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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로 및 기술수출위한 현지법률 및 법무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요르단 JRTR 건설사업, 네덜란드 OYSTER, PALLAS 연구로 수주사업, 미국 국

립연구원의  모델계약서인 CRADA, WFO 연구개발계약, SMART 수출성공을 위한 

현지법률, 관련 국제법 및 법무연구를 통해 사업수행상의 주요한 위험을 미연에 방

지하고, 원자력 기술수출의 안정적인 촉진을 목적함.  

본 자체연구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가원자력 R&D 전문기관으로서 해외연구사업 

및 기술수출사업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각종 계약법적 문제점을 현지출장 협상 및 

현지법 자문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계약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창조

경제구현에 기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기술수출을 위한 EU의 원자력기술 사업 법률 분석 및 

미국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계약 분석, 중동지역의 요르단 JRTR 계약 관련 분석 등

을 연구함. 또한 향후 원자로 기술수출을 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국제사업 현안 

(EU의 원자력사업 입찰참가, 요르단 JRTR의 중요공정 수행중, 미국과의 파이로 

CRADA계약, 말레이시아 연구로 개선사업 등)에 있어서 현지법률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의 수주 및 이행성공을 위한 법률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Ⅳ.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개발에서는 우선 EU의 원자력기술사업 관련 계약시 유의점 발굴 및 협

상안을 제시하였으며, 컨소시엄사와의 사업책임관련 내부협약서 협상관련한 주요내

용 및 쟁점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또한 미국원자력연구개발 사업계약 분석 및 설명회 개최등을 통하여 미국DOE 



산하 국립연구소의 공동연구계약(CRADA)과 위탁연구계약(WFO)를 법무 분석 하였

음. 아울러, SMART 등 연구원 SMR 기술수출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SMART 

기술권리관계 분석 및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음.

이에 우리나라 원자로 기술수출을 위한 상대국에 대한 현지 법률 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성공적인 원자로 기술수출을 위한 방향성을 제공하였음.

Ⅴ.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원자로 및 기술수출을 위한 현지법제의 기초 연구로써 향후 원자로 

기술수출을 위한 상대국가의 지속적인 법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함. 또한 원자로 

시스템수출의 기관R&D 및 산업적 효과에 상응하는 법률위험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원자로 기술수출 역시 민간기술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지 법률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청되므로 본 연구를 통해 원자력수출 사업수주 및 성공을 위한 법적 위험

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성과달성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EU의 원자로 기술수출에 관한 사업수주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

CRADA, WFO 등 연구원의 원활한 한-미 기술계약의 지침이 되는 토대를 구축하

고, 현재 수행중인 요르단 JRTR 및 여러 원자력기술수출사업의 법적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함.



- iii -

SUMMARY

Ⅰ. Project Title

 The study on international law and legal affairs for nuclear reactor and 

technology export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Main aim is to prevent major business risk and promote export of nuclear 

techn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we studied international law and 

Legislation regarding nuclear construction industry of the JRTR(Jordan), the 

OYSTER(Netherlands), PALLAS research reactor contracts, CRADA(model contract 

of U.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WFO research development contract, and 

prospective the SMART importing countries’ local legislation.

This study project may provide a solution to legal risks of overseas research 

business. In the long-term, it will secure contract safety and contribute 

implementation of creative economy.

Ⅲ.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We analyzed foreign nuclear technology industry law, US nuclear research 

development project contract, the JRTR(Jordan) contract. We studied a legal 

risks of international business issue (bidding process of EU nuclear industry and 

process of the JRTR(Jordan), the CRADA contract, and the Malaysia research 

reactor improvement project) of KAERI. 

Ⅳ. The Results of the Project

This study suggested negotiation agenda and consideration about contract of 

the EU nuclear technology project. Consortium Agreement is also a main issue 

to KAERI because KAERI usually join the consortium for entering into global 

bidding process.

We analyzed judicial affairs of CRADA and WFO through analysis and 

Explanatory meeting on US nuclear research development project contract.  Also, 

we established successful export strategy and analyzed SMART technology 

exporting strategy.

We provided the direction of successful reactor technology export through 

importing country leg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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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s for the Application

This is a basic research for prospective nuclear technology importing country’s 

local law.  There are lots of potential legal risk to nuclear industrial and trade. 

Export of reactor technology requests especial attention to the importing 

country’s local laws because nuclear plant export is a kind of a sensitive 

technology transfer itself. This study tried to contribute to minimizing legal risk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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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정책과제의 목적은 요르단 JRTR 건설사업, 네덜란드 OYSTER, PALLAS 연구

로 수주사업,미국 CRADA, WFO연구개발계약, SMART 수출성공을 위한 현지법률, 

관련 국제법 및 법무연구를 통해 사업수행상의 주요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

자력 기술수출의 안정적인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요르단 JRTR 수출, SMART 설계인가 등 기술자립을 넘

어서서 기술선도단계로 원자력 기술이 진입하면서 원자력R&D의 시스템 및 기술수출 

등으로 범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 사업과정 및 기술 특성에 맞는 적절한 현지

법률 연구가 중요해 지고 있으며, 경제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원자력R&D기관인 원자

력연구원이 원자력기술의 특성상 산업계의 기술선도과정에서 시스템수출 당사자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국가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자력R&D의 수출사업화에 있어서, 기관이 사업적 위험을 부

담하게 되는 경향에 대한 충분한 대응 및 대비연구로서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 및 문

화적 측면에서는 원자력R&D가 점차 자립형, 선진국추격 방식에서 글로벌리더로서의 

원천기술 주도형 방식에 접어듦에 따라 사회, 문화적으로 연구원의 성장동력으로서의 

기술사업화, 원자력시스템 수출의 기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연구원의 안정적이고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위험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적 요구와 더불어 원자력안전 및 인허가 기준이 엄격하고, 정

부조달사업규정이 복잡하고 EU 지역적 이익수호 경향이 큰 Tendering Rule에 대한 

분석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CRADA, WFO등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법률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EU의 원자로 사업에 앞서 현지 법률과 절차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고, 

미국 CRADA, WFO 등 대표적인 연구개발계약에 대한 분석도 부분적으로 이루어

져, 파이로 및 SMART 협력 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지원이 본 연구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요르단 JRTR사업의 핵심과정이 계속 추진 중인 바 현지법률과 사업

관련 위험분석이 절실하며, 향후 성공적인 사업종료를 위해서는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연구 및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술수출사업의 다각화로 상

황에 따른 현지법률 연구가 긴급하게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현지법률에 대한 국내

외적 법률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은 원자로의 개념 및 국외 전력시

장 동향에 관한 사항들을 소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원자력 기술수출 계약 및 쟁점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원자로 및 기술수출을 위한 현지 법률분석을 하였다. 이에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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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원자로 및 기술수출을 위한 노력방향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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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로의 개념 및 국내외 전력시장 동향

제1절 원자로의 주요 개념

1. 원자로의 정의

 원자로란 핵분열연쇄반응을 제어하면서 지속시키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일본의)원자로 기본법에서는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하여 사용하는 장치"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에 연료로서 사용되는 핵분열성 물질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이 있으

며 우라늄에 대해서는 천연우라늄을 사용할 수 도 있고 농축우라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운전의 제어와 정지에는 제어봉이라고 부르는 중성자 흡수재가 사용

된다. 핵분열연쇄반응에 주로 관여하는 중성자의 운동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열중성

자로, 고속중성자로 등으로 분류되며, 또 감속, 냉각에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에 따

라 경수로, 중수로, 흑연로 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목적별로는 연구로, 재료시험

로, 동력로 등으로 분류된다.1)

2. 원자로의 종류

원자로는 사용되는 핵연료, 감속재, 냉각재, 중성자 에너지 등에 따라 다양한 노형

(원자로형, Reactor Type)으로 구분한다. 냉각재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 가장 일반적이며, 

현재 널리 상용화된 원자로형은 가압경수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비등경수

로(BWR, Boiling Water Reactor), 가압중수로(PHWR,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기체냉각로(GCR, Gas Cooled Reactor), 경수냉각흑연감속로(LWGR, 

Light-Water-Cooled Graphite-Moderated Reactor)이며, 액체금속로(Liquid Metal 

Reactor)도 일부 상용화되어 있다.2) 

1) 원자력지식정보관문국(https://www.atomic.or.kr(방문일자: 2014년 2월 4일)).

2) 백원필, “원자로와 안전 특성”, 『물리학과 첨단기술』 June 2011,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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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의 특성

원자로가 원자력의 개념적 특성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원자력(Nuclear 

Energy)이란 원자핵들의 반응, 즉 핵반응(Nuclear Reaction)에 의해 원자핵들의 총 질량

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그림] 2-1. 원자로의 핵분열 과정

출처: Chemistry Explained(http://www.chemistryexplained.com/elements/T-Z/Uranium.html)

대표적인 핵반응에는 무거운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분열

(Nuclear Fission)과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융합(Nuclear 

Fusion)이 있다. 

핵반응을 제어 가능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장치를 원자로(Nuclear Reactor)

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핵분열 원자로(Fission Reactor)만 실용화되었기 때문에 원자로는 

곧 이를 가리킨다.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핵반응은 우라늄(U)-235(원자번호 92, 

질량수 235)에 의한 핵분열이다.  즉, 우라늄-235에 중성자가 충돌하여 흡수되면 원자핵

이 불안정해져서 2개의 작은 원자핵(핵분열 조각, Fission Fragments)으로 쪼개지고, 이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약 2.5개의 중성자와 약 200 MeV(3.2×10-11 J)의 에너지가 방출된

다. 핵분열 조각들과 이들이 방사성 붕괴를 하여 생성되는 핵종들을 포괄하여 핵분열생

성물(Fission Product)이라 하며, 제논(Xe), 요드(I), 세슘(Cs), 스트론튬(Sr), 세륨(Ce), 루

테늄(Ru)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천연 우라늄 중에 핵분열이잘 일어나는 우라늄

-235가 0.7%에 불과하고, 99.3%를 차지하는 우라늄-238에서는 핵분열이 거의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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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대신 우라늄-238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베타선 붕괴 후 핵분열이 잘 일어나는 

플루토늄(Pu)-239(원자번호 94, 질량수239)가 생성된다.  운전 중인 원자로의 핵연료 속

에는 우라늄, 플루토늄 및 핵분열생성물이 함께 존재하며,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핵분열

을 일으킨다.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Chain Reaction)이 유지되려면 핵분열 시 평

균적으로 약 2.5개 생성되는 중성자들 중에서 하나 이상이 또 다른 핵분열을 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핵분열에서 나오는 매우 빠른 중성자는 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와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낮추어 핵분열 반응 확률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물질이 감속재(Moderator)이며, 충돌 시 중성자의 속도를 크게 낮추면서도 잘 

흡수하지는 않는 가벼운 물질들이 주로 사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감속재 물질은 경수

(Light Water, H2O)이며, 중수(Heavy Water, D2O)와 흑연(C)도 흔히 사용된다. 여기서 

경수는 보통의 물을 뜻하고, 중수는 수소(원자핵이 양성자 1개 만으로 구성) 대신 중수

소(원자핵이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로 구성)로 이루어진 물이다. 경수가 감속재로 사

용되는 경우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질도 조금 있어서, 우라늄-235의 비율이 0.7%인 천연 

우라늄만으로는 연쇄반응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비율을 2 5% 정도로 조금 높인

(농축, Enrichment)핵연료를 사용한다. 중수나 흑연은 중성자를 거의 흡수하지 않아 천

연 우라늄으로도 연쇄반응이 가능하므로, 천연우라늄도 핵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감속재를 사용하지 않는 고속로(Fast reactor)의 경우에는 연쇄반응을 달성하기 위해 우

라늄-235 또는 플루토늄-239의 비율(농축도)을 15 20%로 높인다.

[그림] 2-2. 원자로 내부구조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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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안에서 핵연료와 감속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냉각재(Coolant)와 핵분열 제

어물질(Control Material)이다. 냉각재는 핵연료로부터 핵분열 에너지를 제거하여 터빈을 

직접 돌리거나(직접 사이클) 다른 2차 냉각재로 열을 전달하여 터빈을 돌리기 위한 증기

를 발생시킨다(간접 사이클). 냉각재로는 물(경수, 중수), 기체(이산화탄소 또는 헬륨) 및 

액체 금속(나트륨, 납-비스무스 등) 등이 사용된다. 핵분열 제어물질은 고체 또는 액체 

형태의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물질로서, 원자로 안의 중성자 수를 조절하여 출력을 제

어하고, 필요 시 정지시킨다. 붕소(B), 카드뮴(Cd), 하프늄(Hf) 등이 대표적인 제어물질로

서, 여러 화학 조성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원자로 내에는 다양한 구조재(Structural 

Material)가 사용되고 있다. 



- 7 -

제2절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전정책 변화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는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오오쿠마쵸와 후타바쵸에 

위치하고 있으며 6기의 비등형경수로(BWR)가 설치되어있으며 총발전용량은 469.9

만kw이다. 후쿠시마 제2발전소는 후쿠시마현 후카바군 후지오카쵸에 있으며 4기의 

비등형경수로(BWR)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발전용량은 440만kw이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는 1~3호기는 정상운전 중이었고 4~6호기는 정기검

사 중이었다. 그중 4호기는 대규모 보수공사 관계로 원자로압력용기에 있던 핵연료

는 전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이송되어 있었다. 공용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는 

6,375개의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후쿠시마 제2 원자력발전소는 1~4호기

까지 모두 정상운전 중이었다.

2011년 3월 11일 동경 북동쪽 370 km 거리인 도호쿠(東 ) 지방 부근 해저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지로부터 인접한 해변에 있던 후쿠시마 1발, 후

쿠시마 2발, 오나가와, 도카이 등 4개의 원전 부지의 원전은 지진 또는 해일에 의하

여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3) 진앙지 인접 4개 부지에서 매우 높은 강도의 지

진이 감지되어 운전 중인 원전 11기가 모두 자동 정지되었다. 또한 원전 인근 송전 

철탑 등도 심각한 손상을 받아, 후쿠시마 1발 발전소가 소외전원을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스나미가 몰려왔고 이에 원전은 침수되었다. 침수로 인하여 외부 탱크뿐

만 아니라 건물내의비상디젤발전기 등의 비상 전원 공급 설비도 기능이 상실되었

다.  

2. 사고의 발생과 경과

후쿠시마 제1원전(후쿠시마 후타바군에 소재)의 재앙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1~3호기의 전원이 멈추

면서 촉발됐다.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로 가운데 1ㆍ2ㆍ3

호기는 가동 중에 있었고, 4ㆍ5ㆍ6호는 점검 중에 있었다. 쓰나미로 인해 전원이 중

단되면서 원자로를 식혀 주는 긴급 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췄고4), 3월 12일 1호

3) 한겨레, 2011년 3월 17일 기사, 12쪽.

4)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해일에 의한 원자로 냉각기능 상실로 가동을 멈췄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일본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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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5) 

이후 이틀 뒤 3호기 수소폭발, 15일에는 2호기 수소폭발 및 4호기 수소폭발과 

폐연료봉 냉각보관 수조 화재 등이 발생해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됐다.6) 3월 19일에는 5호기와 6호기의 냉각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20일에는 1ㆍ2호기의 전력 복구작업이 완료되면서 1차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고장난 냉각장치를 대신해 뿌렸던 바닷물이 방사성물질을 머금은 오염수로 

누출되면서 고방사성 액체가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

됐다.7) 

이에 따라 오염수 처리문제가 시급해졌고, 결국 일본 정부는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저농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

전은 콘크리트외벽 폭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화재, 방사성물질 유출, 연료봉 노

출에 의한 노심용융, 방사성 오염물질 바다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됐다.

3. 사고의 처리 및 대응

냉각수 공급 및 전력망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시작하였다. 1호기 수소폭발 이후 

더 이상의 노심손상을 막기 위해 소방 설비를 이용해서 해수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3호기도 노심용융의 위험을 감지하고 증기를 방출한 다음 해수주입을 시작했

다. 2호기도 원자로 내부 냉각수 수위 저하에 다라 원자로 내부로의 해수 주입을 

시작하였다. 해수를 주입할 경우 소금이 축적되면서 노심의 유로를 막거나 주입하

는 노즐을 막을 우려가 있고 부식성이 강해 펌프, 배관, 밸브, 압력용기 등 금속구

조물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성 저하를 가져오므로 장기적인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8)

사고 초기 담수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수를 주입하였으나 이후 담수를 자

위대 보급선과 미군바지선 등으로 공급받으면서 2, 3, 1호기 순으로 담수 주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상당량의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유출이 있었다. 

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국제동향』, 2011, 12쪽 참고).

5) 네이버 지식백과  (방문일자: 2014.2.23.). 

6) 한겨레, 2011년 3월 23일 기사, 12쪽.

7) 네이버 지식백과  (방문일자: 2014.2.23.). 

8) 배효성,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5쪽 참조.



- 9 -

또한 동경전력(주)에서 발전소 내 급증하는 고농도 오염수를 수용하기 위하여 저농

도의 방사성 물질을 2011년 4월에 해양으로 방출하였으며 총 방사성 방출량은 

10,393톤에 해당하며 대기 방출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9)

이에 사고 초기 원자로 및 격납용기로 주입된 냉각수가 원전 건물 하부에 모여 

해양 등의 환경으로 방출되었으나, 사고 수습이 진행되면서 주입된 냉각수를 다시 

정화하고 냉각하여 재순환하는 시스템이 운영되었다.

아울러, 동경전력(주)는 2011년 4월17일에 복구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2011년 12월 16일 2단계 작업을 완료하였다. 2단계는 

핵연료 안정 냉각, 방사선 누설 차단을 목표하였으며 주요 복구조치 내용으로는 1)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순환 냉각 및 질소 공급으로 안정화 조치, 2) 방사

성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호기 원자로건물 덮개 설치 완료, 3) 여진 대비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바닥 구조물 보강, 4) 파편 등의 오염물질 제거 등 환경

개선 작업이다. 로드맵에 따른 안정화 조치에 따라 원자로내부 온도는 크게 감소하

여 70  이하로 감소하는 등 원전 안정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10)

[그림] 2-3.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

출처 : http://www.nea.fr/html/general/profiles/japan.html

9) 경향신문, 2011년 3월 25일 기사, 3쪽.

10)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방문일자: 20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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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쿠시마사고 이후 세계 원전정책 변화

2000년대에 들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기후온난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

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원자력 산업이 관심을 받기 시작되었고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산업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일본 원전사고는 지진 발생이 잦은 일

본의 지리적 특성에도 일본은 그 동안 원전이 안전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러치

만 일본정부의 이러한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이 사고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처음으로 국제 원자

력 사고등급 중 가장 심각한 7등급을 기록하였다.11) 이번 사고를 통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며 원전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정책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되었

다.

5. 일본의 원전 정책의 변화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발생 후 간 나오토 총리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재검토

를 표명하였다. 이 당시 일본 언론을 통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초기 예상보다 

심각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단계 정밀 

안전점검 계획을 발표하며, 아울러 정기점검을 위해 정지한 원전을 대상으로 재가

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밀 안전점검을 우선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일본 내 원전 반대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원자력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간 나오토 총리는 신재

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

다. 이에 따라 ‘에너지 기본계획’의 백지화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2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구인 ‘종합자원에너

지조사회 기본문제위원회’가 2030년 전원구성에 대한 3개 선택안과 전기요금 인상

영향을 제시하였고, 에너지 및 환경회의는 제시된 전원구성 선택 안에 대한 국민의

견 수렴 과정을 시행하였으며, 다수의 일본 국민이 원전 비중 제로를 지지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12) 

11) 김남일, “에너지기술 수출산업화 전략 연구-원자력 산업의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선점 전략 연구”, 『에너지
경제연구원』, 2012,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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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원전 및 재처리시설 등 원자력 관련 시설 입지지역을 배려하여 적

절한 조치를 마련하며, 일본 내 도도부현의 구조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에너지 

도입지원 등의 시책을 우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2년 말까지 인재 및 

기술의 유지⋅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기존 원전에 대한 폐로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향상과 신흥국 원전 안전관리 지원 등의 인재 육성 및 기술 개발에 나설 것이

라고 밝혔다. 또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국제기관 및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국이 일본의 원자력기술의 활용

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입장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변화는 일본의 집권 세력인 자민당과 일본 경제

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 국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정책

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에 대해서는 간과 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2) 김남일, 위의 보고서, 2012,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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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원자력 이용 동향

1. 원자력 기술 및 시장동향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 이며, 앞

으로 2021년까지 12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TMI 사건 이후 원전 건설이 중단

된 미국, 유럽과 달리 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건설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였으며, 

2006년 기준 전력생산량의 36%를 담당하였다. 또한 대형 원전 경쟁력 확보 및 

UAE 원전 수출을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에 한국표준형 원전(OPR1000, 

APR1400) 개발 후 반복건설을 통해 건설 공기 및 공정을 표준화하여 경쟁력 확보

하였다.

