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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 준비를 위한 현안 및 대응방안 발굴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정책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자력 R&D의 역할과 

기능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바, 가동원전 안전강화, 

원전의 사후처리 기술(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폐쇄원전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 등 현안해결형 기

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효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상기 언급된 현안해결형 기술은 연구개발의 진전에 따라 하드웨어 중심의 실증연구 

단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실증연구 등은 시설 및 장비 등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현가능 한바, 적기에 기술실증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의 

신규 확보(제2원자력연구원)가 필요함. 

 - 현행 연구부지(대전 등)는 이미 연구시설의 포화되어 있으며, 해당 실증연구의 특성상 도심

에서의 연구수행이 어려운바, 추가적인 신규 연구 인프라 구축이 불가

○ 이와 같이 현안기술개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새로운 부지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신규 연구부지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원자력 연구개발 동향 및 

환경 분석, 주요 원자력국의 R&D 인프라 분석, 그리고 국가 원자력 R&D 계획 분석 등을 

통해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현재 국가가 추진 중인 원자력 R&D 계획

과의 정합성을 검토함. 

○ 또한 전문가 자문, 사례 분석, 문헌 검토 등을 통해 연구시설의 조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여러 

행정적 절차 및 법적 요건 등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함. 

 - 특히 원자력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지 선정 시의 법적/규제적 고려사항, 그리고 최근 

이슈화된 출연연의 본원 외 조직 설치와 관련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규정, 또한 부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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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확보를 위한 여러 법적인 제약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함. 

Ⅳ. 연구개발결과 

○  파리협정 등 新기후체제의 출범 등의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원자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반면, 

現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행 등으로 국내의 원자력 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원자력 연구

개발의 환경 또한 이러한 정책적 환경 변환에 맞추어 새로운 임무와 역할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개발 인프라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  또한 가동중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중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적공학적 안전성을 지속적

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증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또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의 해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등 미래 시대에 대비한 원전의 사후관리 기술에 집중할 수 있는 신규 

연구단지의 정책적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그리고 타 원자력 이용국가의 원자력 연구개발 수행 기관에 대한 사례 조사와 기 수립된 국가 원자력 

장단기 R&D 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단지 필요성을 재확인 하였음. 

○  한편, 제2원자력연구원을 설치하려는 입지를 선정할 경우 원자력 시설 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려

되어야 하는 입지 조건을 자연환경 조건, 인문사회 환경조건, 시설 운영조건 등을 검토하였으며, 제2

원자력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가정하여 원자로 시설 또는 핵연료 주기 시설 등이 입지할 때의 고려

사항들을 제시하였음.  

○  그리고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 등을 수립하기 위해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사업의 성격과 완벽하게 일치

하지는 않지만 입지의 선정과정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유사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지의 선

정의 절차 및 단계와 개략적인 부지 선정 평가 지표 등을 마련하였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출연연구기관은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연구회의 ‘소관연

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고려하여, 해당 지침의 세부 내용과 본원 외 조

직의 설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타 출연기관의 본원 외 조직 설치 사례를 조사하여, 제2원자력연구원 

설치 계획 작성 시의 현안으로 도출하여 관련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였음. 

○  그리고 제2원자력연구원과 같은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소유의 부동산인 공유재산을 양도 받거나, 무상 임대 받거나, 매입해야 하는바, 

이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도출하였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시사점 

○  원자력 시설의 입지해야 하는 제2원자력연구원의 특성상 설치를 위한 입지를 선정 할 때 다양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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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대중 수용성의 문제가 원자력 시설의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 선정 시 대중의 수용성이 반영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부지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의 무분별한 본원 외 조직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본원 외 조직 설치

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는바, 본원 외 조직의 설치 운영 계획의 수립에 있어 설치의 타당성

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지자체의 공유재산의 경우, 양도 등의 처분 행위와 지상권과 같은 사권 설정에 매우 제약적인바  

부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 법적 검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지급하는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정책적 협력 프레임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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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oject Title

○ Strategies and policy measures for proceeding the 2nd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Effective efforts are needed to develop technology focused on pending issue 

including strengthen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and spent fuel, 

decommissioning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needs to shift the role and 

function of nuclear R&D to safety issue.  

