裝、改裝，在工程完竣後，應申報原子能委

 　　員會作安全檢查及游離輻射測量。

 三、放射性物質及可發生游離輻射設備之操作人，應受有關游離輻射防護

    之訓練，並應領有原子能委員會發給之執照。

 四、可發生游離輻射之設備，在使用前，應作游離輻射防護之安全檢查，

    檢查紀錄應存備查考。

 五、原子能委員會對可發生游離輻射之設備，應制定安全規則，並隨時派

    員檢查之。

 六、放射性物質及可發生游離輻射設備之生產，其開始、停止或再開始，

    應申報原子能委員會核准。

 七、放射性物質及可發生游離輻射設備之生產紀錄，應定期報送原子能委

    員會，原子能委員會並應隨時派員稽核之。

 八、放射性物質及可發生游離輻射設備之輸入、輸出，非經原子能委員會

    核准發給證明書，並依照有關法令之規定，不得為之。

 九、放射性物質之運送及儲存，應依原子能委員會之規定，原子能委員會

    並應派員稽查之。

 一○、放射性物質及可發生游離輻射設備之轉讓、廢棄及放射性廢料之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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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理，均應申報原子能委員會核准，原子能委員會並應派員稽核之。

 一一、一定限量以內之放射性物質得免予管制，其限量由原子能委員會訂

 　　　定之。

第 七 章 獎勵、專利及賠償

第 27 條

 （研究與發明獎勵辦法之訂定）

 對原子科學與技術之研究及發明，應予獎勵；其獎勵辦法由行政院定之。

第 28 條

 （專利法規定之適用與應經核准情形）

 原子能科學與技術之新發明，適用專利法之規定。但專利權之讓與，或與

 外國人訂立有關原子能科學與技術合作之契約，應報經原子能委員會核准。

第 29 條

 （核子事故損害賠償法之訂定）

 由於核子事故之發生，致人民之財產權益遭受損失，或身體健康遭受損害

 ，應予適當賠償；賠償法另定之。

第 八 章 罰則

第 30 條

 （違反核子反應器管制規定之處罰）

 違反本法第二十三條之規定，而設置、讓與、受讓或遷移核子反應器者，

 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或併科一萬元以下罰金。

第 31 條

 （違法轉讓之處罰）

 違反本法第二十八條之規定，未經核准將專利權讓與他人，或與外國人訂

 立有關原子能科學與技術合作之契約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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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或併科五千元以下罰金。

第 32 條

 （違反各該管制規定之處罰）

 有左列各款之一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或併科三千元以下罰

 金，並沒收其核子原料、核子燃料或放射性物質：

 　一　違反本法第二十一條之規定，而生產、輸入、輸出、運送、儲存、

 　　　使用、廢棄、轉讓核子原料者。

 　二　違反本法第二十二條之規定，而生產、輸入、輸出、運送、儲存、

 　　　使用、廢棄、轉讓核子燃料者。

 　三　違反本法第二十三條之規定，而運用核子反應器者。

 　四　違反本法第二十六條之規定者。

第 九 章 附則

第 33 條

 （施行細則之訂定）

 本法施行細則，由行政院定之。

 原子能委員會為實施本法規定之管制，得徵收必要之費用；其收費標準，

 於施行細則中定之。

第 34 條

 （施行日）

 本法自公布日施行。

출처) 대만 행정원원자능위원회, 

http://erss.aec.gov.tw/law/LawContentDetails.aspx?id=FL011944&KeyWord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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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북한의 원자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주체81(1992)년 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3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9호로 수정 

제1조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개발과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동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

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원자력공업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원자력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자립적인 원자력공업을 건설하도록 한다. 

제3조 국가는 원자력공업건설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4조 국가는 원자력의 이용과 핵설비, 핵물질의 수출입을 장악하고 감독통제하도록 한

다. 

제5조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6조 우라니움광, 토리움광 같은 방사능광물의 탐사와 채취는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

의 지도밑에 한다. 

제7조 방사능광물과 핵연료의 연구, 생산, 취급, 수출입은 승인받은 기관만이 한다. 

제8조 국가는 방사능광물자원을 보호하고 핵연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핵연료순

환체계를 세우도록 한다. 

제9조 원자로건설, 개조, 이설, 관리와 핵연료관리는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원자력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는 핵폐기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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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워야 한다. 

제11조 방사성물질을 취급,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는 작업성원에 대한 의학적, 선량학적

검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방사선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방사성물질취급일군들에게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가실 수 있도록 유해가

급금제, 보충휴가제를 실시하고 필요한 영양제, 노동보호 물자를 공급하도록 한다. 

제13조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거나 핵설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4조 원자력부문 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은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 이용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

여야 한다. 

제15조 국가는 자립적인 원자력공업을 건설하고 핵안전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로 원자력위원회를 둔다. 

제16조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은 원자력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꾸리고 핵동력 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기술의 도입에 필요한 기관, 기업소 같은 것을 조직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발명을 특별히 평가하고 장려한다.

제18조 원자력에 대한 발명자료는 해당 기관이 관리한다. 

원자력에 대한 발명자료를 다른 나라에 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9조 국가는 원자력발전소, 난방용원자로, 시험원자로, 핵가속기 같은 핵시설과 방사

성물질취급에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안전감독체계를 세우도록 한다. 

제20조 핵시설의 관리와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취급에 대한 감독통제는 핵안전감독기관

이 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은 핵시설의 관리와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취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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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우리나라의 원자력진흥법

원자력 진흥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822호, 2016.1.27.,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진흥정책과) 02-2110-24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2. "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3.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

한다.

  4.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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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

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

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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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

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

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

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

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

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

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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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그 연구

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

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

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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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7.1.1.] 제13조제2항

제14조(강제징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

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

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

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원자력기금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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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

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원자력안전

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

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

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

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

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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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 

%EC%9B%90%EC%9E%90%EB%A0%A5%20%EC%A7%84%ED%9D%A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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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Northeast Asia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rough the change on 

    nuclear related laws of Northeast Asia countries

 ○ The analysis for nuclear development and usage circumstances of Northeast Asia 

    countries and the revision of nuclear related laws according to the change on the 

    nuclear safety of every countries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preparation of 

    unification of Korea in the future through legal system of China and North Korea 

Subjec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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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ast Asia, Nuclear Power, Nuclear Legal System, Japan, China, 
Taiwan, North Korea, Korea, Legislation system,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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