[그림] 2-4. 우리나라 원전산업 변천과정

우리나라 전력발전량에 대한 원자력의 비중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의 약 27%를 공급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오늘날 원자력발전은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주역으로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압경수로 19기와 가압중수로 4기가 있으며, 개선형한국표준

형원전인 신월성 2호기와 신형경수로원전인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가 건설

중에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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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현황(2014년 기준)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그림] 2-6.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량 현황 및 전망

출처: 나라지표

13) 한국수력원자력 https://cms.khnp.co.kr/company/%EC%A3%BC%EC%9A%94%EC%82%AC%EC%97%85/(방
문일자: 20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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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전체 발전

설비 대비 29%까지 확대될 계획이다.14)  이에 2014년 1월 수립된 ‘제2차 국가에너

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6.4%

에서 2035년에 29%로 확대 될 예정이다. 이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

하였던 원전 설비 비중보다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국가 기간전원으로서 원자

력발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방향

2013년 2월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

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5개의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에 이

중 5개 국정과제를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위한 원자력

의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과제 분석을 통해 원자력을 이용

한 창조경제 구현 방안으로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신산업 발굴, 원자력을 둘러싼 사

회이슈 해결, 원자력기술 확산 생태계 구축, 원자력기술과 타 기술의 융합방안을 제

시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 장기 원자력발전 비중이 새롭게 확정되었으며 점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

러나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 있어 한･미는 다수의 협상에도 불구하

고, 농축, 파이로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협정 만

료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14)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백서』, 2014, 5쪽.

국정과제 원자력 정책관련 주요내용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 (거대 전략기술 기반산업) 우주발사

체, 인공위성, 대형가속기, 원자력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 민간개방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18. 해외건설 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 (원전플랜트 수주확대) 국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추진

- 미 자립기술 국산화로 도입국의 기술

이전 수요에 대응

95.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 R&D) 전체 원자력 R&D에서 

안전연구 비중을 5년내 40%까지 확대

- (원안위, 안전규제) 안전규제 투명성 

제고, 안전규제 법령체계 정비, 안전규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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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이 정치･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원자력 이용을 둘

러싼 갈등이 증가되고 있고, 원자력 이용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용후핵연료와 

원전 해체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원자력 창조경제는 원자력 

이용과 연관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지속가능한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수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식기반형 안전기술 확보, 

사용후핵연료의 기술적 관리방안 제시, 원자력 시설의 제염해체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 글로벌 시장 진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 원자력 정책관련 주요내용
보전담기구설치, 호기장 규제인력 확대, 원전

관리시스템 재정비

100.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 (원전) 안정적인 전력공급, CO2 감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원전은 안전 최우선으로 

운영 관리하고 금년 중 '25년 이후 적정규모

를 재설정

- 사용핵연료 관리를 위해 공론화위원

회를 발족하고('13년4월),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 추진

128.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

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방위비 분담 등 

한미간 당면현안의 원만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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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우리나라 정부의 국정과제와 원자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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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전 산업 수출 전략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과 전 단계 국내 공급망에 기반한 

가격경쟁력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핵심 수출인력 부족, 금융 조달 

여력 미흡, 수출 모델 미확보 등은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12월에 UAE 원전 수출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는 원전 수출 

정체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5대 기본원칙과 6개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된 '원전수출 추진전략(안)' 수립을 검토하였다. 기본 원칙의 주요 내용

은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출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적 위주의 무리한 전략을 지양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취약점인 

수출 재원 조달 방안을 확보하는 등 착실한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고부가가치 

공급체인을 구축하여 기자재･용역 등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UAE 원전을 착실히 준

공하여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지속적인 수출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또한 중점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크게 수출 전략수립과 수출 기반 확보고 구

분될 수 있다. 수출 전략은 2020년까지 신규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베트남, 사우

디 등 중점 수주 대상국을 선정하여 도입국가 별 맞춤형 수출을 추진하는 내용이

다. 개도국 수출을 위해 신형 1,000MW 급 저용량 수출노형을 개발하고, 선진국 진

출을 위해서는 설계인증 획득과 전략적 투자자로써 현지 사업자의 참여유도를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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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제 원자력 이용 동향

1. 국제 에너지 수급 동향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EA)는 "석유시장보고서(Oil 

Market Report)"를 통해 2013년 평균 석유수요는 91.2 백만b/d(barrels/ day), 평균

석유공급은 91.6 백만b/d로 잠정 집계하였다.15) 이는 2012년과 비교하면 수요의 경

우 1.2 백만b/d, 공급의 경우 0.6 백만b/d 증가한 수치이다.

국제 에너지 수급 전망에 있어 IEA는 '세계에너지전망(WEO) 2013'을 통해 전 

세계 에너지수요는 2011~2035년 사이에 1/3이 증가하며 신재생이 77%, 원자력이 

66%, 가스가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세계에너지수요 증가의 90%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며 향후 10년간은 중국이 주도하겠지만, 2025년 이후에는 인

도와 동남아시아가 수요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에너지원별 전망은, 

석유 부문에서는 타이트 오일이 향후 10년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의 판

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며 석탄은 그 비중이 2011년 47%에서 2035년 39%

로 감소할 전망이다.16)

2.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변화

먼저 미국의 경우 오바마 1기 행정부는 '신에너지정책(New Energy for 

America)'을 통해 새로운 청정에너지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개발, 에너지자립 강

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의 추진을 위해 

'2009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ARRA)', 

'2012 클린에너지기준법(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 : CESA)'을 제정하여 

청정에너지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 및 투자증대를 통해 청정에너지원 발전량 비

중을 2035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오바마 2기 정부는 '

전방위 에너지 정책(All-of-the-above Energy Policy)'을 통해 석유, 천연가스, 원자

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활용하여 안정적 에너

지 공급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완화

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프랑스는 사회당 집권 이후 원전 의존도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중

15) 교육과학기술부, 위의 백서, 2014, 29쪽.

16) 교육과학기술부, 위의 백서, 2014, 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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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는 저탄소 경제 로드맵을 설정했으며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두 축으로 하는 '에너지전환법(Energy Transition Law)'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

지전환법에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대 방안, 에너지구성,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신기술 개발,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재원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특

히 2025년까지 원전 의존도 감축에 따른 발전량 감소 및 전력수급 불안성 문제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개발과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며 이

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력망과의 안정적 연결,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 투자를 크게 증대해 나갈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제

로의 전환을 이행해나가는 한편, 노후 발전설비를 대체하고 가스 및 원자력의 역할

을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

2013년 에너지 법안'을 2012년 11월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2013년 3월에는 원자력 

및 석유･가스 산업 전략을 발표하였다. '2012년∼2013년 에너지 법안'에서 영국 정

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탄소가격 하한제, 탄소배출 허용기준 등의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대체할 '장기차

액계약제도',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용량시장 제도 도입 계획 등을 밝혔다. 

중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안보', '시장화 개혁' , '대기오염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안정적 해외자원 확보 및 도입을 위해 공급처를 다원화하

고 수송위험 요인을 분산시키며, 에너지부문의 시장화 개혁을 위해 석유 제품･천연

가스･석탄 가격이 시장 수급변화에 따라 빠르게 조정되는 결정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조치로 현재 석유･석탄 연료

를 가스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휘발유와 경유의 제품 등급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다.17)

17) 교육과학기술부, 위의 백서, 2014, 33~34쪽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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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자력 기술수출 계약 및 쟁점

제1절 원자력 기술수출에 따른 협약의 의미와 절차

1. 협약의 의미

 협약은 다자적 성격을 지닌 정식 조약에 통상적으로 지정된 용어이다. 이 용어

는 또한 국제기구들의 기관들, 예를 들어 국제노동자회의(International Labor 

confrence)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총회에서 채택된 문서도 포함된다. 협약은 

국제기구 주관 하에 개최되는 국제⋅ 외교회의에서 체결하는 다자 조약시 활용된다.

<표 3-1>. 정부간 협약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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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일반기관간 협약(연구원)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2. 협약의 절차

협약의 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 국가와 특정사안에 대하여 서로 법적인 권

리 및 의무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 다음에는 우리측이 

협약 초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초안에 대한 우리측의 대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측 협약안을 확정하기 전에 외교통상부 조약국과 관련 

부처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우리측 문안이 확정된 후, 필요한 경우 

교섭회담을 가지게 되며, 상대국과 협약문안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을 때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 교섭을 행하기도 한다. 

상대국과의 교섭을 통해 양국간 이해관계가 모두 조정되어 문안의 합의에 이르

게 되면 양측은 협약문안을 확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협약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취합하기 위해서 상대국과 문안이 확정되어도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협약이 

성립 체결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협약체결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협약서명권

을 위임받은 우리 정부 대표는 상대국 대표와 협약에 서명하게 된다. 일부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체결⋅ 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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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법과의 관계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는「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라는 주제하에 아주  래전

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조약이 별도의 

국내입법조치 없이 이행되는 국가(monism)와 국내입법을 통해 조약을 이행하는 국

가(dualism)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에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우리나라 등이 속하

고 후자에는 영국 등 영연방국가들이 속한다. 우리나라 「헌법」제6조 제1항은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국내법과 조약의 내용이 충돌할 때에는“후에 발효한 법률이 효력면에서 

우선한다”는 후법 우선의 원칙과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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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력 기술수출 계약의 특수성

1. 계약의 일반원칙

계약자유의 원칙(契 의 )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

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국가와 법도 그러

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1] 이는 사적

자치(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실책임주의와 더불어 시민법 전개기의 3대원칙을 이루고 오늘날에도 

기본원칙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칙

( )인 자유경쟁, 근대 시민사회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잘 합치되며, 개인을 봉

건적·신분적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의를 존중해서 이

윤추구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2. 계약의 종류

계약은 그 성질에 따라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

과 무상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유인계약과 무인계

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의 성립에는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의 합

치(낙성계약),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에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를 필요

로 한다. 객관적 합치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그 객관적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

을 말한다. 반면에 주관적 합치는 위의 의사표시가 다른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계약

을 성립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원자력 기술수출 계약의 특수성

원자력 기술수출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수출 계약적 성격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계약의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자력손해배상 면책조항이 필

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Buyer shall at all times be the operator of the A 

facility and shall be fully responsible for its proper operator. ....Agrees to 

indemnify KAERI and its Subcontractors and hold AECL and its Sub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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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actions, suits, claims, demands ..arising 

out of any Nuclear Incident.(원자력 기술수출 계약 내용중 원자력손해배상 면책조

항에 관한 내용)" 또한 원자력 손해배상법의 입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즉, "원자력

시설 운영자에게 절대적 책임을 부여케 하고,  원자력기술 공급자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내용 법률이 요구된다. 아울러, 원자력 수출

통제절차의 사전적 준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원자력 기술수출 계약 시 양국 간 원자력협정의 체결여부 파악도 고려대상이 

된다. 즉, 당해 국가의 우리 원자력기술에 대한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정부 보증적성

격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출통제 등의 절차가 용이하게 된다. 또한 공급자 책임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

어 모든 기술계약에 적용되는 지적재산권(IP)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한다. 

<표 3-3>. 원자력 기술수출 계약 시 필요한 조항 및 내용

조항 내용

1. Introductory Provisions
정의, 해석원칙, 목적, 모회사 보증, 이행

보증증권, 사업개시

2. General Obligations of 

Constructor

계약자 일반의무: 일정변경절차, 법규, 

최선품질제공, 안전계획

3. General Obligations of 

Employer
제공할 서류와 정보목록, 각종 허가서, 

준법사항

4. Design and Permits

계약자 디자인 절대 책임(발주자 승인무

관), 사업 세금부담의무

5. Hand Over
부지 인도조건, 재난시 발주자 간섭권

6. The Works
계약자의 안전책임, interface 책임 부담, 

모든 허가 정보 제공의무

7. Milestones Schedule, 일정에 따른 공사수행, 진도 수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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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Work Programme
주요 문서2부와 전자파일제출, 검사권한, 공

정전 계약자 고지의무, 기일지연시 대금공제

가 개시됨

8. Testing and 

Commissioning

계약자의 시험목적 핵연료 설치, 운영 

비용부담, 발주자의 임의적 추가시험요청권

한 과 비용 등 쟁점

9. Hand Back
Hand Back Certification,  시설 및 장비 

철수 일정준수 의무

10. Defects Notification 

Period

하자보수 Hand Back Date부터 개시, 최장 

2년, 보수기간 종료시 release Certification 

수령, Performance Guarantee도 zero로 감

액됨

11. Financing and 

Payments
대금감액스케줄, 각 하자 또는 공정중단

시의 최대 감액 % 결정

12. Personnel and 

Nuclear Indemnification 상대방 면책규정, 원자력손해배상규정

13. Compensation Events 발주자의 기일연기, 의무유예, 물질적 배

상조건들 

14. Insurance
카고 보험, 장치 설비보험, 천만유로 전

문면책보험,  재산보험, 산재, 자동차  등 운

행시설 보험 등

15. Force Majeure 불가항력 사태시의 상호 면책, 고지의무, 

발주자의 개입권

16. Change, 

17. Default, Early 

Termination, Compensation

용역 및 일정 변경관련 절차 및 비용관

련 사항들, 발주자 및 계약자 의무불이행과 

통지절차, 보상

18. Liaison, 

1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n transferable, irrevocable, 

right to use", "발주자 이용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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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기관간 협력 약정에 관한 업무절차도

: 

조항 내용

20. Documents, 

21. Financial Documents

정부 인허가 문서는 발주자 언어, 회계

서류 제출의무

22. Disputes 분쟁해결은 분쟁해결심사회(DAB), 불만족시 중재

23. Miscellaneous 비밀유지의무, 발주자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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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해외기술 및 시스템 사업 업무 절차도

: 

4. JRTR 계약에 따른 쟁점

JRTR 계약 이행에 따른 발주자(JAEC)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 수

준의 원자력손해배상법률의 제정과 본원 제공정보의 비밀유지 및 외부유출방지, 공

사기한 연장에 대한 귀책 근거 파악, 제공할 문서의 범위와 수준, 시설 시험 및 최

종 인도 시 대금 및 손해배상액 상계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컨소시엄 회원사들의 쟁점에는 연대책임의 내부 분담방식(계약대금한도 및 과

실비율원칙), 과실발생시 책임규명, 건설 초과 비용 발생시 이에 대한 분담요청 사

안 등이 있을 수 있다.

5. 네덜란드 OYSTER

네덜란드와 지난 2014년 연구원자로 기술수출을 체결하여 유럽시장에 원자력 

기술수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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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TER 계약 체결에 따른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발주자는 원자력손해배상 

면책 계약조항의 파리협약 준수 요청, 발주자의 임의적 추가시험 요청권과 그 비용

부담주체의 문제, 인허가로 인한 공사기일 연장에 대한 책임 주체가 주요 쟁점이다. 

또한 컨소시엄 회원사들의 쟁점으로는 연대책임의 분담방식(대금한도, 과실비율원

칙)등 내부협약서 체결, 모회사 보증 및 각 업무별 계약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6. SMART 해외사업 계약

스마트 원자로(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는  한

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중인 소형 일체형 원자로이다. 개발 초기 러시아 핵잠수함 

원자로 회사인 OKBM의 도움을 받아 일부 기기를 개발하였다. 이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설계를 변경, 보완하여 독자적인 설계를 완성하였다. 1994년 개

발을 시작하여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1호기 건설을 협

의중이다. 이 원자로는 100 MWe급으로 인구 10만의 소외 지역이나 벽지 등에 전력

과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원자로이다.  따라서 스마트원자로는 국

제적으로 가장 시현성이 높은 소형 일체형원자로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해외수출을 위한 해외사업 계약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발주자 쟁점사항으로 국제적 수준의 원자력법 및 원자력손해배상법 제정

을 요청하며, 우리나라와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및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MOU 등 

체결, 관련 정보 및 문서 제출 전 KINAC 등 협조를 통한 수출통제절차를 시행하여

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 회원사의 쟁점사항으로는 외부적 연대책임에 대한 내부적 

분담 방식(대금한도 및 과실비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SMART 원친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방식, 독립 SMART 수출 전문회사 설립을 통한 일회적이고, 신속한 협

상 및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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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자력 해외사업 계약상의 주요 쟁점

우리나라는 1950년대 후반부터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

을 공급하기 위하여 발전단가의 측면에서 석유나 석탄 등의 에너지에 비하여 유리

한 원자력에너지의 신기술개발에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 왔다. 그 결과 한국형 

신형원전(APR1400)을 개발하여 이미 국내 표준설계인증을 획득하였으며, IAEA와 

NRC 등에서 제시한 최신 국제수준의 원자력기술기준을 충족시켜 그 설계의 우수

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고리 3호기 및 4호기가 최초의 

한국형 신형원전으로 2013년 및 2014년에 각각 준공을 예정하고 있어, 머지않아 국

산화된 차세대 원전시대를 맞이할 예정에 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신형원전의 우수

성과 안전성으로 2009년에는 한국형 신형원전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되는 등 

우리나라는 비로소 초기의 원자력기술수혜국에서 원자력기술공여국이 됨으로써 명

실상부한 원자력기술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후쿠시마( 島) 원

전사고로 인하여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방사성물질의 비산⋅ 누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주로 원자력전문가, 발전소 인근주민, 환경

단체 등 소수의 특정한 사람 및 단체만이 관심을 가졌던 원전의 안전성이라는 문제

를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 

일본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여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대량 방출됨으

로써, 원전의 안전성은 국제적 관심사로 증폭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몇몇 국가에서는 원자력정책을 변경하기도 하는 등 국제기구 및 해당 국가에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입증에 최선의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소형원자로인 SMART 원자로 기술개발과 함께 최근 2014년에 

네덜란드에 소형원자로의 기술수출을 체결하는 뜻 깊은 지난 한해를 맞이하였다. 

SMART 원자로는 국제적으로 그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머지않아 중

동국가들과도 기술수출을 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기술의 안전성이 중요시됨으로써 이에 관한 많

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형 신형원자로의 안전성도 충분

히 입증된 바 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당 원자로 노형

의 안전성에 관한 입증일 뿐 우리나라의 원자로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안전목

표의 실체적 내용까지 입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 다양한 연

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원전이 IAEA에서 제시한 안전철학 이념에 부합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목표 및 방향을 직접적

으로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진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서

는 IAEA 또는 WENRA 등의 안전철학⋅ 이념의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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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세부적 내용을 안전철학⋅ 이념이라는 종합적 체계적 개념으로 정리하여 제시

하고 있지는 못하다.18) 따라서 우리나라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비전과 개발의 방

향 등의 기본적 철학 이념을 제시하는 것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앞으로의 원전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MART 원자로의 기술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계약 상대국가의 원자력 

기술수출 관련 법률 및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률을 사전에 분석하여 계약체결 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합리적인 계약체결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원자력 기술수출을 위해서는 기관간의 상호 협력 및 공조를 통하여 원자력 기술수

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18) 김균태, "미래형원자로 인허가기술 개발", 『연구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2, 34-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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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자로 기술수출을 위한 현지 법률 분석

제1절 미국 원자력연구개발 사업관련 법률

1.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현재 미국 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각각의 행정 

기관이 연구개발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 연구개발정책과 관련하여 분

권화된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심의 및 승인에 관하여 의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

다.19)

 [그림] 4-1.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도

: , “    ”, 2014, [  1] 

19) 과학기술평가원,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연구”, 2014,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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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정책의 수립 및 수행은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먼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는 1993년 클린턴 

대통령,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장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각

료급 위원회로써 연방 전체의 과학기술 투자에 관련된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주 기능은 연방과학기술투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

한 연구개발전략 마련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는 1999년 연구개발 우선순위의 결정과 수학 및 과학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총 23명의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및 비정부조직 

과학자들 중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은 1976년에 대통령과 행정부관료에게 과학기술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에 각종 정부기관의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편성, 민간, 주정부 및 지방정부, 하계 과학기술계 등과 협력하여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그림] 4-2. 미국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도

: , “    ”, 201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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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연구개발 관련 법제

미국의 연구개발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국가협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 of 1984)･을 통한 협동연구 촉진 제2조에서 2인 이상의 사람이 현상

에 대한 이론분석 및 실험 또는 연구정보의 수집, 교환 및 분석 등을 위해 계약을 

맺거나 실행하는 활동을 ‘공동연구개발 벤처’라는 개념이라 규정하면서 협동연구를 

위해 도입되었다. 제3조에서는 공동연구개발 벤처는 셔먼법상의 당연 위법 사항이 

아니고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자의 손실보상은 일정한 제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으

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무한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20)을 취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는 법제 시스템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가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이전법(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6)을 통

하여 연방연구기관과 민간기업간의 공동연구 유도 및 연방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상

업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료 법제에 대해서는 협력연구개발로 발생한 발명의 

실시계약 체결을 통하여 연방행정청이 수령한 기술료는 발명한 연구소에 귀속하도

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1)

20) 미국연방지방법원은 실크우드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으로 1천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명령을 내린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함철훈, 『원자력손해배상법』, 진원사, 2013, 79쪽 참조바람).