○ Since the technology for solving the above mentioned pending issues is about to enter 

into the demonstration stage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secure new site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o that the technology can 

be demonstrated in a timely manner.  

○ To secure new site in a timely manner, it is needed to develop specific strateg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and oversea R&D trend in order to confirm the 

necessity of new site and reviewed the compatibility  with the government’s  

R&D plan

○ And we analyzed various considerations such as various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legal require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research facilities

Ⅳ. Result of Project

○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orecasts a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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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l decline in nuclear power generation, however, nuclear energy is still 

expected to be a useful energy source in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new climate regime.

○ As a result, R&D in the nuclear energy sector is expects a major growth in 

the field of strengthening nuclear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reactors, the management 

of spent fuel and the awareness of the society towards safety, and we 

proposed a policy need for a new research infrastructure for nuclear R&D in 

the near future 

○ When the 2nd KAERI is installed, it reflects the specificity of a nuclear 

facility, and it has derived legal site requirements and considerations

○ The cases that can be referred to in the site selection process were analyzed, 

and the site selection procedure and evaluation index of site were prepared

○ Since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s obliged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 of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when it 

intends to install and operate a branch office, the details of the regulation 

are reviewed and develop countermeasures.  

○ And reviewed and derived legal and administrative considerations in securing 

the site

Ⅴ. Imp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 For selecting location of 2nd KAERI, various considerations should be 

reviewed, and especially, the problem of public acceptability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location of nuclear facilities 

○ When selecting site, an evaluation index should be prepared that focuses on 

the safety of the site,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procedures so that conflicts do not arise between 

stakeholders

○ And the efforts should be made to fully explain the feasibility and expected 

effect of the branch in establishing the install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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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그간 우리나라의 원자력 R&D는 원자력 발전기술의 자립화,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선진국의 원자력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효율 중심의 추격 전략 하에 원자력 발전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해 왔음. 

○ 하지만 이러한 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국가 주도의 선택과 집중 R&D 전략은 물적

인적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원자력 공급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이였으나, 상대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해체 등 후차적인 

현안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이 취약해진 결과를 가져왔음. 

○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해체, 

안전 강화 등의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 관련 R&D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적인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음. 

○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정책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자력 R&D의 역할과 

기능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바, 가동원전 안전강화, 

원전의 사후처리 기술(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폐쇄원전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 등 현안해결형 기

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효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상기 언급된 현안해결형 기술은 연구개발의 진전에 따라 하드웨어 중심의 실증연구 

단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실증연구 등은 시설 및 장비 등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현가능 한바, 적기에 기술실증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의 

신규 확보(제2원자력연구원)가 필요함. 

 - 현행 연구부지(대전 등)는 이미 연구시설의 포화되어 있으며, 해당 실증연구의 특성상 도심

에서의 연구수행이 어려운바, 추가적인 신규 연구 인프라 구축이 불가

○ 이와 같이 현안기술개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새로운 부지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 이 연구는 효과적인 부지확보,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의 마스터 플랜 및 로드맵 작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규제적/법적 고려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분석하고, 기술적 사회적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제2원자력연구원의 개념 및 기능,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고자 함.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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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제2원자력연구원(가칭)과 같은 신규 연구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므로, 

실제 이러한 신규 연구부지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 연구부지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원자력 연구개발 동

향 및 환경 분석, 주요 원자력국의 R&D 인프라 분석, 그리고 국가 원자력 R&D 계획 분석 

등을 통해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현재 국가가 추진 중인 원자력 R&D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함. 

○ 또한 전문가 자문, 사례 분석, 문헌 검토 등을 통해 연구시설의 조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여러 

행정적 절차 및 법적 요건 등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함. 

 - 특히 원자력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지 선정 시의 법적/규제적 고려사항, 그리고 최근 

이슈화된 출연연의 본원 외 조직 설치와 관련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규정, 또한 부

지의 확보를 위한 여러 법적인 제약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함. 

○ 그리고 원내 연구부서 중심의 기술그룹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분석하여 

시급성, 정책 부합성 등을 고려한 제2원자력연구원 내 수요 실증시설 등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제2원자력연구원의 개념과 기능, 추진 방향 및 전략 등을 제시함.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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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2원자력연구원의 필요성

제1절 국내 원자력 R&D 환경 분석 

제2절 국가별 원자력 연구기관 현황 

제3절 국가 원자력 R&D 계획

제4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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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부의 R&D 정책 변화 등 사회적 정책적 변화에 따라 

기존 발전 중심의 원자력 R&D의 기능과 역할이 안전 중심, 현안 해결 중심으로 전환되

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R&D 수행을 

위해 실증연구 중심의 새로운 연구부지(제2원자력연구원(가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 장에서는 현재 국내의 원자력 연구개발 동향과 환경 분석, 주요 원자력국가의 원자력 연구

기관 분석, 기 수립된 국가 원자력 R&D 계획 검토 등을 통해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함.  

제1절 국내 원자력 R&D 환경 분석 

1. 에너지 환경의 변화 

가. 新 기후체제의 출범

○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파리협정을 성공적으로 채택하여 UNFCCC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을 부담시킨 보편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인 新 기후체제를 출범시킴 

○ (新기후체제의 주요내용) 新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핵심은 개도국을 포함한 UNFCCC에 가입한 

모든 국가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차별화된 책임과 여건이 반영된 국가별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스스로 정하여 이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임.  

 - 국가별 기여방안(INDC)는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감축 목표의 설정은 이전에 제출한 것보다 

개선된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그림 2-1. 파리협정 주요 내용

2 제2원자력연구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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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자발적 감축기여

○ 우리나라는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IMM)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포함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우리나라의 2030년 BAU는 8억 5,060만 톤) 대비 37% 감축으로 결정하고 이를 

INDC에 포함하여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함.

○ 2030년 까지 BAU 대비 37%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정책의 이행을 통해 25.7%를 

감축하고, 나머지 11.3%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임.

 -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2030년의 절대배출량 기준으로 G20 국가 중 5번째, 배출 집약도 기준

으로는 G20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임. 

그림 2-2. 우리나라의 자발적 감축 목표

○ 정부는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고 UN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INDC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2016년 12월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제1

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수립확정함. 

○ 정부가 확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따르면 산업전환(발전)부문(에너지 신산업 포함)의 총 목표 

감축량이 149.1 백만톤으로서 국내 목표 감축량의 68%, 해외 감축분을 포함한 국가 전체 목표 

감축량의 47.3%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발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전환(발전)부

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음. 

 - 특히 전환(발전) 부문은 석탄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저탄소 전원믹

스(35백만톤), 수요관리(12백만톤), 발전송배전 효율 향상 등(17.5백만톤)을 통해 2030년까지 

64.5백만톤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30년 발전부문 BAU가 333백만톤 임을 고려할 때  

BAU 대비 19.4%감축 하는 등 감축부담이 높게 설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감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의 이용 확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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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우리나라의 2030년 부분별 목표 감축량(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표 2-1. 우리나라의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부문
BAU

(백만톤)
감축량

(백만톤)
감축률(%)

부문 BAU 대비 국가 BAU 대비

전환  (333) 64.5 (19.4) 7.6

산업 481 56.4 11.7 6.6

건물 197.2 35.8 18.1 4.2

에너지 신산업 - 28.2 - 3.3

수송 105.2 25.9 24.6 3.0

공공 기타 21 3.6 17.3 0.4

폐기물 15.5 3.6 23.0 0.4

농축산 20.7 1 4.8 0.1

국내 감축
851

219 25.7%

국외 감축 96 11.3%

나. 탈원전 정책의 이행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포함한 신규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폐지, 수명연장 불허 등의 정책이행을 통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한다는 탈원전 정책을 공약함. 