21) 과학기술평가원, 위의 보고서, 2014,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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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EU의  원자력기술 사업 관련 법률

1. EU의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EU 차원의 과학기술정책과 각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이 병존하고 있다. EU

의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의 수립은 EU집행부와 회원국 연구담당 각료회의간 협의를 

통하고 EU의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또한 EU차원의 연구개발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ramework Programme), COST, EUREKA, 정보통신기술협력사업, 우주항공기술개

발협력사업, 핵융합개발사업(ITER)등이 있다.

[그림] 4-3. EU 집행위 연구총국 조직도

: EU Website(http://ec.europa.eu/research/dgs/pdf/organisation_en.pdf

EU는 연구개발결과물의 연구개발성과 귀속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

고 있다. 이에 프로그램 참가규칙(Rules for Participation; RfP)및 모델 보조금 협정

(Model Grant Agreement; GA)의 부속서Ⅱ에서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에 대한 일

반적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에 따르면 연구개발결과물의 권리는 참가자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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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기술수출에 관한 법제

EU는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위반 및 부정행위시 계약 해지 및 참여제한 조치

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이나 부정행위 사

실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배상금과 별도로 지원받은 금액의 2~10%, 가중 시 4~20%

의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 6월에 유럽 서밋(EU Summit)

에서 유럽 통일 특허 시스템이 합의되었다. 유럽 특허통일제도를 살펴보면, EPO(유

럽특허청) 등록 후 개별국의 번역문 제출 및 등록을 폐지하고 EPO 자체에서 공표

하여 EU 회원국 25개국에서 통일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유럽특허소송제도는 

기존의 특허관련 소송을 각각의 회원국의 특허소송 시스템에 따르던 것을 통일된 

법원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파리를 전속법원(Central court)으로 지정하여 

특허소송을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향후 유럽과의 원자력 기술수출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EU의 특허제도 및 특허소송제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특수한 원자력 기술수출에 따른 특허 및 지식재산권의 보

호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의 특허제도 및 특허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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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요르단 및 이집트의 원자력기술 사업 관련 법률

1. 요르단의 과학기술정책의 흐름

요르단은 오랫동안 특혜 대우를 받으며 원유를 공급받아왔다. 제 2차 걸프전까

지는 이라크, 그 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지역 연대강화와 에너지자원이 부족

한 아랍 국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국제시장 거래 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거의 

반값수준)으로 요르단에 원유를 공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특혜는 요르단이 에너

지원을 전적으로 수입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에너지원

을 다각화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오늘날, 유가상승 문제에 직면하게 된 요

르단은 늘어나는 국내 에너지수요 충족을 위해 « 새로운 » 에너지원 확보를 모색해

야 하는 실정에 직면하였다. 이처럼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

지면서 이것과 아울러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성장하여 왔다. 미래의 에너지

원으로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을 꼽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다. 이와 마찬가지

로 원전을 수주하는 우리나라와 같이 원전 강대국들은 중동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중동국가들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서방국가의 여러 나라들

이 갖고 있는 법체계와는 현저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처럼 지역적인 특성과 중동국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법 체계를 살펴볼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요르단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

히, 원자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전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2의 원전 수출을 위하여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중동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

흡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선진국에 대한 연구중심에서 이제는 중동국가들에 

대한 법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요르단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22)

1) 전력정책

현재 요르단의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이름(2011년 

현재 GDP의 1/5 정도를 차지). 이에 따라 전력 생산이 국제유가의 변동에 크게 영

향을 받는 등 극히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다. 전력 수입가가 국내 생산단가에 비해 

22) 한국원자력법학회, “원자력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원자력 관계법령 조사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144~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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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준으로 꾸준히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0년 에너지 수입비용 36억 달

러이다. 따라서 현재 풍력 및 태양열발전, 태양열 온수기, 원자력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23)

지난 2007년 요르단 사막지역에서 상당한 양의 우라늄 매장량을 발견하였고 우

라늄 매장량은 대략 14만t으로 추산된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보유량이다. 

에너지 빈국 요르단이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향후 2020년까지 총 108억 달러가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

된다. 요르단은 에너지 자원 부재,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그리고 인구증가로 인

한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분야에서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 요르단은 재생에

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강화, 에너지 효율 증대, 전력발전 및 석유생산에

서 오일셀을 적극적으로 활용, 원자력 발전 개시, 국내(Risha 지역 등) 에서의 천연

가스 발굴 노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림] 4-4. 우라늄 매장량

                                                                            (단위: t)

       : 

23) Kotra, “요르단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활발한 행보”, 2011,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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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요르단 에너지 전략

 : Catalyst PE 

2008           , 
 1㎾/h   0.2    ,  0.4 ,   

  0.7     . ,     
           . 

요르단의 전기소비 증가의 원인으로는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로부터의 원유 

특혜공급이 중단되면서 정부의 유가 보조금이 빠르게 축소(유가 인상)되고, 그 결과 

일반가정에서 음식 제조용 및 난방용 유류를 전기로 대체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

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라크인 이주자 증가(약 70만 명으로 추계) 등으로 인한 비

정상적 전력 사용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력생산이 대부분 화석원료 즉,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

이다. 

요르단의 원전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1월,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성명을 통해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이

용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을 최초로 표

명하였다. 2007년 4월 초, 압둘라 2세 국왕은 핵 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요르단

(사우디와 오만 포함)을 방문한 엘바라데이 IAEA(국제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면

담하면서 요르단이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핵에너지 

이용방안에 대해 의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공식 요청하였다. 이어 4월 18일, 바킷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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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장관급 특별위원회(‘요르단 핵에너지 전략위원회’) 구성

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이후 의회 통과). 2007년 5월, 칼리

드 에너지부장관은 ‘현재 요르단의 우라늄 및 우라늄 함유 인광석 부존량이 각각 

14만t, 7만t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2007년 8월 말, 압둘라 2세 국왕은 ‘요르단 핵에

너지 전략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 건립 의지를 재천명

하였다. 요르단 정부는 2007년에 국제핵에너지협약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GNEP)(미국을 필두로 핵무기위협을 감소시키는 한편 핵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후 2008년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은 프랑스

를 방문하여 각국의 평화로운 원자력 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요르단 원자력 

협회(Jordan Atomic Energy Commison(JAEC))와 프랑스 원자력업체 Areva 간에 

우라늄 광산채굴에 관한 협정 체결하였다.

2009년 12월 한국 대우 엔지니어링이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 1억7300만 달러

의 수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3월 완공 계획(올해 6월 말 현재 공정률 

14%)을 세우고 있다. 2010년 2월 프랑스 기업 Areva와 요르단 핵에너지 협회

(JAEC)의 계약에 따라 요르단 중심부 내 독점적 우라늄 채굴권을 Areva가 획득하

게 되었다.

[그림] 4-6. 요르단의 우라늄 매장 지역

출처 : Jordan Atomic Energ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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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산업체계

요르단의 전력 산업체계는 4개의 발전회사, 1개의 국영 송전회사, 그리고 3개의 

배전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요르단 발전체제의 특징은 자금 부담이 많은 발전 및 배전부분을 민영화하여 

발전과 배전부분의 정부 재정 경감 및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국가

가 독점하고 있는 송전 기능을 통해 정부에서 전력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

는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력산업 관련 정책 기능은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 Natural 

Resources)및 전력규제위원회 (Electricity Sector Regulatory Commission)가 담당하

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발전부분 민영화 정책에 의거 민자 유치에 의한 발전소 건

설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며, 향후 10년 내 총 15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 4기를 

민자로 추진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원전 의존도를 30%정도로 추진하고 하는 원전 

정책이 새로운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중동 국가인 요르단은 2030년 또는 2040년까지 전력 생

산에서 30%를 원자력을 통해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2015

년까지 1,200MW의 추가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 중

이다. 또한 요르단 정부는 2016년까지 원자력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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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요르단 전력수요 예상량

 : Jordan Atomic Energy Commission

요르단의 원전 건설후보지는 아카바만 9km 내륙의 400m고지 지역이며 향후 4

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 중이었으나 최근 원자력발전소 첫 예정지 아카바 남단으

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암만에서 북동쪽으로 40㎞ 정도 떨어진 마프라끄로 위치 변

경하였다. 

 다음으로 요르단의 원자력 행정체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

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8. 요르단 원자력행정체계

          : Jordan Atomic Energ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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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의 원자력 관련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들이 있으며 각 기관마

다 하는 주요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요르단원자력규제위원회(JNRC2))는 원자력규제, 원자력안전 및 안전 조치를 담

당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방사성물질 및 핵물질 안전, 방사성폐기

물 수송 등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규제 및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요르단원자력에너지위원회(JAEC)는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비전, 전략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 모든 원자력 제반 활동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핵연료주기 단계에

서 발생하는 핵물질의 공정, 성형가공 및 처리를 감독하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

리를 담당하고 있다.

JAEC는 총리 및 내각에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명확한 권고를 제시

한다. 요르단에너지자원공사(JERI3))는 우라늄, 토륨 및 다른 중금속 물질을 채굴하

고 우라늄 채광, 우라늄염 및 다른 특수핵중금속에 대한 제분 및 가공을 담당하고 

있다. 인산 생산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한 산업 단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요르단인산광산회사(JPMC4))는 인광석에 함유되어 있는 우라

늄 생산 활동을 관리하고 인산 생산의 부산물로써 가능한 우라늄추출에 대한 연구

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4-9. 요르단 원자력 비전 및 5대 계획

 : Jordan Atomic Energ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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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르단의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

1) 정치체제

요르단은 입헌군주국이다. 국왕은 외교정책을 지휘하고 국가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며, 군대와 광범위한 정보기관 네트워크를 관할하고, 필요시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국왕은 총리 임명 및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리는 국

왕의 감독 하에 내각을 구성한다. 의회는 양원제이며 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 

11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은 국왕이 임명하며 55명으로 임기는 4년

이다. 사법부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초심법원, 치안재판소, 종교재판소 등이 있으며 

다른 아랍국에 비하여 종교재판의 범위가 크지 않아 종교분쟁, 결혼문제 등만 종교

재판소가 다루고 나머지는 일반재판소가 담당한다. 또한 국가 창설이후 부족의 연

대는 주로 하심가의 권력과 부장악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였다. 따라서 하심

가를 강조하는 부족주의 전통은 요르단 국가 창설의 토대이며 하심와가의 통치에 

합법성을 제공함으로써 민족주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24)

1차 세계대전 중에 히자즈의 태수이자 하심가의 대표인 메카의 샤리프후세인

(Shrif Hussein, 1851-1931)은 두 아들 압둘라(Abdullah ibn Hussein Al Hashimi, 

1882-1951), 파이잘(1885-1933)과 함께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반란을 조직하였다. 

이때 영국은 이 반란 부대에 무기 보급품 자금 등을 제공하였고, 고문관 등을 파견

하면서 이 부대를 직접 지휘하였다. 당시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해체시키는 전투에 

참가할 아랍 베두인 전사들이 필요하였고 오스만 제국 해체라는 영국의 목표는 아

라비아 반도 지역 패권 장악을 목표로 하 후세인 가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였다. 

이 때 하심가의 부족주의 민족주의는 영국 제국주의와 공동의 목표를 지녔다. 

오늘날 요르단 정치 영역에서 부족의 역할을 일깨우며 부족 사회 전통을 강조

하는 부족주의는 하심 왕가의 통치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담론은 동

안 부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요르단 사회의 ‘동안 출신의 요르단인’과 ‘팔레스

타인 출신의 요르단인’ 사이의 긴장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이 담론은 요

르단인의 유목 전통을 팔레스타인인들의 농업적이고 도시적이기 조차한 전통들과 

대조시킴으로써 요르단인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의 구별을 나타내기도 한다. 더구나 

이러한 환경에서, 아사리(‘asha'ari, 부족의), 와타니(watani, 애국심이 강한), 우르두

니(urduni, 요르단인)이라는 용어들은 점차로 같은 뜻을 의미한다. 즉 부족적이고, 

부족적인 특성을 주장하는 것, 부족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요르단인의 정체성을 주

장하는 방법이다. 부족주의는 신화적인 요소를 따라서, 요르단 국가가 창설이후 정

치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전개되어왔다. 요르단이 과거 이 지역 부족의 영토였다는 

24) 홍미정, “요르단의 정치엘리트와 부족주의”,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7호 제1권, 2006,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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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현재 그들의 후손인 부족 구성원들이 요르단 영토 내에 거주할 당연한 권리

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족주의 개념을 지역단위로 조직화하는 과정중의 하

나는 수카나슬리(sukkanasli, 원주민들)라는 용어의 출현이다. 이 용어는 현재 요르

단 ‘영토’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요르단인에 반대 개념으로 위치 지워진다.

2) 권력구조

요르단 정부의 체제는 세습 군주제와 의회이다(헌법 제1조). 요르단 정부의 체

제는 왕족을 중심으로 세습의 군주제를 가추고 있다. 몇몇 이슬람 국가들은 특히 

중동지역을 살펴보면 왕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관리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요르

단 국회의 구성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헌법 제62조). 국회는 국가의 최고 권

력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안들에 관하여 정책적 결정을 한

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상원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역시 

연임이 가능하다(헌법 제65조). 상원과 하원의원은 선출은 선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밀선거로 이루어진다(헌법 제67조). 선출된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국왕과 국가에 충성하고, 헌법을 기본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정직하게 위

임한 임무를 수행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맹세한다”(헌법 제80조). 이를 통하여 

국회 구성원인 상원과 하원의원들은 위의 선서를 통하여 국가의 주석인 국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킹 압둘라 이븐 알 - 후세인의 왕조

로 세습 한다(헌법 제28조). 그러므로 요르단의 국가주석은 왕이며 어떠한 권력과 

책임을 가진다(헌법 제30조). 국왕은 의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를 해산 시

킬 수 있다(헌법 제34조). 또한 요르단의 국왕은 총리 및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해임과 사임을 수락할 지위를 갖는다(헌법 제35조). 

요르단의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으로써 국왕과 총리, 각부 장관과 기타 인사로 

구성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요르단의 정부는 국왕

의 결정한 사항에 관해서 전적으로 행동한다. 요르단의 정부 형태는 국왕의 세습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헌법 제28조). 이를 통하여 총리와 각부 장관들은 국왕의 

명령에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으로(헌법 제80조) 맡은 직무를 이행하고 있다.

장관위원회는 장관들로 구성되어지며 국왕이 장관을 임명하여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41조). 요르단의 장관은 요르단인이 아니면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다(헌법 제42조). 모든 장관들은 각각의 맡은 위임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가진다(헌

법 제46조). 또한 요르단 의회(the National Assembly, Majlis al-Umma)는 양원제로 

4년을 임기로 국왕이 임명하는 상원(the House of Notables, Majlis al-Ayan) 55명

과, 4년마다 선출되는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ajlis al-Nuwaab)(헌법 

제65조) 110명으로 구성된다. 의회는 헌법에 의해서 권력이 부여되고 내각이 제안한 

법률을 승인, 거부 또는 수정하지만,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법률 수정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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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이루어진다. 요르단의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다(헌법 

제97조). 하지만 왕이 판사를 임명하고 승진, 해임시키는 고등 사법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을 임명함으로써(헌법 제102조)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한다. 또한 요르단의 법

원은 민사법원, 종교법원, 특별법원 등 3가지 법원으로 분류하고 있다(헌법 제99조). 

종교법원은 다시 샤리아법원과 다른 종교집단을 다루는 법원으로 나뉜다(헌법 제

104조). 요르단은 다른 아랍국에 비하여 종교재판의 범위가 적어 종교분쟁, 결혼문

제 등만 종교재판소가 다루고 나머지는 일반재판소가 담당한다. 

4. 요르단의 입법조직 및 입법형식

요르단의 최고입법기관은 국회이다. 국회의 권한을 살펴보면 국회는 헌법 및 법

률의 제정과 개정, 입법에 대한 입안권을 갖는다. 또한 국회는 국왕의 법령에서 규

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외하고 다른 사안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헌법 제82조 제3항). 요르단의 국가주석은 왕이며 어떠한 권력과 책임을 가진

다(헌법 제30조). 국왕은 외교정책을 지휘하고 국가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며, 군대

와 광범위한 정보기관 네트워크를 관할하고, 필요시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행사

한다. 국왕은 의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를 해산 시킬 수 있다(헌법 제34조). 

또한 요르단의 국왕은 총리 및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해임과 사임을 수락할 지

위를 갖는다(헌법 제35조). 

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요르단의 정부는 국왕의 결정한 

사항에 관해서 전적으로 행동한다. 요르단의 정부 형태는 국왕의 세습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헌법 제28조). 이를 통하여 총리와 각부 장관들은 국왕의 명령에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으로(헌법 제80조) 맡은 직무를 이행하고 있다.

정부의 수상은 국무총리로써 국가의 중대한 논의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을 가지

고 있으며 필요시 장관위원회를 소집하여 국가의 중대한 논의를 결정할 수 있다(헌

법 제47조). 국무총리는 장관들과 함께 의회에서 결정한 국가 중대한 논의 사안에 

대해서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논의한 결정 사안에 대해 서명을 한다(헌법 제48조). 

의회에서 결정한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왕에게 보고를 하여 

국왕의 결정에 따른다. 정부의 수상은 국무총리로써 헌법에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

만 국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왕의 결정권을 통하여 결정된다.

요르단의 헌법은 국회의결, 국가주석의 명령과 결정에 근거하여 정부는 의결과 

의정을 발휘하고 정부수상은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하지

만 최종 결정권자는 국왕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모든 중대사

에 대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왕의 권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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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매우 높다. 요르단 헌법은 이처럼 국왕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정책결정에서도 국왕의 최종 의사결정권 

행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의 수상으로 총리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리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배경은 헌법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의 임명권한이 

바로 국왕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결정과 최종 결정권을 헌법에서 국왕에게 위

임하고 있다. 

5. 요르단의 기본 법체계

요르단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갖는 이슬람법을 바탕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이슬람법의 샤리아에 의해서 국가의 법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종교로 이슬람 종교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요르단의 법체계 전반에 걸쳐 국왕의 권리

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요르단의 헌법은 국회의결, 국가주석의 

명령과 결정에 근거하여 정부는 의결과 의정을 발휘하고 정부수상은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국왕으로 헌법에 규정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모든 중대사에 대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

왕의 권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6. 요르단의 원자력법제 및 기술수출에 관한 법제

요르단의 경우 아직 원자력 법령이 미흡한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법 내

용을 살펴보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

므로 요르단 정부는 계속적인 원자력법 정비에 힘쓰고 있으며 이미 원자력법을 보

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을 대상으로 원자력법을 정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요르

단의 원자력법이 제정되기 이전 2001년 전의 원자력활동은 주로 에너지광물자원부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2001년, 원자력에너지 및 방사선보호법이 공표됨으로써 

1987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원자력법을 대체하게 되었다. 2007년 7월, 2001년의 원자

력에너지 및 방사선보호법이 2개의 원자력 독립기관 신설을 허가하는 2가지 법으로 

수정되고 나뉘었다.