○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정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약속하고, 원전 신규 건설계획

(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는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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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바, 공론화 

결과 신고리 5,6 호기는 건설재개로 결정이 되어 기존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공론화 결과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 발표함. 

(1) 탈원전 로드맵(에너지 전환)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24(화)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함. 

-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방향의 에너지정책 추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를 권고함. 

○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원전의 단계적 감축 

○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

○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

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

○ (단계적 감축방안의 반영)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38년)에 반영

○ (원전 감축에 따른 비용)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

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

② 재생에너지 확대

○ (확대 비중)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청정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를 확대하여 공급하

여 2017년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함 

 - 세부적으로 ⅰ)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ⅱ)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ⅲ)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ⅳ)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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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할 계획

○ (추진방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

영할 예정

③ 지역산업 보완 대책

○ (해체연구소 설립)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18년 상반기 입지 선정)

○ (원전 수출지원)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

○ (주민지자체 참여형 사업 추진) 신재생 이익 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 

○ (기업 지원)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

○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2)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원자력 발전 전망 

○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2년 18기, 2042년 13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4.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원전 기수 및 설비용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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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원전 기수 및 설비용량 전망

구분 ‘17년 ‘22년 ‘32년 ‘42년 ‘52년 ‘62년

기수(기) 24 28* 18 13 8 6 

설비용량(MWe) 22,529 28,850 20,400 15,400 10,400 8,400

   *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가정 (월성 1호기는 ‘22년 11월 20일 까지 가동연장 허가를 받음) 

○ 또한 정부가 로드맵에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계속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반영함

으로써 향후 수립될 에너지 계획에는 원전의 계속운전 계획을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8년 내 수립될 제3차 에너지 계획(~2038년까지의 에너지 계획)에는 총 14기(총 설비용량 

12,450 MWe)의 원전이 수명 연장을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반영된 신규원전 6기,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14기, 조기 폐쇄 

1기 등의 단계적 조치에 따라 점차적으로 원전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2-3. 탈원전 로드맵에 단계적 감축 대상 원전

구 분 호기수 용 량 대상

신규원전 6기 8.8GW 신한울 34, 천지 12, 신규 12

노후원전 14기 12.5GW ‘38년까지 14기 (고리2～4, 월성 2～4, 한빛 1～4, 한울 1～4)

조기폐쇄 1기 0.7GW 월성 1호기

○ 정부가 수립한 탈원전 로드맵에 반영된 원전의 축소 계획에 따른 2018~2029년까지 감소되는 

원전 발전량을 추정해 보면 총 378,308 GWh 만큼의 발전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됨.  

 -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계획설비와 폐지설비를 고려한 확정설비를 기준으로 추정

표 2-4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원전 발전 감축량 추정표 

구 분 원전 설비용량(MWe) 설비 제외기간(감축발전량 계산기간) 감축 발전량(GWh)

신규원전

신한울#3 1400 ‘22.12~29.12 (7년) 64,386
신한울#3 1400 ‘23.12~29.12 (6년) 55,188
천지 #1 1500 ‘26.12~29.12 (3년) 29,565
천지 #2 1500 ‘27.12~29.12 (2년) 19,710
신규 #1 1500 ‘28.12~29.12 (1년) 9,855
신규 #2 1500 제외(‘29년 12월에 계통편입) 0

노후원전

고리 #2 650 ‘23.08~29.12 (6년 4개월) 27,046
고리 #3 950 ‘24.09~29.12 (5년 3개월) 32,767
고리 #4 950 ‘25.08~29.12 (4년 4개월) 27,046
한빛 #1 950 ‘25.12~29.12 (4년) 24,966
한빛 #2 950 ‘26.09~29.12 (3년 3개월) 20,284
월성 #2 700 ‘26.11~29.12 (3년 1개월) 14,180
한울 #1 950 ‘27.12~29.12 (2년) 12,483
월성 #3 700 ‘27.12~29.12 (2년) 9,198
한울 #2 950 ‘28.12~29.12 (1년) 6,241
월성 #4 700 ‘29.02.~29.12 (10개월) 3,832