1) 요르단원자력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하는 원자력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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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핵규제위원회를 설립하는 원자력에너지 및 방사선 보호법

2007년 7월, 요르단 원자력전략고등위원회는 2030년까지 장기 전력 계획을 발표

하였다. 2008년 2월, 의회는 2007년 법률에 대한 추가개정을 채택함으로써 다섯 명

으로 구성된 요르단원자력에너지위원회의 권한을 상향조정하고 총리에 직접 보고하

도록 하였다. 요르단 원자력법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 기술수출에 관한 요르단의 특허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2조에서 발명

에 관한 정의 규정을 담고 있다. “Any innovative idea, in any of the fields of 

technology, which relates to a product or a manufacturing process or both and 

practically solves a specific problem in any of those fields (기술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로서, 물건 또는 제조 방법, 또는 둘 다에 관련되며, 해당 분야에서 구체적

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한국 특허법의 

발명의 정의와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제32조 및 제33

조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제재방법 및 구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

32조는 침해와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행위로써 모방, 판매, 판매

를 위한 소지, 판매나 유통을 위한 제안, 수입, 허위표시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형사적 제재로는,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이나 ”100 요르단 디나르에서 3000 

요르단 디나르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다(shall be 

punished by an imprisonment term of no less than three months and of no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of no less than 100 Jordanian Dinars and of no 

more than 3000 Jordanian Dinars or by both of those penalties).  

제33조는 예비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담보를 제공하

는 조건으로, 침해 물건의 몰수와 침해 증거의 보전”이 가능하다(a bank or 

monetary guarantee accepted by the court: To make a precautionary seizure of 

the products subject of the infringement wherever they are ; To preserve the 

infringement evidence). 이러한 예비조치는 한국의 가처분 신청과 유사하다. 즉, 상

대방에 통지하지 않고 예비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그 결정에 대하여 한번 더 

다툴 수 있다는 점, 본안소송에서 비침해로 결론나면 그 결정의 집행으로 인한 손

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다만, 요르단 특허법은 그 결정이 있은 후 

8일 이내에 특허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가 무효

화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25)

 요르단 특허법에는 우리나라 특허법에 없는 제도가 있다. 즉, 요르단 특허법 

제13와 제18조가 그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는, 예비승인(Preliminary 

Acceptance)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출원이 소정의 출원요건을 충족

하면 출원인에게 예비승인을 부여한다. 또한 18조는, “추가 특허(Additional 

25) 원자력연구원, “연구원 현안 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방안 연구”, 2011, 21~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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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s)”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특허가 허여되고 그것에 대해 개선

이나 개량이 있으면, 추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의 존속기간은 원 특허

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고, 적용되는 법도 원 특허에 적용된 법률이 적용된다.

요르단의 저작권법은 제3조는, 저작물로서, 책자(written matter), 구두물(oral 

works), 음악(musical works), 방송물(broadcast works), 도면(drawings), 건축저작물

(works of architecture), 컴퓨터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 등을 열거하고 있다.

요르단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의 체약국이다. 베른협약은 저작권법

에 대한 국제적인 최소 보호기준을 정하고 있다. 베른협약에 따르면, 저작권은 절차

적 방식이 필요 없으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저작권 보호의 안정성을 위해 요르단 문화부(Jordanian Ministry of 

Culture)에 등록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저작권이 등록되면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별도의 비용(no official fees)은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입증책임

을 면하는 등 권리 주장시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시 구제

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르면, 저작자(상속인 포함)는 침해 중지(cease the 

infringement), 침해물의 압수(seize the work), 침해 수익의 몰수(impound the 

revenues derived from exploiting a work)를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과 함께, 또

는 본안소송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가처분 신청과 유사하다. 이에 형사

적 제재로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요르

단 Dinars 이상 3,000 요르단 Dinars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7. 이집트의 원자력에 관한 정책적 흐름

최근 들어 이집트 정부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26) 우선 시장경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공

기업들이 민영화되었거나 될 예정이다. 이집트 정부는 낮은 국내 저축률이 경제 성

장에 걸림돌이며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만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민영화,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투자법 개정 등을 

통하여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이집트를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수출할 수 있는 제3국 수출

기지로 선호하기도 한다.

이집트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요인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에

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동국가들 사이에서 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

26) 이집트는 매년 미국으로부터 20억 달러 정도의 재정 원조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해 우호적 입
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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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로 관심을 갖고 

있는 움직임에 맞추어 중동의 많은 국가들도 대체에너지로써 원자력에너지에 큰 관

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집트정부는 연구용원자로 2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운바 있다. 이처럼 이집트 정부는 과학기술과 원자력에

너지를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WTO체제 아래서는 과학

기술의 경제적 •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집트와 같은 중동지역의 국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의 선진법제와는 갖

고 있는 분위기부터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중동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법

제와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전력 동향과 원자력 동향을 소개를 통하여 제2의 중동

지역의 원전수출에 앞서 중동의 지역적 • 국가적으로 갖는 특수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8. 이집트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계27)

1) 전력정책

이집트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5년간(2004~08) 7.6%대의 전력수

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8) 이집트 전력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에 따르면, 이집트 전력에너지분야 투자를 위해 국제 및 로컬은행 및 투자

가(유럽 및 중동 산유국 은행 중심)를 통해 50억 달러 규모의 발전펀드를 구성했으

며, 향후 17년간(2027년까지) 전력인프라 투자를 위해 110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29) 이집트정부는 2007~2017년 제 6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이집트 

전력용량을 8547㎿ 확충하고, 신규 전력 공급망 및 기존 발전소 확충을 계획을 세

우고 있다.30) 이집트 전력에너지부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될 예산은 145

억 달러에 달하며 정부의 예산투입을 최소화하고 민간투자가 유치 및 국제 • 로컬 

상업은행의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27) 한국원자력법학회, “원자력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원자력 관계법령 조사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165~173쪽.

28) 이집트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오는 2022년까지 현재 전력생산 능력보다 28,400 MW를 확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해외전력산업정보센터(http://www.wepic.co.kr/home/nationTrend/industryList.jsp?NCODE=EG&ITSEQ=00 

00001310&MENU=M231), (방문일자: 2014. 7. 16.). 

30) KOTRA, ‘이집트 전력산업에 부는 바람, 그린에너지 확대’, 전력산업/시장동향, 2010.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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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연도별 발전용량 추가목표

[그림] 4-10. 이집트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의 펀딩플랜

출처: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이집트 전력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해 조성된 자금은 대체에너지를 주연료로 하

는 플랜트 건설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집트의 재생에

너지(수력, 풍력 등)를 통한 전력 생산규모는 전체 전력생산규모 중 13% 정도를 보

이지만 이집트정부는 2020년까지 20%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다.31)

31) 이집트는 연간 약 8%의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력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전력 생
산의 효율성 제고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을 현재 보다 
두 배 이상인 63 GW까지 확대하려는 장기적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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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이집트 발전타입별 전력 생산규모

             출처: 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

또한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한 환경문제와 풍부한 천연가스의 활용

을 위해 향후 개발하는 발전시설(인프라)에 대해서는 가스발전 및 풍력발전의 

비중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이집트 총 전력규모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이 중 12%인 총 7000㎿의 발전용량을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할 계획이다. 

2) 전력산업 체제

이집트 전력기업은 발전 • 송배전 부분이 분리되어 있으며 전력 에너지부 산하 

공기업인 EEHC(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mpany)가 정부를 대신하여 전력 

부분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력 부분은 5개 권역별 기업이 관할하며 1개의 

송전회사, 9개의 배전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풍력, 태양열 등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경우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민간 BOOT방식의 발전소가 3개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 리조트, 산업단

지 전력 공급 국가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자체 목적발전소 (ISP : Isolated Power 

Plants)가 운영되고 있다.

이집트 전력 판매 방식은 단일구매 방식 (Single-buyer)으로 전력 생산 기업은 

송전회사인 EETC(Egyptian Elec. Transmission Co.)에 판매하고 송전회사에서 9개

의 배전회사 또는 민간 회사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독점 체제를 지니고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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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이집트 전력시장은 공기업이 시장을 완전 장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일부 발

전분야의 BOOT 및 자체 배전회사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점차 자율화로 나아가

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집트정부는 향후 에너지 

정책계획으로 화력발전소시설32)에 1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집트정부는 오는 2019년 가동을 목표로 첫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

고 이집트 전력에너지부 장관이 2010년 2월 11일 밝혔다.33)

또한 2025년까지 원전 3기를 더 건설할 것이라고 이집트 국영 메나(MENA) 통

신이 하산 유니스 전력에너지부 장관의 말을 인용, 보도한바 있다. 유니스 장관은 

올해 말 원전건설을 국제 공개입찰에 부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건설비용은 15억 

달러에서 18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

집트 대통령은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뒤 보류해 놓았던 계획을 되살려 

2007년 원전건설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었다. 이집트 정부가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신축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일간지 이집션 가제트가 2010년 2월10일 

보도한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하산 유니스 전력에너지장관은 2010년 2월 9일 프랑

스 파리에서 열린 핵에너지 국제회의에서 기자들에게 “2019년에 이집트에서 첫 원

전이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나머지 3기의 원전은 2025년까지 준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집트 정부는 2008년 8월 에너지원 다변화와 원유ㆍ가스의 비축을 

위한 평화적 핵 프로그램 가동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호주의 기술 자문회

사인 월리파슨스를 컨설턴트사로 선정하고 원전 부지와 노형 선정 작업 등을 진행

하였다. 

이집트의 원자력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이집트 원자력연구센터(NRC: Nuclear 

Research Center) 내에 1961년 도입한 2MW의 러시아제 연구로 ETRR-1과 1997년 

도입한 22MW의 아르헨티나산 원자로 ETRR-2 연구용 원자로 2기를 보유하고 있다.

<표 4-1> 이집트의 연구용 원자로 보유 현황 

32) 전력부는 현재 84%에 이르고 있는 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는 한편 환경 친화적인 풍력과 수력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주원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환경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이집트 전력부가 2003년 이후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발전소는 Damietta 

West(750MWx2), Alexandria East(1,250MW), Tebine(750MW), Atfe(750MW), Suez(750MW), Abu 

Qir(750MW), Dabaa(650MW) 등이며 대부분 이 발전소들은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하는 combined cycle이거나 
steam turbine 방식의 발전소 들이다. 

33) ‘이집트 첫 원전건설 계획..2019년 가동’, 연합뉴스, 2010년 2월 12일 보도 기사.

구 분 ETRR-1 ETRR-2

설치
1961년  

구소련과 상호 협정에 의거함 

1997년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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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원자력 약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5년 이집트 원자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원자력청 설치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61년 첫 번째 연구로(ETRR-1, 구소련이 제공)가동하였고, 1972년 국립방사선연구 

및 기술센터를 설립하였다. 1976년에는 원자력발전청(NPPA)을 설립, 1977년에는 핵

물질청(NMA)를 설립하게 된다. 1981년에 NPT(핵확산방지조약)비준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해 1982년 NCNSRC(National Center for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Control)설립을 하게 되었다. 1983년 지중해 변에 위치한 E1-Dabba 지역을 원자력 

발전소 예정 부지로 선정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 설립 계획을 세웠으나 체르노빌 원

전 사고 이후 설립 계획을 중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86년 체르노빌 원

전 사고 이후 원자력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 1992년 방사선동위원소 생

산 실험실을 증축하였고, 1993년에는 저준위방사성 고체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가

동하게 되었다. 1994년 중준위 액체 폐기물 처리 시설과 시멘트 고화시설을 가동하

게 이르고, 1997년 연구용 원자로 ETRR-2(아르헨티나 제공)를 도입하게 된다. 2004

년에는 원자력 평화 이용조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9월에는 국민민주당(NDP) 4

차 회의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 개발 재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 주요 내

용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E1-Dabba 지역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재개하여 2015년까지 1000MW급의 발전소를 설립하고 이후 3개의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공표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4개 정부부처 장

관의 합의된 결정을 통해 원자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히 2006년 

10월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집트의 원전 계획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2007년 11월에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는 이집트 국가 안보 체계에 

구 분 ETRR-1 ETRR-2

원자로 

형태 
Tank Type Open Pool Type

용량 

(MWt)

2

평균 열중성자 유동 1013n/㎠ 

s

22

평균 열중성자 유동 

2.7×1014n/㎠ s

연료 

농축 우라늄 10%, 

냉각제, 감속제, 반사기는 

증류수 

cooled and moderated 는 

경수와 베릴륨 반사기

용도 RI 생산, 방사선 조사 등 

방사선 측정기 생산, 중성자 

방사선, 방사화 분석, 붕소 

중성자 capture 치료, 원자력 

기술자 연수, 원자로 가동 

비고 폐로 추진 중 다목적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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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며 에너지 안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선언

하며 원자력 에너지 재게 프로젝트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다. 

2008년 2월 이집트 최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해 입찰 공고 후 같은 해 12

월에 Bechtel 사를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컨설팅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원자로 기술, 연수 프로그램 등 기술적 서비스를 향후 10년 동안 제공하는 조건으

로 컨설턴트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6월 Bechtel 사의 선정을 취소하

고 호주의 발전 기술자문회사인 Worley Parsons 사와 계약을 하였다. 호주의 

Worley Parsons 사는 2009년 6월에 원자력발전청(NPPA)과 1200MWe 생산을 목표

로 하는 원자력 발전소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술의 선별적 연구, 공사 운영 •  관리, 

폐로 및 착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Worley Parsons 측은 이 프로젝트가 향후 10

년간 1억 6000만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10년 2월 이집트 정부는 

최초 원전 부지를 ‘E1-Dabba’ 다시 선정하고 이집트 정부는 2018년까지 1200MW 

규모의 원전 2기를 도입할 계획이며, 자국 최초의 원전건설 부지를 알렉산드리아 

서부 160Km에 위치한 엘-답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엘-답바는 1000MW급 원자력 

플랜트 8기가 수용 가능한 부지이면서 또한 동 지역은 지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고 가용 가능한 수자원이 풍부하며 주변 지역에 거주민이 적어 이집트 내 최적의 

원전 건설 부지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4-13. 이집트 원전건설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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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이집트의 원자력 행정체계

:  (ICON)

이집트의 원자력 행정체계는 대통령의 총괄하에 전력에너지부와 과학연구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전력에너지부는 실질적인 기획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과학연구

부는 원자력과 관련한 규정과 법률을 입안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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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이집트 원자력청 조직도

[그림] 4-16. 이집트 원자력 규제인프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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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국립원자력안전/방사선관리센터(NCRC) 조직도

9. 이집트의 정치 • 입법조직 및 법체계

1) 이집트의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

이집트의 정식 명칭은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이다. 

1922년에 영국에서 독립한 이집트는 후아드를 국왕으로 하는 왕국이었으나 1952년 

낫세르 혁명 이후 왕정을 폐지하고 이집트아랍공화국을 건립하였다. 이집트 정치는 

첫째, 낫세르 정권 이전과 둘째, 낫세르정권 이후로 크게 둘로 나뉜다. 이집트아랍

공화국은 1977년 6월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모든 정당들은 아랍사회주의동맹의 인

가를 받은 정당만이 합헌정당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 법률제정 이후 인민의회 

의원의 정당별 변화가 생기게 되어 국민진보동맹은 정당 활동을 금지 당했다. 

1952년 낫세르혁명은 이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이집트 전반적 기존구조를 

일소하였다. 낫세르혁명은 왕정과 다당제를 종식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를 사회변화

의 적극적 기관으로 전환시킴으로서 이집트의 역사적 전환기가 되었다.34) 정치적으

로 왕정체제를 폐지함으로서 무함마드 알리이후 계속되어온 근대왕정체제를 근절시

켰으며 모든 정치정당들을 해체하였다. 낫세르혁명은 경제적으로도 왕정의 모든 재

34) 박종평, “이집트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제26권 2호, 2007,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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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국유화시켰으며 1952년 토지개혁법의 공포를 통해 전통적으로 정치적 영향력

을 행사하여온 지주세력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제한하였고, 상대적으로 절대다

수인 농민들을 포함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무함마드 알리의 이집트 근대화를 목표로 출발한 이집트의 전통적 정치권력엘

리트는 왕(초기 Khedive와 King), 와프드당을 창당한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식민세

력인 영국이었다(Moaddel 2005, 119). 세 집단 중 영국이 절대적 힘과 영향력을 행

사하였다. 외형적으로 영국지배는 1882-1919년이었지만 스에즈전쟁(1956년)까지 그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상징적 정치권력만이 왕정에 있었고 실질적 권

력중심은 영국의 영향에 있었다. 영국의 식민통치는 와프드당을 위시한 정당간부들

과 산업자본가들에 의해서 독점되었던 정치권력을 군부에 집중시켰으며, 혁명초기 

과도기간 동안 혁명평의회를 통해서 군인이 직접 통치하였으나 이들은 점차 군복을 

벗고 민간인의 신분으로 정치에 등장하였다. 혁명의 핵심세력인 자유장교단이 중심

이 된 군인의 정치개입으로 군 출신들이 내각과 해방집회, 민족연맹과 아랍사회주

의연맹의 주요 직책을 장악하였다.

낫세르정권 이후 이집트의 엘리트는 과거 지배세력이었던 왕과 왕족, 지주세력,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신, 군인출신과 민간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정치권

력이 이동하였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변화는 이제까지 혈연과 지연 등에 의한 권력 

세습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강조되는 관료사회로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혁명정권 초기, 이집트 정치권력구조는 군인과 군인출신 민간인들이 혁명평의원회

를 비롯한 주요 정책결정기관에서 정치권력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낫세르정권이 산

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 관료들이 필요에 의해 대폭 충원

되고 양성되었다. 민간 기술 관료의 대폭적인 증가는 낫세르정권이 추진하였던 사

회주의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낫세르정권의 사회주의정책 강화는 민간기업

의 공기업으로 전환에서 공기업을 관리하는 관료의 증가를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

주의정책의 지속적 확대에 의한 공기업 증가는 전문 기술 관료의 규모를 확장시키

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낫세르정권의 사회주의방식을 통한 산업화를 통한 정부구조와 이념

의 변화는 무슬림집단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무슬림집단의 군부 권력집

단과의 대립은 혁명성공과 동시 시작되었다. 세속적 사회주의방법을 통하여 이집트

근대화를 달성하려는 낫세르가 중심이 되는 자유장교단과 이슬람문화와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서구문명과 서구기술수준에 도달하려는 무슬림형제단과 관계에서 국가

정체성 문제와 권력투쟁 문제가 혼재되어 발생하였다.

이 같은 두 집단의 노선투쟁은 1954년 낫세르정권의 승리와 무슬림형제단의 지

하투쟁으로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이 무슬림형제단의반정부 과격투쟁이 시작되는 계

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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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구조

이집트 법률가들은 헌법을 국가 내 정부의 각 권력기관의 구조, 그 절대권한, 

각각의 권한범위(competence)를 심사하는 법의 근간이라고 본다.36)헌법에 의하면 대

통령 선거는 직선제가 아니며 454명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단일후보를 선출한 뒤 국

민투표를 실시하여 당락을 결정하며, 국가의 수장은 공화국의 대통령이다라고 명시

하고 있다(헌법 제 73조). 현재 대통령인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는37) 

1999년 7월 국민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야당은 이

러한 선거방식을 반대하고 있다.38) 

국회(People's Assembly)는 입법권을 가지고, 정부의 일반정책, 경제, 사회발전

계획, 정부의 일반 예산을 승인한다. 또한 의회는 행정부의 일을 감독한다. 국회의

원은 의회아 위원회 활동 중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수반되는 어떤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 제 98조). 국회의원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

고 설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국가의 수상은 공화국 대통령이며, 국민의 주권을 요구하고 헌법을 존중하며 법

률의 우위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이득 및 당국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국가 행동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헌법 제73조). 수상의 임기는 6년으

로 연임이 가능하다(헌법 제77조).39)40) 의회에서 공화국 대통령을 임명한다(헌법 제

35) 무슬림형제단을 주축으로 하는 반정부 세력의 도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제도권 진출을 막고 있음. 따라서 일부 과격 세력들은 정부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테러공격을 감행해 왔으나 지난 10여 년간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36) 박규환/강혜영, “이집트 헌법과 헌법소송”, 『영산법률논총』제7권 제1호, 2010, 158쪽.