조기폐쇄 월성 #1 679 ‘18.1~22.11 (4년 10개월) 21,561
총합 37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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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의 지진 안전성 이슈 제기 

○ 2016년 9월 12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이하 9.12지진, 최대 5.8 규모)으로 인해 원전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짐. 

○ 9.12 지진 당시 원전에서 측정된 값은 모든 시설별로 설계기준값(0.2g)의 1/2 미만이었으나, 

월성 1~4호기는 응답 스펙트럼값이 수동정지 기준(지반가속도값이 0.1g이상이거나 응답 스펙트럼값이 이에 

상응하는 값 이상일 경우)을 초과하여 수동정지 되었으며, 원전 가동이래 대규모 지진대응 시스템이 

최초로 작동한 만큼, 국회지역주민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개선 요구가 표출됨. 

 -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지진이 유발된 단층 규명을 위한 정밀 지질조사 및 이에 근거한 설계기준 재평가, 대형지진에 

대한 대비책 등 안전대책을 요구

○ 9.12 지진 이후 원자력문화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2016년 원자력 국민인식 정기조사’ 결과 

9.12 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된 응답자가 38.9 %인데 비해 부산

울산경남 지역에서는 74.1%로 나타나 지진을 경험한 지역의 인식이 다른지역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9.12 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16.7%, ‘변화가 없다’ 44.4%

이며, 부산/울산/경남 외 지역에서는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답변이 40% 미만으로 나타나 전국적

으로는 지진이 원자력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지진이 발생한 원

전 인근 지역의 불안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12 지진 직후 실시한 전체 가동원전 안전점검 결과(‘16.12.5) 및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개선대책 마련하여 2016년 12월 22일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 (개선 대책)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내진보강 및 내진능력 정밀평가, 경주 방폐장 지진대응 안전성 

제고, 경주지진 단층조사 및 설계기준 재평가, 비상대응거점 확보, 비상대응역량 강화 등 지진

대응시스템 개선 등 6개 분야, 2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개선대책 23개 과제 중 ‘17.8월말 기준 9개 과제가 완료되어 종료되었으며, 진행 중인 14개 

과제는 ’21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완료 계획임. 

○ 또한 신고리 5,6 호기 건설관련 공론화 결과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지진 등에 대한 원

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바, 이를 근거로 정부는 9.12 지

진과 다수기 밀집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 우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의 원

전 안전성 논의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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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

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2018년 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며, 아울러 9.12지

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임. 

 - 또한 201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하여 사고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

지에 시범적용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힘. 

○ 정부의 이러한 지진 등 극한재해에 대한 원전 안전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원전의 안전 강화 및 비상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 

R&D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3.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안 대두 및 여건 조성  

○ 원자력 발전 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누증과 가동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포화문제가 

가시화 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 

 -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포화 관련, 국내 중수로형 월성원전은 ‘19년부터 포화가 예상

되고 경수로형 원전은 한빛고리(’24년), 한울(’37년), 신월성(’38년) 순으로 저장시설 포화 예상

표 2-5.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포화율 및 예상 포화년도

(’15년말 기준, 단위 : 다발)

구 분 저장용량 저장량 포화율 예상 포화년도

경수로

한  빛 9,017      5,693 63.1% 2024년

고  리 6,494      5,612 86.4% 2024년*

한  울 7,066      4,855 68.7% 2037년

신월성 1,046       129 12.3% 2038년

소  계 23,623     16,289 68.9% -

중수로 월  성 499,632    408,797 81.8% 2019년

연구용 하나로 1,032        502 48.6% 2028년

    * 고리1호기 영구정지(‘17.6), 부지내 이송 등 사정에 따라 포화년도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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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원전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누증 문제와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과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 까지 운영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함.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해 총 10개의 

권고안을 핵심내용 중심으로 발췌하면 ①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②지역지원방향, ③법제도 등 

3개 분야로 요약되며, 그 내용은 표 2-7과 같음

표 2-6.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관리방안

(사용후핵연료 관리 진행순서) ①지하연구시설*(URL) 부지선정(’20년) → ②처분실증연구 착수

(’30년) → ③처분시설 운영(’51년) 순으로 진행(권고 제3항)

지하연구시설 부지에 처분전보관시설을 건설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전부지 내 단기저장시설을 

설치·운영(권고 제5항)

지역지원방향

지하연구시설과 처분시설 입지지역에 ‘(가칭)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해당지역에 비용을 지불*

(권고 제4항)

   * 유관기관 유치와 처분지원수수료 납부,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의 형태로 추진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설치지역에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가칭)주민재단’을 설립·

운영(권고 제6항)

법제도

‘(가칭)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등 관계법률 제·개정(권고 제9항)과 단계별 기술개발계획과 규제기준 

마련·정비(권고 제7항)

‘(가칭)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 설립(권고 제8항)과 ‘(가칭)관계장관회의’와 ‘(가칭)관리대책 

추진단’ 구성·운영(권고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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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20 2030 2040 2051

단기저장시설 운영

부지선정 처분전보관시설 확보·운영

실증연구 착수 처분시설 확보

그림 2-6.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 흐름도

○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의 시작점

이 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내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에 착수함. 

○ 또한 2015년 11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일부 확보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었음.  

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2016년 7월, 제6차 원자력진

흥위원회 심의의결)

 - 해당 관리기본계획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정책, 발생현황과 전망,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 투자

계획, 국민이해증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칙 및 정책 방향 

○ (관리 기본원칙) 국가 책임하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신뢰 

확보, 지역사회와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

○ (주요 정책방향) 국민안전을 위해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절차와 방식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로드맵 제시

주민재단 설립
보관비용 지불

환경감시센터 설치
비용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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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 추진

 과학적인 부지조사와 민주적 방식에 의한 부지선정(약 12년 소요)

 부지확보 이후 중간저장시설 건설(약 7년 소요)과 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약 14년 소요) 동시 추진

    * 중간저장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원전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인허가용 URL에서 실증연구 이후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활용노력 병행

◈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지향하는 핵심 관리기술을 적시에 확보

◈ 관리시설 운영 정보의 상시 공개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 소통

그림 2-7.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추진 정책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주요 추진과제

○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부지선정 등 시설방식과 확보일정, 소요비용 산정, 관련 핵

심기술개발, 국민소통 등 추진

① 관리시설부지 확보

○ (기본방향) 국내외를 포괄하여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추진하되,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

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확보하는 방안 추진

○ (부지선정절차) 부적합지역 배제 → 부지공모 → 기본조사 → 주민의사확인 → 심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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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절차

단계 ①부적합지역 배제 ②부지공모 ③부지 기본조사 ④주민의사확인 ⑤부지 심층조사

소요연도 8년 4년

○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국제협력에 기반한 공동저장·처분 논의동향과 연구조사 등 국제공동

저장처분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② 안전성이 입증된 관리시설 적기 확보

○ (지하연구시설) 확정된 영구처분부지 내에 인허가용 연구시설*(Site-specific URL)을 건설운영

하고 동 시설을 영구처분시설로 확장

 - 또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Generic URL)을 관리시설과 별도로 건설하여 처분시설의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등을 위한 처분시스템 연구

 - ①연구용 URL 확보·운영(약 10년 소요) → ②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약 14년 소요) 순으로 

진행(국제공동연구 병행)

○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이 위치하는 부지 내에 중간저장시설 건설운영 추진하며, 안전한 