37) 지난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해온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18일간 계속된 역사적인 시민혁명의 힘에 
굴복해 결국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 동안 이집트 국민과 국제사회의 퇴진 압박에도 사임을 거부해온 무바라크 
대통령은 11일 권력을 군에 넘겨주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고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이 밝혔다.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08179>(방문일자: 

2014. 7. 16.).

38) 2011년 9월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군부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또한 대통령 후보로는 여권 인사인 암르 마무드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과 야권 인사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거론
되고 있으며,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모하메드 후세인 탄탄위 부총리 겸 국방장관 또한 정국의 핵으로 떠오
르고 있다.

39) 이집트 시민혁명 후 마련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 77%로 가결됐다고 사법위원회가 20일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를 감독한 사법위원회의 무함마드 아흐메드 아티야 위원장은 전날 치러진 개
헌안 국민투표에 참가한 유권자 중 77%인 1850만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이날 발표했다. ‘시민혁명의 첫 열
매’라는 평가를 받은 이번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500만 명 중 41.2%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가결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
다. 또 대선 출마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국민 동의 없이 비상계엄령을 6개월 이상 발령할 수 없도록 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10321004925&ctg1=01&ctg2=00&sub-

ctg1=01&subctg2=00&cid=0101040100000> (방문일자: 2014. 7. 15.).

40) 이집트 헌법개정위원회(법학자 타레크 엘-비시리를 위원장으로 8인으로 구성)는 2월 26일(토) 개헌안을 발표하
였다. 새로 개정된 내용 중에서 제 77조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종전 6년(연임 재한 없음)에서 4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을 허용(최대8년)을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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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 또한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가 아니며 454명으로 구성된 의회

에서 단일후보를 선출한 뒤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당락을 결정한다(헌법 제76조).

정부는 문화와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특히 그 혜택에서 제외

되는 지방에 문화와 건강의 혜택이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노령, 실

업, 근로능력 부족에 관한 연금과 사회의료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헌법 제17조). 정

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해야하며 이는 법이 규정한 가장 근본적인 

의무이다(헌법 제18조). 국가는 모든 단계의 교육을 감독할 책임을 가진다. 대학과 

과학 연구기관은 도립을 보장되며 그래서 사회적 요청과 교육이 연결되도록 이바지

하고 있다. 

인민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정책을 승인한다. 또한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

전과 예산의 계획을 헌법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며 관련기관을 감독

할 수 있다(헌법 제86조). 인민의원은 비밀투표를 통하여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헌

법 제 87조). 총회는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계획을 승인하며, 의회에 

제출 하여 결정한다(헌법 제114조). 인민의회는 총리 임명 또는 철회를 결정할 수 

있다(헌법 제126조). 슈라위원회41)는 법률에 의하여 최소 132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

며, 3 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공공 및 비밀 투표 (적어도 반 노동자와 반 농민)에 의

해 선출되고 공화국의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헌법 제35조). 또한 이집트의 사법부는 

통일된 단일 국가의 사법부에 최고헌법재판소, 일반재판소, 최고행정재판소 등 여러 

재판소를 두고 있다. 최고헌법재판소는 독립적으로 법률 및 규정을 통하여 합법성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이다(헌법 제49조). 또한 입법부가 

만든 법을 해석할 뿐 아니라 법과 규칙을 검토하는 배타적인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는 모든 권력과 헌법을 존중하도록 하며, 모든 사법부의 조직은 개인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을 수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41) 슈라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1980년에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26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
다. 슈라위원회의 위원들은 176명은 직접선출로 선출되고 나머지 88명은 이집트공화국대통령의 임명으로 선
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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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집트의 입법조직 및 입법형식

1971년에 채택된 이집트 헌법은 최고사법권을 최고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이슬람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무즈타히드들은 실정법을 사안에 적

용(사법부)하고 집행(행정부)하기 위해 법조문을 해석하는 서구법체계에서의 법 해

석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규범창출(입법)을 하기위해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의 법해석 개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헌법체계에서는 입법자가 최

상위 법인 헌법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어떠한 영역의 내용이던 자유롭게 입법을 할 

수 있기에, 코란과 순나에 근거를 두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법규범을 새롭게 창출

해 내는 무즈타히드의 지위가 서구의 입법자의 지위와 같다고도 할 수 없다. 무즈

타히드는 서구의 국가통치질서에 있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력분립원칙을 토대로 하는 서구식 

헌법 원리를 가지고 이슬람 세계의 공법질서를 분석할 수는 없다.

코란42) 42장 38절에 보면 “일을 처리함에 상호협의하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Köln법과대학 출신인 Ramadan 박사는 이 구절 속에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칙이 들

어있다고 주장하며, 신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4장59절은 국가권력이 신과 코란의 

권위를 준수하여야하기에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정치영역에 있

어서 비무슬림인이 선거권을 가지거나 국회의원으로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허용

되느냐가 문제되는데 이는 이미메디나 헌법(Verfassung von Medina)의 규범에 의

해 허용 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무슬림이건 비무슬림이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코란과 순나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헌법에 코란과 순나에 위배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서 

해결 할 수 있다고 한다.

인민위원회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민의회의 

구성원이 직접 대중과 비밀선거에 의해 인민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또한 법률

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직접 인민위원회 위원 10명을 임명할 수 있다(헌법 제 32조).  

인민위원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의 공공 정책 및 경제 • 사회 개발을 위한 일반 

계획, 그리고 국가의 공공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33조). 

슈라위원회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132명으로 구성되며, 3/2가량의 의석은 직

접 또는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슈라위원회는 이집트 공화국의 대통령을 임명

42) 신이마호메트에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아랍어로 계시한 말씀 혹은 신성한 지침서라고 보통정의 된다. 코란은
114장 6200여절로 구성되고 1장을 제외하고는 구절수가 많은 순서대로 편제되어 있다. 코란에 나오는 규범은 
신조규범(Ahkam Itiqadiyah), 예절규범(Ahkam Khalqiyah), 행동규범(Ahkam Amaliyah)의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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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헌법 제35조). 또한 슈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헌법 제 36조). 위원회

는 정책이나 외교에 관하여 정책위원회 공화국의 대통령과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통하여 인민 의회에게 통지한다(헌법 제37조). 

국가 수상은 공화국의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비밀 투표로 직접 선출

된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권,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과 

민족 통일에 대한 사회 정의의 구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25조).

공화국의 대통령은 법률 규정에 관한 계정에 대해서 내각의 의견을 수렴 후 비

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으며, 심각한 문제의 현안에 대해서 7일 

이내 인민위원회에 위 사실에 대해서 알려야한다(헌법 제59조). 

11. 이집트의 법체계

사회주의 민주국가(Socialist Democratic State)임을 천명하는 이집트는 헌법전문

에서 세계평화, 아랍국동맹, 지속개발, 이집트인의 존엄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아랍

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집트국민은 동시에 아

랍국 구성원(part of Arab Nation)이 된다고 한다. 이집트는 주요한 입법의 근거로

서 샤리아를 명시하고 있다.43) 이집트의 법체계는 사회발전에 맞추어 법이 제정되

거나 개정되는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와는 달리 샤리아44)는 불변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는 법의 제정주체가 인간이라고 보는 대륙

법계나 영미법계 국가들과는 달리 샤리아의 제정주체를 신이라고 보는 것에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45)46) 즉, 샤리아는 신이라는 절대자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완벽한 법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것이다. 사

회주의 민주국가(Socialist Democratic State)임을 말하는 이집트는 헌법전문에서 이

집트인의 존엄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집트국민은 동시에 아랍국 구성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

법 제2조에서는 이법의 근거로서 샤리아를 명시하고 있다. 이집트 법체계를 움직이

43) “Islam is the Religion of the State...the principal source of legislation is Islamic Jurisprudence(Sharia).”: M. 

V. Pylee, Constitutions of the World, 3 Edi. vol. 1, Universal Law Publishing, 2006, 22쪽.

44) 샤리아(shara'a)는 ‘인간의 올바른 삶의 방법’을 말하며, 이것은 특수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무슬림 개개인의 
종교적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현세의 생활까지도 구체적으로 규제하여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규범이다. 그렇기에 샤리아는 모든 공공 및 개인의 행동을 판결하고 통제한다.

45) 박규환, “이슬람법질서의 공법적 구조분석”, 『공법학연구』제10권 제3호, 2009, 160쪽.

46) 고전적인 형태에서 샤리아는 두 가지 주요한 측면에서 서구의 법체계와 다르다. 첫째로 샤리아는 대부분 다
른 법률체계의 한계인 국가와 주변국뿐만 아니라 신( )과 인간 자신의 의식으로서 인간관계를 통제하기 때
문에, 샤리아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두 번째 특징적인 구별은 신성한 의지( )의 표현으로서 법의 
이슬람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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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슬람법체계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무즈타히드47)들은 실정법을 

사안에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해 법조문을 해석하는 서구법체계에서의 법해석 개념

과는 달리 새로운 규범창출을 위해 해석하는 것이기에 서구의 법해석개념과는 다르

다. 

12. 이집트의 원자력 이용을 위한 관련 법제

이집트는 핵 개발은 2007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구체화됐다. 2007년 11월 무

바라크 전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는 이집트 국가 안보 체계에 필수적이며 에너지 

안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선언하며 원자력 에너지 

재게 프로젝트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이집트 최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해 입찰 공고 후 12월에 Bechtel사를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원

전 건설 컨설팅 기업으로 선정하며 원자로 기술, 연수 프로그램 등 기술적서비스를 

향후 10년 동안 제공하는 조건으로 컨설턴트 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6월 Bechtel 사의 선정을 취소하고 호주의 발전 기술자문회사인 

Worley Parsons 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1200MWe 생산을 목표로 하는 원자

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맺은 이 계약은 발전소 디자인과 관련한 기술의 선별적 연

구, 공사 운영/관리, 폐로 및 착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Worley Parsons 측은 이 프

로젝트가 향후 10년간 1억 6000만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원전 건설을 위해 이집트 정부는 또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인 나일강이 있으나 향후 물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2020년 까지 전력 수급 계획의 수립과 함께 

원자력 해수 담수화의 타당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Inshas에 위치한 원자력연구센터

(NRC)에서 가속기, 연구용원자로로부터 동위원소 이용 및 생산과 관련된 연구개발

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국립 방사선연구기술

센터(NCRRT)에는 용량 500kCi Co-60 감마 조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속기로

부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하고 있다.

47) 무즈타히드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는 1. 아랍어에 정통할 것, 2. 코란에 정통할 것, 3. 하디스에정통할 것, 4. 

이즈마에 정통할 것, 5. 우술알피크에 정통할 것, 6. 샤리아의 목적에 정통할 것, 7. 일반인의 생활에 정통할 
것, 8. 신을 공경하고 정의로운 것이 요구된다. : 이원삼, 『이슬람법사상』대우학술총서522, 아카넷, 2002, 32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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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베트남 및 인도의 원자력 기술사업 관련 법률

1. 베트남의 원자력 정책 흐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분단국의 

경험, 유교문화의 전통, 강한 민족의식, 강대국과의 대립경험 등 우리와 유사한 점

이 적지 않다. 최근 아시아 법 연구에서 베트남법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이러한 연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은 특수한 분야이므로 그에 관한 베트남의 법과 규제체계를 알기 위하여 

베트남의 정치제제, 권력구조, 입법조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원자력이 전력의 한 

종류이므로 베트남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를 살펴보았다.

2. 베트남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48)

1) 전력정책 

경제개발에 따라 전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력개발이 

꾸준히 행해지고 있음에도 전력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베트남의 전력생산은 

2005년 521억 kWh, 2006년 591억 kWh, 2007년 668억 kWh, 2008년은 800억 kWh

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 말 73.5%이던 가구당 전력 보급률은 

2007년 94.84%로 상승했으며, 2015년까지 100%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렇지만, 전력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2004년부터 전력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49) 2007년 7월 18일 수상령(Decision 110/2007-QD-TTg)으로 2025년까지의 전

력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가능한 모든 곳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화력발전

소도 확충할 계획이다. 2007년 현재 화력발전소가 전체 전력의 59%를 차지하고 있

다.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외국자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 베트남에는 원자력발전소는 없으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06년 수상령((Decision 01/2006/QD-TTg)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기본원

칙을 정하였고, 베트남 남동부 Ninh Thuan 성에 2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확정하였다. 2010년 10월 31일에 베트남은 러시아와 Ninh Thuan 1호기 건설을 위

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같은 날 Ninh Thuan 후속기 건설 파트너로 일본

을 선정했다. 닌투안성 제 1원자력발전소50)는 2014년 건설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48) 한국원자력법학회, “원자력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원자력 관계법령 조사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36~40쪽.

49)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타, 베트남 전력산업현황 및 계획, 2009,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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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부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1년 6월 베트남 총리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원자력발전 기획방향’을 승인

하였고, 2015년까지 조직위원회 구성, 시공사 선택, 기타 상세계획 수립 등의 관련 

사항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두 5개성( Ninh Thuan, Binh Dinh, Phu Yen, Ha Tinh, 

Quang Ngai) 8곳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2030년까지 총 15,000㎿를 원자력발

전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림] 4-18. 베트남 2020년의 발전용량 6,061만kw의 구성

[그림] 4-19. 베트남 2030년의 발전용량 10,660만kw의 구성

50) 닌투안성 제1 원자력발전소는 2014년 건설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총투자
금액은 2008년 4분기 발표 시 200조 베트남 동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주민 보상, 기술자 양성비용 등
을 포함한 총비용은 1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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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베트남의 설립 예정 원자력발전소별 규모 및 가동년도

번
호 구분 발전소 명 규모(㎿) 가동연도

1 제1발전소-1 Phuoc Dinh 원자력발전소 1호기 1.000 2020

2 제1발전소-2 Phuoc Dinh 원자력발전소 2호기 1.000 2021

3 제2발전소-1 Vinh Hai 원자력발전소 1호기 1.000 2021

4 제2발전소-2 Vinh Hai 원자력발전소 2호기 1.000 2022

5

구체적 

계획

미 정

Phuoc Dinh 원자력발전소 3호기 1.000 2023

6 Phuoc Dinh 원자력발전소 4호기 1.000 2024

7 Vinh Ha i원자력발전소 3호기 1.000 2024

8 Vinh Hai 원자력발전소 4호기 1.000 2025

9 중부지역 원자력발전소 1,2호기 2x1.000 2026

10 중부지역 원자력발전소 3호기 1.300~1.500 2027

11 중부지역 원자력발전소 4호기 1.300~1.500 2028

12 중부지역 원자력발전소 5호기 1.300~1.500 2029

13 중부지역 원자력발전소 6호기 1.300~1.500 2030

 총발전량 15.000~16.000  

2) 전력산업 체제

베트남에서 전력분야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부처는 통상산업산업부(MOIT)이다. 

통상산업부는 전력분야 신규투자 검토 및 ODA 자금 도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계

획투자부, 전력산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베트남전력공사(EVN)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처 및 기관들의 역할을 상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통상산업부는 전력분

야의 정책기획과 제도수립 또한 사업검토 및 승인 등을 담당하고, 계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는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전략에 관련된 종합적

인 정책과 국내외 투자에 관련된 경제정책, 차관도입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전력공사(EVN: Electricity of Vietnam)은 발전, 송변전, 배전 등 전력사업

을 총괄 관리하는 국영기업으로서 산하에 독립채산제 형태의 에너지연구소(IOE)와 

배전 및 판매 담당을 하고 있는 전력회사(PC), 송변전 설비운영 전담을 맡고 있는 

송전회사(PTC), 전력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회사(PECC) 등을 운영하고 있

다. 베트남의 전력산업은 베트남전력공사(Electricity of Vietnam: EVN)의 독점형태

로 운영되며, 최근 IPP(Independent Power Plant)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약 200개 

이상의 등록된 IPP가 4,067 MW의 전력 생산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24개 

IPP가 추가로 전력생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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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베트남 전력사업 체제

수상

수상실

부수상 부수상 부수상

과학,교육,복

지,환경

경제, 산업, 

농업

재정, 

기획

과학기술부 산업부(MOI)
계획투

자부(MPI)

원자력위원회

(VAEC)

베트남전력공사

(EVN)

에너지연구소

(Institute of 

Energy)

전력회사(PC,배

전)

제1(북부)

제2(남부)

제3(중부)

등 7개사

전력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PECC)

제1(북부),

제2 (남부)등 

4개사

송전회사(PTC)

제1(북부)

제2(남부)

제3(중부)

등 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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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2006∼2010년 기간 중 발전설비 증설계획

전원 발전소 기수 설비용량(만kw) 구성비(%)

수력 13 446.0 36.5

석탄 3 154.5 12.6

가스, 석유 7 339.9 27.8

디젤 기수 불명 24.5 2.1

IPP 8 257.2 21.0

합계 31 1,222.1 100

전체 전력생산량 중 IPP의 생산비율은 2000년 6.1%에서 2010년까지 30%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이었다.51) 

원자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자력국이 있다. 과학기술환경부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원자력국으로 독립되었다. 원자력국은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원전도입 

타당성 연구 및 원전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산하에는 원자력기초종합연

구소(INTS)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표 4-5> 베트남 전력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51) 위의 자료, 4쪽.

IPP 투자국 특징 및 목적

Amata Power Plant 태국

- IPP

- 동나이성 Amata 산업공단내 전력공급이 목

적

- 용량: 20 MW/year

Bourbon Power Plant 프랑스

- IPP

- Bourbon sugar plant 전력공급이 목적

- 용량: 24 MW/year

Formosa Power Plant 대만

- IPP

- 동나이성 Formosa textile complex 전력공급

이 목적

- 용량: 150 MW/year

Hiep Phuoc Power Plant 대만

- IPP

- 호치민시 Tan Thuan EPZ, Hiep Phuoc IP & 

Saigon South new urban area 전력공급이 목적

- 용량: 375 MW/year

Nomura Power Plant 일본 - 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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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트남전력공사 (EVN :Electricity of Vietnam)

3. 베트남의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52)

1) 정치체제

베트남은 다음과 같이 사회주의공화제를 기본정치체제로 채택하고 있다. 첫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다. 둘째,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에 의

해 통치된다. 즉 공산당이 지도자가 되고, 인민이 주인이 되고 인민과 공산당에 기

초하여 구성된 국가조직이 집행한다. 즉 공산당이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국

회와 정부가 이를 실행한다. 다만, 최근 과거에 비해 입법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와 

국회에서 결정된 정책과 법령을 집행하는 정부(총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산당의 지도적 영향력은 반사적으로 다소 약화되고 있다. 셋째, 토지 등 주

요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있다. 베트남은 경제를 정치로부터 제한적으로 분리하여 

대외적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하고 있다. 즉, 1986년 제6차 공

산당 전당대회에서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채택하여 대외 개방정책 하에 외국과

의 경제협력을 확대하였고, 제한적으로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여 확대해가고 있다. 

대외관계에서는 대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본주의경제질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

다. 대내적으로는 엄밀한 의미의 자본주의경제질서라기 보다는 사회주의에 자본주

52) 한국원자력법학회, “원자력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원자력 관계법령 조사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30~35쪽.