관리기술개발, 설계기술의 진전, 부피독성 저감기술 개발 추이 등 향후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설 추진

 - (저장 방식) 운영·확장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채택하는 한편, 건식저장시설의 유형(지상

건물형, 터널형, 구조물매립형, 지상용기형)은 탄력적으로 선택

 - (저장용량)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42,839다발, 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 664,637다발 등 약 

707,476다발

 - (추진일정) ①조사·평가(약 3년), ②설계(약 3.5년), ③인허가(약 2년), ④시공(약 5.5년) 등이 중첩 진

행되므로 약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영구처분시설) 심층처분과 다중방벽시스템을 우선 고려하고, 운영 중 회수가능성도 함께 고려

하면서, 심부시추공처분 등 대안연구도 국제공동으로 진행

 - (처분용량)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89,407다발, 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 664,637다발 등 약 

754,044다발

 - (건설계획) 처분부지내에 인허가용 URL을 건설하여 약 10년 이상 실증연구를 수행(약 14년 소요)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확장(약 10년 소요)

③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지속개발

○ 新한미원자력협력협정(‘15. 11월 발효)에 따른 파이로 프로세싱 등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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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준위방폐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적기 확보

 - (운반)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운반(특히 해상운전 안전성 확보)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기술 확보

 - (저장) 건식저장 관련 용기와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술과 건설·운영기술의 조기 확보와 관련 인

허가 획득(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용기 설계승인 획득) 추진 

 - (처리) 장기적으로 관리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저감 연구와 타당

성 입증 지속 추진  

 - (처분) 부지평가기술을 개발하여 부지선정과정에 활용하고, 지하연구시설(URL) 운영을 통해 영

구처분 안전성을 입증

④ 재원조달

○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총 소요재원은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생사업자 등이 방사성

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 

 - (징수규모)  부담금 징수금액은 향후 투자규모와 일치하도록 설정

 - (징수단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용을 검토하여 관리비용과 부담금단가 조정

  * 현재 부담금 징수단가 : 경수로형 다발당 3.2억원, 중수로형 다발당 1,300만원 ('13.6월 산정된 총투자비 

53.3조원 기준)

(3)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가칭)「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기로 하였음 

 - 해당 법률을 통해 부지조사, 예정부지 확정, 정보공개 등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규정할 예정임. 

○ 또한 법률이 제정되면 산업부 주도로 독립적인 실행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 부지조사선정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결자문위원회 기구로 (가칭) 관리시설

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부지조사, 적합성평가 등 부지선정 관련 주요사항, 유치지역 지원

원칙과 내용 등을 심의의결하고, 총리실과 산업부에 결과 제출를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할 예정임. 

○ 한편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한 5개년 계획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공론화를 통해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바, 기존에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

기물 관리기본 계획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제정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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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新한미원자력협력협정 발효 

○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조와 도움을 통해 원자력을 도입하면서 체결된 舊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1974년에 발효되어 2016년 3월 19일에 만료(2014년 2년간 단순 연장)가 다가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과거의 여러 조항을 개정한 新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시키고, 

2015년 11월에 신 협정이 발효됨. 

그림 2-8. 한 미원자력협력협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15.4.22, 연합뉴스)

○ 新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과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있어 제약이 되어오던 조항들을 개선시킴으로써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여러 장벽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1)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련 新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성과 

○ (모든 옵션 추진 기반 확보) 우리나라는 新협정(제8조, 9조 및 합의의사록)에 핵물질의 위탁재처리

(U+Pu 반환 포함)에 대한 장기동의 확보와 재활용 옵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장기동의 부여 체제를 

구축(파이로 미래시설)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을 확대하고 

향후 이러한 정책이 장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둠. 

○ (위탁재처리 장기동의 확보) 미국산 사용후핵연료의 위탁재처리를 위한 재이전*과 위탁재처리를 통해 

회수된 핵물질(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반환에 대해 건별 사전동의 방식이 아닌 장기동의를 확보함.