- 하이퐁시 Nomura 산업공단 전력공급이 목

적

- 용량: 56 MW/year

Phu My 2-2 Power Plant 프랑스 & 일본

- BOT project

- 용량: 733 MW gas turbine power plant

- 외국투자가: MECO Energy Co.(3개 투자가

의 컨소시엄: French Power Corp.(프랑스), 

Sumitomo and TEPCO(일본))

Phu My 3 Power Plant

영국/싱가폴/ - BOT project

일본

　

- 용량: 733MW gas turbine power plant

- 외국투자가: BP, SembCorp Utilities, Kyushu 

Electric Power and Nissho Iwai

Vedan Power Plant 대만

- IPP

- 동나이성 Vedan MSG and chemical complex 

전력공급이 목적

- 용량: 72 MW/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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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접목시킨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중요한 기업은 국유로 되어 있고, 기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강하게 행해

지고 있다. 토지는 국유 또는 집단의 소유인데, 장기간 사용권이 주어지고 있다. 다

만, 점차 자본주의경제질서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은 있다. 다만, 외국투자자본이 있

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헌법 제25조). 그리고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권은 보호

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소득격차의 심화현상과 당원 및 관료들의 부

정부패의 확산은 사회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부패방지법의 제

정, 부정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직의 신설 등을 통해 관료들의 부패 척결을 강

조하고 있고,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과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개발과 빈곤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하

고 있다.53)

베트남 정치체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다54)는 것이

다.  베트남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는 호치민이 베트남 지도체제에서 개인숭배를 

용납하지 않았고, 항상 집단지도체제를 강조하였으며 호치민의 사후 수십 년 동안 

지도부에 큰 변화가 없었고, 어느 지도자도 1인 지도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에 기

인한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권력은 국가기관에 통합되고(unified), 분산된다. 국가

기관은 입법, 행정 및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호 조정하여야(coordinate)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문제들은 집단토론을 거처 다

수결로 결정해야 한다(헌법 제115조).　 

베트남의 지도체제의 정책결정 과정은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세히 알기 어렵다. 베트남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운

영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외부에 알려진 적이 거의 없다. 지도자들 간

의 친밀한 관계와 정파 간 타협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지도체제를 취한 결과 정책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제가 발

생하였을 때 책임지는 자가 불분명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여야 한다.

2) 권력구조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리더 하는 임무를 갖는다(헌법 제4조). 공산당 전당대

회55)는 Doi Moi 정책(경제개방 • 정책)과 같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

53)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황 , 2009, 93∼96쪽 참조.

54) 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affair/fixation/index.jsp(주베트남대사관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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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한다. 

국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책을 결

정하고, 중요 조직을 결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제정, 개정하고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83조, 제84조). 국회의원은 보통,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56) 

국회상무위원회는 국회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 실무를 담당

하는 상설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임을 받아 국회의 권한을 수행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국회의 일부 권한을 행사한다(헌법 제90조, 제91조).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 국가주

석은 임기 5년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국가주석은 국가부주석, 정부 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감찰청의 

감찰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하고,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부수상, 장관과 정부의 기타 인사를 임명, 해임하는 등 국가의 중요 요직

의 결정에 참여하고, 외교와 국방의 최고책임자이다(헌법 제103조).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으로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다(헌법 제109조). 정부는 

수상, 부수상, 각부 장관 기타 인사로 구성된다(헌법 제110조). 정부는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법령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수상은 임기 5년으로 국가주석의 추천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인민의회는 지방인민에 의해 선출되는데,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헌법 제119

조). 인민의회는 지방에서 인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국가의 임무를 지방에서 실행

한다(헌법 제120조). 또한 인민위원회는 인민의회가 선출한 인민의회의 집행기관이

며 지방에서의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 법, 상급 국가기관의 공문과 인민의회의 

의결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123조). 중요한 지방문제는 집단토론 다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헌법 제124조).　 

사법부는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군사법원, 기타 특별법원으로 구성된다. 

최고인민법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국회에서 선출된다. 재판기관은 아직 엄격한 의

미의 사법기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법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많지 

않으며 실효성도 크지 못하다. 화해와 조정의 관행이 널리 존재한다. 일부 행정기관

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인정되고 있지만, 실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의 경우 헌법과 법률의 유권해석권이 국회상무위원회에 있어 사법부의 

국회 및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미약하다.  

55) 베트남 공산당은 1930년 10월 홍콩에서 창당된 이래 11차례의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56) 대부분 공산당원이지만, 제11대 선거결과 비공산당원이 10.24%(5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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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의 입법조직 및 입법형식57) 

최고입법기관은 국회이다. 입법과 관련된 국회의 권한을 보면 국회는 헌법 및 

법률의 제정과 개정, 법률과 법률명령(decree-laws) 입법계획의 입안권( 權)을 갖

는다. 또한,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의 준수에 대한 최고 감찰권을 갖는다.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

민 재판소와 최고인민감찰청의 공문을 폐지하는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84조). 법률

안 제출권은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위원장, 정부, 최

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감찰청,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이 갖는

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87조). 국회에서 법제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회사무처(the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이다.

국회상임위원회는 헌법, 법률 및 법률명령을 유권해석하고, 국회의 위임을 받아 

법률명령을 제정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 법률, 국회의결,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

결(Resolution)58)사항의 시행을 감독한다(헌법 제91조).  　

국가주석은 헌법, 법률, 법률명령을 공포하고, 국회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명령(or-

dinances)에 대해 통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다. 만약 그 명

령이 상임위원회에서 재찬성 표결되고 국가주석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

가주석은 차기 회기의 국회에 이를 보고한다(헌법 제103조). 국가주석은 자신의 임

무와 권한 수행을 위해 명령(order)59) 및 결정(decision)을 발령한다(제106조).　 

정부는 법률, 법률명령안을 국회와 국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제112조). 정부의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이다. 법무부는 법률안 

제정, 법률제정계획수립, 법제개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60) 법제연구기관

으로는 법무부 산하에 연구기관이 있고, 사회과학원 산하에 국가법연구소가 있다. 

법무부산하의 법제연구기관은 법제개혁 등 법제실무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다면, 사

회과학원 산하의 국가법연구소는 보다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행한다. 

정부 수상은 헌법, 법률과 국가 상급기관의 문서에 위배되는 장관의 지침

(directives), 통첩(circulars) 및 결정(decisions)61)과 성과 중앙 직속 시 인민위원회와 

57) 한국원자력법학회, “원자력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원자력 관계법령 조사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30~35쪽.

58) 회의체기관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론과 표결을 거쳐 내린 결정을 말한다. 

59) 국가주석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법규범.

60) 김대인, 베트남의 법제협력: 현황과 과제, 『아시아법제연구』제9호, 2008, 67-68쪽. 

61) 각 기관, 그 기관 직속단위의 활동과 조직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자
신의 관리기능 혹은 정부가 위임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법률문건을 말한다. 



- 73 -

인민위원장의 지침과 결정의 집행을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정부 수상은 헌법, 

법률과 상급 국가기관의 문서에 위배되는 성과 중앙 직속 시 인민위원회의 의결사

항의 집행의 정지와 동시에 국회상임위원회에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114

조). 특정한 범위에 속한 법적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 또는 법 시행을 위해 정

부가 공포하는 법률문건이 있는데, 이를 의정(Agreement by Conference)라 한다. 

상급기관(국회, 국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수상)의 법규범에서 위임한 분야 또는 

자신의 관리영역에 관하여 각부 장관, 부와 동등한 기관의 기관장, 정부직속 기관장

이 제정하는 법률문건이 있는데, 이를 통자(Legal Notice)라 한다. 해당기관과 상급

기관의 법률규범 문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분야에 속한 기관과 단

위의 활동을 감사하고 협의하고 독촉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규정한 문건이 있는데, 

이를 훈령(Instruction)이라 한다.  　

헌법, 국회의결,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과의 의결, 국가주석의 명령과 결정에 근

거하여 정부는 의결과 의정(resolutions and decrees)을 발하고, 정부수상은 결정과 

지침을 발하고, 그 공문에 의한 명령의 집행을 감시한다(헌법 제115조). 

장관과 기타 정부 구성원, 정부소속기관장은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 국회상

임위원회의 법률명령, 의결, 국가주석의 명령과 결정(the orders and decisions), 정

부와 수상의 공문에 의한 명령 등에 근거하여 결정, 지침, 통첩을 발하고 각 기관에 

의한 그 공문의 집행을 감시한다(헌법 제116조).　 

헌법이 최고규범이고, 법률은 헌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 

국회상무위원회의 국회의 수권에 의한 법률명령과 의결62)은 국회가 공포한 법규범 

보다 하위의 규범력을 가진다. 법률의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한 경우가 많고, 중요한 

사항도 행정부의 규율에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률의 내용과 행정부의 규율이 

모순저촉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정부수상이 발하는 각 법규범은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률명령과 의결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각 부장관과 부급 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의 장이 발하는 결

정, 지침과 통첩은 정부와 정부수상이 발하는 법규범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각급 인민의회의 의결은 중앙국가기관의 법규범과 상급 인민의회나 인민위원회

의 의결에 부합하여야 한다. 

5. 베트남의 기본 법체계 

베트남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한다. 1883년 프랑스의 보호국이 

62) 국회상무위원회는 국회상무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나 인민
의회의 선거기관에 관한 의결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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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1887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편입되고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면서 프랑스법

의 영향을 받았다.

베트남은 오랜 기간 유교의 전통을 갖고 있어 중국전통법의 영향을 받았다. 그

리고 공산화 후에는 소비에트법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방식의 중앙

통제형 법률시스템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도이 머이 이후에는 주로 경제개발을 위한 법률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세계은행,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법률원조를 

받고 있다.63) 법제실무가들은 법제의 정비에 있어 선진외국의 법제를 참조하는 경

향이 강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령 상호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6. 베트남의 원자력법제64)

베트남의 경우 아직 법령이 정비되지 못한 분야가 많다. 원자력분야도 그 중의 

하나이다. 원자력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간략하고 아직 하위법령의 정비

가 필요한 분야가 많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을 추친 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2008년 6월 3일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원자력에너지법(LAW ON 

ATOMIC ENERGY, Law No: 18/2008/QH12, 이하 “원자력법”이라 한다)이 제정되

었고, 2009년 1월 1일부로 발효하였다. 그 후 2010년 1월 25일 원자력에너지 시행 

관련 정부령(07/2010/ND-CP)이 공포되었으며 2010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원

자력법은 총11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9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원자력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법제

1) 원자력에너지개발이용계획(제13조)

정부는 원자력에너지개발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원자력분야마다 일반

계획과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반계획은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

한 전반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장기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목표를 정한

63) 김대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아시아법제 연구』 제8호, 2007, 153~160쪽.

64) 한국원자력법학회, “원자력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원자력 관계법령 조사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4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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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계획은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전략 및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전략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일반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관점(standpoints), 원자력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전반

적 목표 및 전반적 지침, 실행방안(제13조 제1항). 상세계획은 다음의 영역에서의 원

자력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단기의 방향을 제시하고 상세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의료, 환경보호, 기상 • 수문, 지질 • 광산, 농업, 산업 및 기타 경제 • 기술 분

야, 원자력개발, 방사광(radioactive ores)의 탐색, 개발 및 처리, 방사성폐기물의 처

리, 보관 및 처분을 위한 부지. 상세계획은 원자력에너지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일반

계획, 관련분야의 개발계획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상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관점, 목표, 지침, 실행방안 및 환경영향평가(제13조 제2항). 

원자력에너지개발이용계획의 작성 및 수립을 책임지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일반계획을 수립한다. 2) 보건부

는 의료를 위한 방사성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상세계획을 수립한다. 3) 환경자원부는 

지질 • 광산, 기상 • 수문, 환경보호를 위한 원자력에너지개발이용상세계획을 수립한

다. 4) 농촌발전농업부(농림부)는 농업을 위한 원자력에너지개발이용상세계획을 수

립한다. 5) 통상산업부는 원자력을 위한 방사성개발이용상세계획을 위한 기획을 하

고, 방사광의 탐색, 개발, 처리 및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6) 건설부는 방사

성폐기물의 보관 및 처분을 위한 상세계획을 수립한다(제14조 제1항). 원자력에너지

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일반계획과 상세계획은 수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4조 

제2항). 상세계획의 수립기관은 승인 받은 계획의 실행을 조직하고, 지도하고, 조사

하고, 점검하는 책임을 진다(제14조 제3항).

2) 원자력에너지개발이용의 연구

국가는 사회 • 경제개발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의 수요에 부응할 

과학연구와 개발활동을 수행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국가는 베트

남의 조직 및 개인,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인 및 단체 그리고 국제조직이 제1항에 

규정된 연구계획의 실행에 참여하도록 조장한다. 

3)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계획안

원자력발전소 건설 투자계획안이 건설, 투자 및 입찰(bidding)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 심사, 승인되어야 한다(제48조 제1항). 제1항의 규정 외에, 투자자는 원자

력발전소 건설계획안을 위한 다음 서류를 수상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투자허가를 위한 신청서, 2) 원자력발전소의 자세한 설계 내용, 3)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4)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결과, 5) 안전분석보고서, 6) 건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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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계획, 7) 원자력발전소 폐기에 대한 계획 그리고 폐기를 위한 재정보증, 사

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8) 안전평가보고서, 9) 국가평가위원회의 보고

서, 10) 기타 관련자료(제48조 제2항).

8. 베트남의 원자력 보상관련 법제 

원자력물질, 원자력시설을 보유하거나 원자력물질, 원자력시설을 보관하고 사용

할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 개인은 국가기술표준에 따른 안전설계의 한계를 넘는 전

쟁, 테러 및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으로부터 초래된 손해를 제외하고 원자력사

고에 의해 초래된 손해65)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87조 제2항).

원자력 손해보상한도는 관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합의에 이르

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1) 인간에 대한 보상 수준은 민법의 규

정에 따른다. 2) 환경에 대한 보상수준은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구체화된다. 3) 

각 원자력 사고로부터 초래된 손해에 대한 총 보상액은 SDR 150000000(SDR 1억5

천)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른 시설에서의 사고 또는 원자력물질의 운송 중 사고에서

의 보상은 SDR 10000000 (SDR 1천만)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SDR 규정은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special reserve asset으로 결정되고 부여된 기본단위인데, 보상

금 지불시 환율에 따라 베트남 동(베트남 화폐 단위)으로 환전될 수 있다(제88조 제

2항). 또한 베트남은 손해보상지원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지원기금은 다음의 경

우에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1) 손해보상에 대해 책임질 조직이나 개인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2) 손해 수준이 이 법 제88조 2항의 c에 규정된 보상 수준보다 월

등히 높은 경우(제91조 제1항). 손해보상지원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원자력시설로부터의 의무적 분담금, 2) 국내 조직, 개인의 재정지원, 3) 국외 조직, 

개인 및 국제 조직의 재정지원, 4)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재원(제91조 제2항). 수

상은 손해보상지원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제91조 제3항). 

 9. 인도의 원자력 정책 흐름

에너지 문제는 이미 전 지구적인 과제이자 각 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한 기

반이다. 특히 원자력에너지는 각 국의 전력량 뿐 아니라 국제 에너지시장에서의 성

장도 가속되고 있다. 이미 원자력에너지는 세계 전력량의 16%에 이르렀고 2050년에

65) 원자력 손해라 함은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자력 사고에 따른 사람의 건강, 생명, 재산 및 
환경의 손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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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 전력공급비중의 25%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는 현재

는 물론 미래의 세계 주요 에너지원으로써 놓치기 어려운 자원인 것이다. 

한편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운영의 중요성이 계속 지적되고 있

다.66) 즉 원자력에너지의 계속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자력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그 안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원자력에너지는 소

위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서 온실가스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

는67) 동시에 그 내재적 위험과 재해는 전 지구적 위험요소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한 효용의 확보는 전 지구적인 협력과 동시에 각 

국가들의 정책과 법제를 통한 관리체계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원자력에

너지법제가 공중보건, 안전 그리고 환경을 우선할 것을 IAEA가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68) 

이 점에서 각국의 원자력법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 국가의 특별법을 

이해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일 수밖에 없는 국제 원자력에너지시장

과 국가간 원자력법제의 이해를 위한 시작인 것이다. 

인도는 특히 매년 8%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왔으며,69) 나아가 9%에 육

박하는 GDP성장률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성장률을 앞

설 것으로까지 기대되는 인도는 국제 원자력에너지시장의 주목을 받는 국가의 하나

이다.70)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도로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내지 증대가 필요불가결하다. 인도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향후 30년간 에너지 

공급량의 증대를 예측해 보면서 에너지 부족에 대비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71) 

66) Nuclear Energy in the 21st Century: Addressing Energy Needs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20–22쪽; 

APRIL 2009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ENNA, 2009.

67) 국제에너지기구(IEA)와 OECD 원자력기구(NEA)가 공동 작업해 발표한 ̀Technology Roadmap'을 통해서 IEA와 OECD NEA의 
블루맵(Blue Map)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상배출치 대비 50% 감축하기 위해선 세계 원자력 생산설비가 
현재 370GW 규모에서 2050년 1200GW로 3배 가량 늘어나야 하고, 원자력의 전력공급 비중도 2050년 24%로 늘어나야 한다고 
한다;http://ezinearticles.com/?IEA---OECD-Statement-Proves-Nuclear-Power-May-Provide-24-Percent-of-Global-Electri-

city-by-2050&id=4526147; 자세한 것은 http://www.iea.org/papers/2010/nuclear_roadmap.pdf 참조.

68) Handbook on Nuclear Law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ENNA, 2003; http://www-pub. 

iaea.org/mtcd/publications/pdf/pub1160_web.pdf

69) 인도의 GDP 성장률, Trading Economics, http://www.tradingeconomics.com/india/gdp-growth 

70) 인도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10%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과 향후 15년 동안에 약 8%의 평균성
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계획했다. 인도 GDP 성장률은 지난 2004~2008년 평균 9%를 기록했다가 세계 경제위
기의 여파로 지난 2009년 6.8%로 떨어졌다. 그러나 빠른 경제 회복세를 기록하면서 2010~11년 GDP 성장률
이 8.6%에 달했다. 인도정부는 2011~12년 경제성장률을 8.75~9.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라납 무커지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매년 9%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중단기 로드맵을 발
표했다.

71) 인도 상업에너지 요구량은 향후 30년 동안에 7.5배 증대될 것을 예상하면서, 현재 겨우 3.29%의 에너지 성장
률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The Energy and Resources Institute, National Energy Map for 

India: Technology Vision 2030 (Summary for Policy Makers), The Energy and Resources Institute and 

Office of the Principal Scientific Adviser, Government of India:

  http://bookstore.teriin.org/docs/books/PSA%20Report-Summa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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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인도에서 전체 상업에너지 요구량은 2001년 285Mtoe(million tonnes of oil 

equivalent)에서 2031년에는 2123Mtoe로 증가해 향후 30년 동안 무려 7.5배까지 증

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현재의 에너지공급성장률이 겨우 3.29%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까지의 GDP대비 경제성장률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기임을 지적하고 

있다. 인도는 개발 내지 증대 가능한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현재 인도의 에너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인 동시에 발전량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원자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인도는 기후변화에 따

른 전 지구적 압박이 있는 화석에너지원의 비중이 65%에 이른다. 반면 원자력은 

3%도 안 되어 세계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72)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력 및 수력발전소에서 생

산되었다. 게다가 국가전력정책(the National Electricity Policy, 2005)을 통해 원자력

분야에 대한 공적투자를 증대시킴으로서 원자력에너지 생산비중의 증대를 위해 노

력하였으나,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였다.73) 

10. 인도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74)

1) 전력정책

인도는 세계 6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현재 인도 전력생산의 약 65%는 석탄, 

72) <표 1> 인도의 대략적인 에너지부분 (2011년 3월 31일 기준)

연 료 MW  %

1

 총 열량 112824.48 64.98

A  석탄 93,918.38 54.09

B  가스 17,706.35 10.20

C  석유 1,199.75 0.69

2  수력 (재생가능) 37,567.40 21.64

3  원자력 4,780.00 2.75

4  RES(Renewable Energy Sources: 재생가능 에너지원) 18,454.52 10.63

 총 1,73,626.40 100.00

 

  출처: Ministry of Power, Government of India: http://www.powermin.nic.in/JSP_SERVLETS/ internal.jsp 

73) <표 2> 인도 발전( )의 개요 (2009-10)

 

종류 증대/감소 %

1 열 증대 8.6

2 수력 증대 26.67

3 원자력 감소 5.66

  출처: Ministry of Power, Government of India: http://www.powermin.nic.in/JSP_SERVLETS/internal.jsp 

74) 한국원자력법학회, “원자력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원자력 관계법령 조사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2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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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등락을 거듭하는 석유가격, 이산

화탄소 배출과 같은 환경오염 감소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인도정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계획을 위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도의 청정에너지 사용 전력생산량은 10배 이상 성장해 총 전력

생산량의 7.3%인 9220㎿를 차지하였으며, 인도 에너지부(Ministry of Non-Con-

ventional Energy)에 따르면 2012년까지 완공예정인 총 24만㎿ 발전소에서 10%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될 예정이다.

국제 에너지 에이전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풍력에너지 발전비율은 현 

0.2%에서 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0년 기준 7660㎿, 

실현 가능한 잠재량은 4만5000㎿이다.75) 

또한, 강이 많은 지형을 보유한 인도에서 총 실현 가능한 수력발전 용량은 15만

㎿로 예측되나 2010년 기준 발전량은 3만3941㎿에 그쳤다. 인도 정부는 4만5000㎿

의 수력발전량 증가를 위한 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

우기인 6~9월을 제외하고는 비내리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인도에서 태

양광발전은 매우 실현 가능성 높은 청정에너지이다. 인도 태양에너지의 잠재적 성

장 가능 발전량은 5만㎿이며, 2010년 기준 100㎿를 겨우 넘는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 전화율 100%달성을 목표로 전화사업을 적극 추

진하고 있다. 이에는 200,000MW의 발전설비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저렴한 발전과 설비이용률 최적화, 

기술개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주력하고 송배전 설비의 개선과 비용의 최

적화, 손실 감소 및 도전 방지, 농어촌 전력공급을 위한 분산전원의 개발 등에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화력, 수력, 재생에너지와 함께 인도의 4대 전력 공급원에 해

당한다. 2010년 인도는 19개의 원자력발전소가 4,560MW의 전력을 생산하였고 

2,720MW을 생산할 4개의 다른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다. 인도는 또한 ITER 

프로젝트에76) 참여함으로써 핵융합의 발전에도 참여하고 있다.77) 

인도는 원대한 자국의 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을 갖고 2020년까지 20,000 MW의 

전력을 생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2050년까지 원자력에너지로부터 전력의 

25%를 공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인도의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정책의 큰 

변화이자 나아가 원자력에너지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다. 이전의 인도는 

75) KOTRA, 해외전력산업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http://www.wepic.co.kr/home/nationTrend/industryList.jsp?NCODE=IN&ITSEQ=0000001243&MENU=M231> 

76) http://www.iter.org/proj

77) NUCLEAR ENERGY IN INDIA & FOREIGN INVESTMENT, India Juris; http://www.indiajuris.com/nuclear.pdf

(방문일자: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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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무기프로그램으로 인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제외되었었다.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와 핵물질의 무역에서 제외되어 

옴으로써, 2009년까지 무려 지난 34년간 인도 원자력에너지의 발전이 저해되어 왔

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8년 9월 인도는 원자력 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으로부터 제외됨으로써 국제 원자력 무역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인도는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 나미비아, 몽골, 아르헨티나 그리고 카자흐스탄

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원자력 무역에 서명하였다. 2009년부터 외국 기술과 자원

이 인도 원자력에너지발전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인도 

정부는 전력세대프로젝트에 관한 거대한 규모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도

는 원자력에너지 산업분야에 있어서 사적, 국내 및 국외 기업의 늘어나는 역할 허

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전력산업 체제

인도는 총리 산하에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원자력위원회(AEC：Atomic 

Energy Commission)가 있으며, 산하에 행정 부서인 원자력부(DAE)를 두고 있다.

원자력부는 원자력 발전, 핵연료 주기, 연구 개발 활동 등 원자력 안전 및 규제

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 및 규제는 독립 기관으로 원자력위원회(AEC) 직속으로 원자력규제

이사회(AERB：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가 맡고 있다. 원자력부는 산하에 

바바원자력연구센터(BARC), 인디라간디원자력연구센터(IGCAR：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 인도원자력발전공사(NPCIL：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Limited), BHAVINI, 인도우라늄공사(UCIL：Uranium 

Corporation of India Ltd.) 중수이사회(HWB：Heavy Water Board), 핵연료콤플렉

스(Nuclear Fuel Complex) 등 다수의 원자력 관련 기관을 두고 있다. 연구 개발 부

문은 BARC와 IGCAR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BARC는 재처리 기술, 핵연료 

제조 등 인도 연구 개발의 중심 기관이며, IGCAR은 현재 고속로(FBR：Fast 

Breeder Reactor)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산업 부문은 중수 생산, 핵연료 제조, 방사

성 동위원소 이용 등으로 구분되는데, 중수 생산은 중수이사회(HWB), 핵연료 제조

는 핵연료콤플렉스(NFC)가 담당하고 있다. 공공 부문은 원자력 발전, 우라늄 채광 

및 가공, 원자력 발전 설비, 고속로 건설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 부문은 원자력부

(DAE)의 통제하에 인도원자력발전공사(NPCIL)와 인도우라늄공사(UCIL)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인도원자력발전공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조립 및 운전

을 담당하고 있고 인도우라늄공사(UCIL)는 우라늄 채광 및 가공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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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에너지위원회(AEC: Atomic Energy Commission)

법적 기구인 원자력에너지위원회(AEC: Atomic Energy Commission)는 인도 원

자력 정책의 최고 책임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원자력에너지를 국가의 독점적 책임

으로 하고 이에 관한 정보의 기밀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2) 원자력에너지규제기구(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

1983년 수립된 원자력에너지규제기구(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

는 원자력에너지위원회(AEC: Atomic Energy Commission)산하이다. 본 기구는 모

든 원자력 시설과 그 안전에 관한 규제와 허가권한이 있다. 그리고 방사능 안전을 

위한 원자력에너지법(Atomic Energy Act)과 원자력발전소의 산업안전을 위한 산업

법(Factories Act)으로 부여된 권한을 수행한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장 제3조 내지 제8조는 원자력 손해의 배상에 관한 절차

와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사고 발생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자력에너

지규제위원회(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는 경하지 않은 위험과 위기

가 중대하게 있는 경우 원자력 사고를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국민에게 사고를 

널리 공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 있어‘경한(insignificant)'의 해석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고 보여 진

다. 즉 경한 EH는 중한 위험의 판단에 있어 위원회의 판단범위가 폭넓게 규정된 

것으로 비판되기도 한다.78) 

(3) 인도원자력공사(NPCIL: 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Ltd)

인도원자력공사(NPCIL: 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Ltd)는 세계원전

사업자협회(WANO: 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의 프로그램들에 활동

적인 참여자이다. 인도원자력공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축, 위탁, 운영에 책임

진다.

11. 인도의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79)

1) 정치체제

인도의 정치제도는 영국식 의회민주주의를 따른다. 인도의 국회는 과반수 의석

을 차지하는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집권하게 되어 있다. 만일 야당이 여당에 

과반수의석의 검증을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투표로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

78) Vishnu Konoorayar. K and Jaya V.S, “Indian Atomic Energy Law: An Analysis”, Asia and Middle East 

Atomic Energy Law , 2011 International Academic Conf., KAELA, 46p, 2011. 6.

79) 한국원자력법학회, “원자력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원자력 관계법령 조사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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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수상의 임기에 상관없이 대통령은 정부

를 다시 구성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총선을 치르고 난 후 절대 다수당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수시로 집권당이 바뀌고 그에 따라 정부가 바뀐다. 인도는 영국 제

국주의로부터 독립한 1947년 이래로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나타났던 군사쿠데타

가 단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상당히 오랫동안 회의당이 집권을 하였고 그 정부

의 수상직에 네루, 그의 딸인 디라 간디, 인디라 간디의 큰 아들 라지브 간디가 오

른 일이 있어 ‘네루왕조’라는 비판과 비아냥거림을 받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

다고 해서 그것을 비민주적 방법을 통해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민도가 

떨어져서 그랬는지의 여부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헌정 중단을 통한다거나 강

압적인세습의 절차를 거쳐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디라 간디가 집권하던 

1975~1977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철권통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듯 그로 인한 대규모의 충돌이나 인명살상 등은 전혀 없었다.

인도는 분명히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정권교체를 수차례나한 나라이다. 1947년 

독립이후 회의당은 종교, 언어, 종족, 카스트 등 인도를 구성하는 다양하면서 분열

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묶어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며 세속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3대 틀로 삼아 국가를 운영하였다. 1967년의 선거부터 점차 

일당 우위 체계의 틀이 약화되면서 1977년 과 1989년에는 비( ) 회의당 정권이 들

어섰고, 1996년 이래로는 여러 정당이 각축을 벌이면서 연립정권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정권의 교체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선거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주주의를 행하

고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1997년 한국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 교

체가 이루어지기전까지 인도는 아시아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가장 모범적으

로 실행하고 있는 나라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은 정치적인 면에서 특히 정권 

교체의 면에서는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

며, 인도의 이웃인 파키스탄이나 서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군사쿠데타를 경험하거나 

왕정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집단주의에 의존하는 정당의 첫째로는 독립 이후 60여 년 동안 40년 넘게 집권

당으로 군림해 온 회의당을 들 수 있다. 회의당은 인도의 독립과 건국의 과정에서 

마하트마 간디와 함께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네루의 당이다. 네루는 인도 사람들

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정치인 가운데 으뜸으로 그의 회의당은 독립 후 1980년대 

이전 까지는 실로 일당독재라 할 정도의 위치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당파싸

움과 부정부패로 인해 당이 쪼개지면서 그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이에 국민들

의 절대적인 지지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그들이 선택한 카드가 혈통주의였

다. 그들의 주장은 국가운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 운영은 네루

와 인디라 간디의 혈통을 받은 라지브 간디가 반드시 맡아야하고 그러려면 그 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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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몰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디라 간디가 시크교도 경비에 의해 암살당한 후 델리에서는 힌두들이 시크교

도 학살을 자행했다. 그 보름 동안 정부는 거의 아무일도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식

적으로 2,733명이 살해되었다. 명백한 국가 폭력이었다. 학살의 분위기는 인디라 간

디 추모로 이어지고, 곧 그의 아들인 라지브 간디와 회의당에게 압도적인 몰표로 

나타났다. 결국 정치란 단한 시간도 해 본적이 없는 애송이 라지브 간디는 네루의 

외손자이자 인디라 간디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 후 라지브 간디는 자폭 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고,현재는 그의 부인인 소니아 간

디가 집권 여당의 당수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 또한 유력한 대권후계자 반열에 

이미 올랐다. 가히 대중이 세운 네루왕조라 할 수 있겠다.

회의당의 아성을 도저히 깰 수 없음을 깨달은 야당은 혈통주의를 깰 수 있는 

무기로 반( ) 무슬림주의를 고안해냈다. 반 무슬림주의라는 종교 근본주의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집권당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된 인도 국민당은 총선에 처음 참여

한 1984년만 해도 전체 545석 가운데 단 2석밖에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었다. 그러

나 회의당 일당 체제가 흔들리면서 인도국민당은 힌두근본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

하여 1989년 총선에서는 전체 의석 545석 중 9 1석을, 1991년에는 119석을 차지하

는 비약적 성장을 거뒀다. 그리고 인도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종교공동체 분쟁

인 1992년의 아요디야 사태 이후 1996년의 총선에서는 161석을 차지하여 제1 당의 

위치에 올랐다. 13일 후 과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데 실패해 집권당의 위치를 내주

지만 그래도 13일 동안이라도 집권당이 되어 보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에는 182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명실

상부한 집권당이 되었다. 비록 1999년 선거에서는 성장세가 한풀 꺾여 180석을 얻

으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데 실패했지만 제1당으로 연립을 통해 집권하였다. 

그러나 2004년 총선에서는 힌두 근본주의 바람이 더 이상 불지 않아 결국 회의당에

게 정권을 내주고 제2당으로 내려앉았다. 인도국민당은 자신들과 같은 뿌리를 가지

고 있는 국가자원봉사단, 세계힌두회의, 행동전위대 등과 함께1992년 12월 힌두교 

성지 아요디야에서 참혹한 종교공동체 분쟁을 야기하고 인민 학살을 자행했다. 힌

두극우세력들은 지금 이 나라의 무슬림들은 외부에서 이 나라를 침략한자의 후손이

고, 그 침략자들이 자신들의 신화 《라마야나》에 나오는 라마사원을 파괴하고 그 

위에 모스크(이슬람교 예배당)를 세웠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이슬

람 모스크인 바브리 마스지드(Babri Masjid)를 파괴하고 그 위에 힌두 사원을 복원

해야 한다며 폭력을 동원해 모스크를 처참히 파괴해 버렸다. 그 과정에서 232명이 

살해되었고 그 후로도 유혈사태가 계속되어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때 집을 잃

은 사람이 수십 만명이고 재산손실도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이러한 힌두 파시스트

들의 광기는 계속되어 2002년에는 더욱 큰 사건으로 연결되었다. 2002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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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라역에서 출발한 기차 안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성희롱이 빌미가 되어 무슬림과 

힌두사이의 폭력사태가 터졌고 그 결과 아요디야에서 반 무슬림 집회를 하고 돌아

가는 중이던 힌두세계회의 행동 대원들과 부녀자, 아이들이 58명이나 죽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왜 그리고 누가 어떻게 그런 처참한 일을 저질렀는지는 아직도 명확하

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비극이 일어난 직후부터 언

론은 이 학살이 파키스탄의 사주를 받은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힌두 사회를 전복

시키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연일 자극하였다. 그 이후 고드라와 그 인근에 사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폭력에 쓰려졌으니 죽은 사람이 5,000명이 넘었고 집과 재산의 

피해는 추산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곧바로 예정대로 선거가 치러졌고 힌두

근본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의 후보가 압승을 거두었다. 집단주의에 의한 폭탄 테러

는 그 이후로도 계속 되고 있고 지금도 잠복 중이다. 2003년 8월 25일 인도 최대의 

도시인 뭄바이에서 대규모의 테러가 발생하였다. 닷새 동안 뭄바이 도시 전역을 휩

쓸고 간 테러는 이듬해 다시 발생해 다시 2주에 걸쳐 연쇄폭발테러가 발생하였고, 

도합 1,788명이 살해되었다. 무슬림에 의해 자행된 힌두주의자들에 대한 보복 테러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의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는 것으로 회의당의 혈통주의 그

리고 그에 맞선 인도국민당주축의 극우 파시스트 힌두근본주의에 이은 또 다른 집

단주의는 카스트주의이다. 그들의 무서운 카스트 몰표가 인도의 정권교체를 가져 

왔다. 정권 교체가 되니 그 뿌리 깊은 부패 구조가 많이 파헤쳐지고 있다. 정경유착 

문제나 권언유착 문제 또한 점차 풀리고 있다. 그들의 맹목적 집단주의는 분명히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기득권자로 편입 된지가 오래 

되었다. 그러다 보니 슈드라나 불가촉천민들을 위한 특별우대정책을 철폐하라는 상

위 카스트들의 거친 항거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그 가운데는 인도 최고의 명문 대

학 인델리대학교의 학생들이 분신 자살항거도 있다.

인도의 민주주의 뒤에는 항상 집단주의와 국가 폭력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국가라는 명제가 있다. 그 하나의 국가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

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모든 집권 여당은 단호하게 대처했고, 그 가운데는 

국가 폭력과 학살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정당은 종교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조장

하고 그 위에서 집단 테러가 자행되고 그 연쇄의 틀 꼭대기에 국가가 서있는 것이

다. 그것은 문맹률 35%가 상징하듯이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아, 정치인들의 

집단주의 조장과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억 인구의 인도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여

기에 있다.

2) 권력구조

인도80)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하의 연방국가로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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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연방은 28개주(state, 2000년도에 3개주 신설)와 7개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였으나 1950년 1월 

24일부터 공화국이 되었다. 인도는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리의 권

력이 강력하며, 의회 구조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 • 부통령 • 총리 및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 대신 행정실무는 내각 수반인 총리가 담당하

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상 • 하 양원과 각 주의 주 의회 의원으

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상하 양원 및 주 의

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 기능(군 최고 

통수권 보유 등)을 수행한다. 대통령은 35세 이상의 인도 시민이어야 하며 하원의원

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재선이 가능하다. 부통령은 상하양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총리는 하원의 다수 의

석을 차지한 정당 지도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정부의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연방각료(Cabinet Minister) 및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부장관(Deputy Minister)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료회의는 하원

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총리가 의장으로 있다(S.R. Maheshwari, 2000: 23-25).

 군의 최고 지휘권은 대통령에 위임되어 있는 반면 행정 및 작전상의 통제는 

국방부와 육해공군 사령부에서 담당한다. 국방부에서는 주로 육해공 3군의 균형발

전과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입안과정에서 정부가 내린 결정들이 3군 사령부로 

이관되어 잘 실행되는지의 여부와 국회의 동의를 받은 국방예산업무를 관장한다. 

이와 같이 군의 행정 전반은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반면 육해공군 사령부에서는 이

것의 실제적인 실행과정을 총괄한다. 각 군 간의 활동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국방

부는 각 단계별로 위원회들을 두고 있다. 최고심의기구는 내각에 설치된 정책위원

회로, 모든 주요 국방사무가 이곳에서 총리의 주재 아래 결정된다.

입법부는 상원(Rajya Sabha)과 하원(Lok Sabha)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의회 

혹은 입법부의 상원은 각주 및 연방직할지 의회에서 선출되는 233명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명의 24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서 매 2년마다 1/3씩 교체된

다. 예산 관계 법안을 제외하고는 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나, 상원의

원들이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각주의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각주 정당세

력을 반영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하원은 지역 선거구에서 선

출되는 대표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Anglo-Indian community 대표 2명 등 54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각 주별 의석은 1981년 실시한 인구조사에 의한 인구분

80) 공식명칭: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면적: 3,165,596㎢(인도 행정하의 잠무카슈미르 포함), 인구: 

935,700,000(1995 추계, 인도 행정하의 잠뮤카슈미르 포함), 수도: 뉴델리, 정치의회 형태: 연방공화제, 다당제, 

양원제, 국가원수: 대통령(샨카르 다얄 샤르마), 정부수반: 총리(P.V. 나라시마 라오), 공용어: 힌두어영어, 화폐
단위: 인도 루피(Indian rupee/Re, 복수형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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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분된다. 또한 인도의 대통령은 연방의 상하원 및 주 의

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된다(헌법 제54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써 군 통수권을 가지며 행정공무원을 지도 감

독하는 행정권의 최고책임자이다(헌법 제52조, 제53조). 대통령은 헌법위반행위를 할 

때 탄핵당할 수 있다(헌법 제61조).

하원 다수당의 지도자가 수상이 되며, 수상은 각료회의의 수장이 된다(헌법 제

74조 1항). 수상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수상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수상을 둔다. 인도

의 첫 총리는 Jawaharlar Nahru였다.

주정부의 형태는 연방정부와 매우 흡사하다. 각 주에는 주정부와 주 의회가 있

으며,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Governor)는 5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주행정의 

실권은 주지사가 주 의회 다수당 지도자 중에서 지명하는 주 총리(Chief Minister)

가 장악한다. 주정부는 주지사 및 주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주국무위원회로 구성된

다. 각 주마다 입법부가 있는데, 대부분의 주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몇 몇 

주에서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인도의 정당들은 총선 시 여러 주에서 후보를 

낸 후 경합을 벌여 전국적으로 4%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야만 다음 총선에서도 

여러 주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인가를 받는다. 이런 정당들은 특정한 심벌을 할당

받으며, 각 주에서 입후보한 후보자81)들은 이를 통해 자신이 특정 정당 소속임을 

알린다. 또한 인도의 사법부는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 주 최고법원

(High Court), 지방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되는 3심제이다. 대법원은 인도 헌법

과 법률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권을 가지며,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법원에 대해 구

속력을 가진다. 대법원은 수상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및 13명 이하

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은 각 주별로 설치되어 있다. 델리 연방직할주

와 각 주에는 고등법원82)이 하나씩 있으며, 아삼 주와 나갈란드 주, 펀자브 주와 하

리아나 주는 한 고등법원이 공동 관할한다.83)

12. 인도의 입법조직 및 입법형식84)

1) 인도헌법의 형성과정

81) 공직 입후보자의 자격은 인도국민이어야 하며 연령에 대하여서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방 상원의원은 
35세 이상, 연방하원의원이나 주의회 의원은 25세 이상이어야 한다(「헌법」제84조, 제173조). 

82) 고등법원은 대개 각 주마다 1개씩 설치되어 있으나 작은 주는 몇 개를 묶어서 1개를 설치하고 있다.

83) 인도의 사법시스템 자체는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진행되는 편이나, 소송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진행이 더딘 것
으로 악명이 높다. 또한 중첩되는 의무사항들로 인한 무수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비용 발생이 큰 편이
다.

84) 한국원자력법학회, “원자력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원자력 관계법령 조사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97~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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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헌법은 전문과 본문 395개조, 부칙 9개조, 74개의 헌법개정조항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분량이 무려 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세계최대의 방대한 법전이다. 이런 

방대한 내용의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그 제정의 역사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

다. 그 헌법 제정의 긴 역사적 여정 속에 법의 정신이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기 때

문이다.

인도는 1947년 8월 15일 영국의 200년 식민통치로부터 독립되었으며 영국의회

는 인도 독립법(The Indian Independance Act)을 통하여 인도를 앞으로 인도와 파

키스탄으로 분리하여 독립시킨다는 것을 선언하고 양 지역에서 헌법제정회의를 소

집하여 신헌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인도헌법제정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먼저 

피력한 것은 간디이다. 그는 인도 정부법 시행직후 인도독립과 더불어 인도헌법제

정회의의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인도독립은 영

국에 의하여 공짜로 주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인도에 의한 자주적 표현으로 나타나

야 하며, 물론 영국의 의회입법의 형식은 거쳐야 하겠지만, 이 입법이 단지 인도 국

민들의 소원을 반영한 의례절차에 지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85)

그러나 헌법제정에 대한 준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 1928년 5월 19

일 봅베이에서 조직된 전체정당회의는 네루(Mortial Nehru)가 위원장이 된 위원회

를 구성하여 인도헌법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이는 후일 네루보고서(The Nehru 

Report)라고 일컬어졌는데, 인도인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헌법형식을 갖

춘 규범으로서 인도헌법의 초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86) 여기서 명기된 의원내

각제 정부형태, 기본권보장, 소수집단에 대한 의석 보장 등은 1949년 11월 26일 독

립인도의 헌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신정부 출범 이전인 1946년 영국정부에 의한 내각위원회가 독립이후 헌법제정

회의87)를 소집하여 신헌법 기초 작업에 들어가기로 하였고, 46년 12월 9일 헌법제

정회의가 처음 소집되었으며, 1947년 인도 독립법88)이 통과되는 과정을 거쳐, 3년의 

작업을 거친 후 49년 11월 헌법을 확정짓게 되었고, 1950년 1월 26일 드디어 헌법

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도헌법의 기원은 1857년 발생한 반외세의 민족운동인 세포이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인도는 연방과 지방정부, 그리고 통치 구조를 형성하여 근대국

85) 인도는 간디가 말한대로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법절차 또한 그의 의견과 유사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M. V. Pylee, 1995).

86)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형태를 이원내각제로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며, 각 지방에 최대한 자치권을 부여
하면서 연방은 나머지 권한을 갖는 연방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87) 헌법제정회의는 각 주의 입법부 의원 중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38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초 315개조 13개 
부칙으로 되어 있는 헌법초안을 2년 11개월 17일 동안 검토한 결과 총 395개조 8개 부칙으로 확정하였다.

88) 인도독립법의 통과로 인도의 정치권력은 영국으로부터 인도국민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이 법률에는 인도가 
두 개의 국가로 확정되며, 각각의 정부에 영국국왕이 임명하는 총독을 두고, 의회를 두며, 헌법제정회의로 하
여금 해당국가의 입법부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임시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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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861년에 인도 내각위원회법(Indian Council's Act)

이 만들어져 식민지 통치구조가 형성되었고, 1935년에는 이것이 인도 정부법

(Government of indian Act)으로 개정되었다. 인도 정부법은 인도독립 이후 제정된 

인도헌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89)

1930년 원탁회의까지는 영국통치하에 있던 인도가 단일국가였으나 인도 정부법

에 의하여 인도는 지방왕국과 토호국들이 모두 포함된 연방국가로 탄생되게 되었

다. 그러나 인도 정부법에 의한 연방에 관한 규정은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각 주의 

절반이 현실적으로 연방 제안을 실시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여 지방선거가 1937년 실시되어 정치적 규범으로서

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 리고 이법에 의하여 인도국민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의원을 지니고, 수상 및 장관으로 구성되는 정부도 가지게 되었다.

인도헌법상의 사법제도와 입법제도의 역사적 근원은 좀 더 멀리 올라간다. 1600

년 12월 31일 수립된 동인도회사의 총회는 당시 법원(court)이라고 지칭되었고, 총

독과 임원들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1833년 제정된 특허법에서는 

인도에서 유일하게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uncil)가 설치되었다.90) 이런 기구들은 

차후 인도헌법상의 통치기구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었다.

13. 인도의 원자력 기술수출 관련 법제

인도의 원자력법은 양 의회에 통과되어, 1962년 9월 15일 인도국민의 복지와 기

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관리,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

았다(법 전문). 이로써 1948년 제정되었던 원자력법은 폐지되었고 제정된 원자력법

이 관보에 공포된 1962년 9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법 제31조). 이 법은 총32

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인도 전체에 미친다(원자력법 제1조).

인도 원자력손해배상법은 2010년 9월 21일 인도의회의 승인과 대통령의 승인을 

모두 얻어 9월 22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원자력 피해에 대

한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사업자와 또는 국가에 책임을 전환하는 무과실책임제도를 

통하여 원자력 사고의 희생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91) 그리고 이 법

안은 원자력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또“국제책임제도에 참여

할 필요성”때문에 제정되었다고 한다.92) 또한 이 법은 책임위원장(Claims Com-

89) 불문법주의 국가에 속하던 인도는 인도 정부법을 계기로 성문헌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90)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메콜리경이 의장이 되고, 점차 기능이 확대되
어 인도의 형법, 민법, 민사 및 형사소송법들을 제정하게 되었다(Pratapgiri Ramamurti, 1997; M. P. Singh, 

1996: 119-128쪽). 

91) The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 2010. at Pre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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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er)을 임명하고 원자력 피해 위원회(Nuclear Damage Claims Commission)

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원자력법(The Atomic Energy Act, 1962)

인도의 원자력법은 양 의회에 통과되어, 1962년 9월 15일 인도국민의 복지와 기

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관리,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

았다(법 전문). 이로써 1948년 제정되었던 원자력법은 폐지되었고 제정된 원자력법

이 관보에 공포된 1962년 9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법 제31조). 이 법은 총32

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인도연방 전부에 대한 적용된다(법 제1조). 

2) 원자력손해배상법(The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 2010)

인도 원자력손해배상법은 2010년 9월 21일 인도의회의 승인과 대통령의 승인을 

모두 얻어 9월 22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원자력 피해에 대

한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사업자와 또는 국가에 책임을 전환하는 무과실책임제도를 

통하여 원자력 사고의 희생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93) 그리고 이 법

안은 원자력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또“국제책임제도에 참여

할 필요성”때문에 제정되었다고 한다.94) 또한 이 법은 책임위원장(Claims Commiss-

ioner)을 임명하고 원자력 피해 위원회(Nuclear Damage Claims Commission)를 설

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 인도 원자력법제의 특징과 주요내용

1) 인도 원자력법의 특징

인도는 식민지 시절 종주국이던 영국의 법제를 근간으로 미국헌법의 영향

을 받은 헌법을 가진 전형적인 영미 법계의 법 체제를 가진 국가이다. 특히 인

도의 민사법 체제는 영국의 보통법 및 관습법으로부터 발달되어 왔다. 즉 인도

법체계에 있어 영국 보통법의 일반원칙들과 관습법이 오늘날에도 법원으로서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영국식민시기 법원의 판례뿐만 아니라 영국법원의 판

례까지도 판례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95) 이와 같이 대륙법계인 한국과는 법체

92) The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 2010. at Statements of Objects and Reasons. 

93) The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 2010. at Preamble.

94) The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 2010. at Statements of Objects and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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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터 다르므로 인도 원자력에너지법제의 이해도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야 할 것이다. 

2) 원자력손해배상법상 중앙정부의 권한

원자력에 내재된 위험에 대하여 법적 배상체계를 갖추기 위한 인도의 원자력손

해배상법은 원칙상 배상책임의 주체와 범위에 관한 목적을 갖고 있다. 즉 중앙정부

는 원자력법상 원자력에 관한 배타적 내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권한의 주체이자 이에 수반된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우선 인도 중앙정부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제43조에 따라 법 목적에 따른 기구의 

운영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앙정부는 사업자, 개인, 공무원, 당국 또

는 단체에 적절한 방침을 발표할 수 있다. 즉 적정한 정부방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표대상인 자는 정부방침에 따를 의무가 있다. 

또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제44조는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원자

력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법상 정보접근에 

관한 중앙정부의 강한 권한과 같이 원자력손해배상법도 법목적에 비추어 사업주의 

보관 정보에 대하여서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는 원자력시설물의 규모가 작다고 여겨지거나 이 법을 적용할 

위험이 적다고 보이는 원자력시설물에 관하여서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고 법 제45조는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제외를 판단 할 수 있다.

3) 원자력관련 정보의 제한

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전에 대한 전력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제도 및 법제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같이 국가소유의 정

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보장하는 일반적 정보공개법이 있거나, 독일과 같이 환경

정보법과 같이 특별법이 원자력정보에 관한 공개기관, 대상, 청구권자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인도 헌법과 원자력법은 정보에 관한 헌법적 권리에 기초하여 국민의 정보로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안보를 위하여 정보의 비공개로 제한되기도 한다. 

이로써 인도 법원은 원자력발전소와 정보에 관한 권리간의 분쟁에 관한 판단을 요

구받고 있다. 즉 법원은 명확한 규정 내지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정보에 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소위 ‘비공개정보’의 여부 내지 범

위 그리고 정보청구권 및 정보공개의무를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 

95) 권영호, “인도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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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에 관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정부의 권한에 관하여 판

례를 통한 해석이 있어왔다. 

예컨대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v. Union of India사건에서96) 시민은 

원자력에너지규제위원회(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보고서의 부본에 

대한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보고서를 기밀문서로서 통지하는 재량행위에 대한 지

침이 없다면 원자력법 제18조는 무효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18조

는 원자력법의 다른 조항들과의 내용 속에서도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보면, 제18조가 제한 없는 권

한을 중앙정부에 위임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험을 내재한 정보는 

의회 입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필요가 있기에 법제18조와 제3조가 제정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인도법원은 지진과 같은 재난 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원자력재해에 관

한 바하원자력연구센터(Bhabha Atomic Research Centre)의 연구결과 공개를 요청

한 사건에 대하여도 소극적인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연구가 가정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민감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결과라는 중요한 정보의 노출로 인한 

또 다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97) 특히 국가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다만 법원은 정

보공개를 요청받은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와 바하 원자력연구

센터 양측 모두에게 환경문제에 있어서 안전한 방법의 모색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

하여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정보접근에 관한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였다98). 즉 정부의 책임에 

있어, 공공기관의 모든 관리자들은 책임 있는 행위에 있어서 기밀은 없어야 할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도 국민은 공무원들의 공권적 행위와 공식 활동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판시하였다. 결국 인도 국민은 모든 분야에서 

공무의 특이사항을 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인도법원은 정보접근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지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를 해할 가능성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법원과 법학계 모두

가 소위 공개 또는 비공개 정보의 판단요건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와 같이 원자력법99) 또는 환경영향평가법100)과 

96) AIR 2004 SC 1442.; http://www.indiankanoon.org/doc/467564/(방문일자: 2014. 7. 24.).

97) Citizens For A Just Society, through its Vice President, K. Pullaiah v. Union of India, [2005] (5) Bom CR 316.

98) States of U. P v. Raj Narain [1975] SCR (3) 333; http://www.indiankanoon.org/doc/438670/(방문일자: 

2014. 7. 24)

99) 원자력법 제104조의5(주민의 의견수렴).

100)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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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주민참여를 명문규정으로 두지 않더라도, 제도적 • 정책적 기술을 통해서라도 

향후 원자력 관련절차에 있어 주민참여까지도 고려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겠

다.101) 

101) 신봉기, “독일의 원전규제법제와 주민참여”, 동아법학 제27호, 동아대학교, 2000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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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원자력연구원과 (주)대우건설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연

구 • 교육용 원자로(JRTR)를 요르단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식재산권 위험

을 분석하였다.

발명의 경우, 한국과 요르단에 관련 기술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전제되

어야 한다. 만약, 특허권이 한국과 요르단에 등록되어 있고, 권리해석에서 침해로 판

단된다면, 특허권 침해를 회피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모색해야 한다. 실시행위와 관

련해서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행위와 요르단에서 수입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자의 제재수단으로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함을 충분히 역이용한다

면,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와 제어/운용 프로그램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설

계도나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능성 저작물로서 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고, 설사 

저작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접근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한

국과 요르단에서 설계도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이 야기되거나 큰 사건

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향후 우리나라가 개발한 소형원자로인 SMART 

원자로의 주요 기술수출 기대국인 유럽, 요르단, 이집트, 베트남, 인도 등에 대한 원

자력 기술수출에 필요한 관련 법제를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공적인 

SMART 원자로의 기술수출을 위해서는 기술수출 상대국가의 관련 법제를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특수한 원자력 기술수출에 대한 우

리나라의 기술보호와 함께 얻는 실질적인 이익도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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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르단 영업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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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ecrets and Unfair Competition Law

Law No. 15 for the Year 2000

Article 1

The law is called (Trade secrets and unfair competition law of 2000), and 

shall be effective after thirty days as of the date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Unfair Competition

Article 2

A. Any competition contradictory to the honest practices in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activities shall be deemed one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s and 

particularly the following:

1. The activities that may by nature cause confusion with entity, products or 

commercial or industrial activities of one of competitors.

2. Untrue assumptions in practicing trade, whereby causing deprivation of 

trust from one of the competitors’ entity, products or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ies.

3. The data or assumptions which use in commerce may mislead public in 

respect to the product’s nature, methods of manufacturing, properties, amounts, 

and availability for use.

4. Any practice that reduce the product reputation, cause confusion in respect 

to the product general shape or presentation, or mislead the public on declaring 

the product price or the method of counting thereof.

B. If the unfair competition related to a trademark used in the kingdom 

either being registered or not and causes public misleading, provisions of 

paragraph (A) of such article shall be applied.

C.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A) and (B) of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on the services a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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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A. Any concerned party may claim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caused to 

him as a result of any unfair competition.

B. Upon filing a civil lawsuit related to unfair competition or during the 

examination of such lawsuit, any interested party may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relevant court accompanied by bank or cash security accepted by the court 

for adopting the following measures:

1. Stopping such competition.

2. Precautionary Impoundment of the related articles and goods wherever it 

was.

3. Reserving the related evidences.

C.1. Any interested party may before filing his lawsuit,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court accompanied by bank or cash security accepted by the court for 

adopting the measures provided in paragraph (B) of such article without further 

notifying the respondent. The court shall approve for his request on proving any 

of the following:

 The competition has been committed against him.

 The competition is about to take place, and may cause great damage that 

is hard to be redressed.

 The interested party fears of loosing the competition evidence.

2. If the interested part did not file his lawsuit within eight days as of the 

date of the court approval, all the measures adopted for this purpose shall be 

deemed void and null.

3. The respondent shall appeal against the court decision of adopting the 

precautionary measures before the court of appeal within eight days as of the 

date of his notification with the decision. The court decision shall be definite.

4. The respondent shall claim compensation for the harm caused to him, if 

proving that the plaintiff was not right in his request of adopting the 

precautionary measures or that the plaintiff did not file his lawsuit during the 



- 101 -

period provided in item (2) of such article.

D. The defendant shall claim compensation for the harm caused to him if the 

claim proved that the plaintiff was not right in his claim.

E. The court shall in every case resort to the opinions of the experienced 

people.

F. The court shall decide to impound the goods subject of infringement and 

the materials and tools used mainly in the infringement. The court shall further 

decide to spoil or dispose of such products, materials and goods in any 

commercial purpose.

Trade Secrets

Article 4

A. For the purposes of this law, any information are deemed trade secrets, 

if characterized by:

이법의 목적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속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1. Is secret in the sense that it is not generally known in its final form or 

its precise components,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is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

정보의 종류가 일반 거래관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명백한 구성요소 또는 

최종자료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의 비밀

2. Has commercial value because it is secret; and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것

3.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정보를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비밀로 유지될 

것.

B. The provisions of such law shall not be applied on trade secrets 

contradictory to general system or public morals.

이 규정은 일반 시스템이나 공공윤리에 반하는 영업비밀은 보호하지 안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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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A.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trade secret is every person having 

the right of its disclosure, using and keeping.

영업비밀을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공개, 사용, 유지에 대한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B.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secrets may prevent any person 

from misusing the protected trade secrets pursuant to such law.

비밀을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남

용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

Article 6

A. Any person obtaining, using or disclosing trade secrets in violation of 

the honest commercial practic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such trade secrets, is deemed misuse of the trade secret.

그 영업비밀을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의 허락없이 정당한 상관례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거나 획득하는 모든 사람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한다.

B.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rovision of paragraph (A) of such article, 

the following shall be deemed violation of the honest commercial practices:

본 조의 A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상관례의 위반은 아래와 같다.

1. Breach of the contracts.

계약의 위반

2. Breach and inducement to breach of trusted secrecy of information.

신뢰되는 정보의 비밀 위반을 유도하거나 위반

3. The acquisition of trade secrets by third party who knows, or is able to 

know that such parties acquisition of such secrets was a result of violating 

honest commerci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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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밀을 획득한 양 당사자가 정당한 상관례를 위반한 결과로 인하여 알거나 

알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정보의 획득

C. Individual access to trade secret or through reverse engineering shall not 

be deemed violation of the honest commercial practices.

영업비밀에 개인적인 접근 또는 역공정을 통한 접근으로 정당한 상관례를 위반

한 경우

Article 7

A.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rade secrets may claim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caused to him as a result of misusing such secret.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의 남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배

상을 하여야 한다.

B.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rade secrets may, on filing a civil 

lawsuit for misusing trade secret or on examining thereof, request the 

following from the court, provided that his request is accompanied by bank or 

cash security accepted by the court:

영업비밀 관리자는 영업비밀의 남용에 대하여 아래 사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

구받을 수 있다.

1. To stop the misusing.

남용의 중단

2. Precautionary Impoundment of the articles that include misused trade 

secrets, or the products that resulted of misusing, wherever it was.

영업비밀의 남용 및 남용으로 인해 만든 제작물에 대한 침해금지 또는 예방

3. Reserving the related evidences.

관련된 증거의 보존

C. The provisions and procedures provided in article (3) of such law shall 

apply on using and misusing trade secrets in some cases other than those 

provided in suc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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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제3조에서 규정한 절차와 규정은 영업비밀 남용과 사용에 적용된다.

Other Provisions

Article 8

If an official party stipulated, for approving for the marketing of 

pharmaceuticals, or agrochemical products in which new chemical materials are 

used, the submission of secret formulae or any data attained through 

considerable efforts such party should observe the following:

A. The protection of such data from the unclassified commercial use, through 

preventing any other person who did not obtain the applicant approval from 

depending thereon for marketing his pharmaceuticals and products except after 5 

years as of the date of the applicant obtaining any approval for marketing his 

products.

B. Protecting such data from disclosure, unless:

1. The disclosure is necessary for protecting the public.

2. The official party has taken the necessary steps for the protection from 

unclassified commercial use of such data.

Article 9

A. Every provision or condition restricting competition included in the license 

contract related to an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ma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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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effect on commerce, or many hinder the transference or dissemination 

of the technology shall be void and null, and in particular:

1. To prohibit the licensee from transferring modifications done on the 

technology included in the license contract except for the licensor (Back 

transferring of technology).

2. Preventing the licensee from arising Juridical or Administrative disputes in 

respect of the licens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3. To compel the licensee to accept the license with number of rights instead 

of one right only.

B.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entioned in paragraph (A) of this article 

particularly include:

1.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2. Trademarks.

3. Geographical indications.

4. Industrial drawings and Industrial designs.

5. Patents.

6.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7. Trade secrets.

8. New varieties of plant.

Article 10

The cabinet shall issue the necessary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law.

Article 11

The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s shall be entrus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1 Official Gazette No. 4423 dated 2.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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