 - 이는 미국산 사용후핵연료의 해외 위탁재처리를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용

후핵연료 관리 방안 마련 시 위탁재처리도 하나의 옵션으로 가능하게 된 것임.

○ (안정적 R&D 추진 기반 마련) 新 협정(제9조 및 합의의사록)에서는 현존시설과 미래시설에서의 사용

후핵연료 조사후시험에 대해 장기동의를 확보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을 장기 예측가능하게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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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건별 사전동의 방식 상 모든 연구 내용과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개념에서 우

리나라의 관련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개념으로 바뀜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는 사용

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수송, 저장 및 처분하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핵연료 및 피복관 

건전성 평가 등을 위한 조사후시험 활동의 자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재활용 옵션 개발을 위한 파이로 미래시설 장기동의 부여 체제 구축) 한·미는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2020년 완료될 한·미 핵주기 공동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파이로의 전체 공정(미래시설)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장기동의를 부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한·미가 新 협정을 통해 파이로 전체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시설에 대한 장기동의 부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옵션 개발을 장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료주기 정책 추진의 자율성을 크게 개선

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음.

○ (사용후핵연료 관리 협력 조항 최초 신설) 미국이 체결한 협정 중 최초로, 저장, 수송 및 처분을 포

함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확실한 관리를 위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를 

고려한다는 조항을 명시함 

 -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수송, 저장 및 처분에 관한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는 물론 기술도 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위급위원회 설치를 통해 구체적이고 긴밀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협력 기반 구축) 특히, 한·미는 

고위급위원회 및 산하 ‘사용후핵연료 관리 협력’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상기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

- 한·미 양국은 고위급위원회 및 산하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협력’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수송, 처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실증 및 기술지원을 포함하는 관련 경험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해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경험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그림 2-9. 新 협정 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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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전 해체 기술 확보 필요성 대두

○ 인류가 원자력에너지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지 반세기를 넘기면서 노후원전의 해체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가동연수가 30년 이상된 원전이 전체의 60%를 넘으면서 본격적인 노후화 단계로 진입

함에 따라 향후 20~30년간 해당 원전의 해체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세계에서 가동중인 448개의 원자력발전소 중 가동연수가 30년 이상이 된 원전의 수가 270기로 

전체의 약 60.2 %에 달하며, 특히 원전을 조기에 도입한 유럽과 북미 선진국 중심으로 원전 노후화

비율이 크게 증대   

그림 2-10. 전세계 원전 가동연수 현황

그림 2-11. 국가별 노후원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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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또한 2017년 6월 18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됨에 따라 국내 원전의 해체 문제가 가시화 

되었으며, 국내 원전의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할 능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 

○ 또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노후원전의 계속운전 불허 방침에 따라 국내 원전의 해체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 역량을 배양하고 다가오는 미래 해체시

장을 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가동 중인 원전 중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 2 3 4호기의 설계수명은 30년, 나머지 원전은 40년이며, 

신고리 3 4호기 이후는 60년으로, 2038년까지 14기의 원전이 추가적으로 영구정지 될 예정 

표 2-8. 우리나라 원전 수명 만료일 현황

No 발전소명 로형 용량(MWe) 건설허가일
운영허가일

(최초임계일)
설계수명 설계수명만료일

1 고리 #1 경수로
587 ‘72.05.31

‘72.05.31

(‘77.06.19)
40년 ‘07.6.18

* 계속운전 승인('07.12.11), 허가기간('07.6.19 ~'17.6.18, 10년간)

월성 #1  중수로
679 ‘76.11.17 ‘78.2.15 40년 ‘12.11.20

* 계속운전 승인('15.2.27), 허가기간('12.11.21 ~ '22.11.20, 10년간)
고리 #2 

경수로

650 ‘78.11.18 ‘83.08.10 40년 ‘23.08.09
고리 #3 950 ‘79.12.24 ‘84.09.29 40년 ‘24.09.28
고리 #4 950 ‘79.12.24 ‘85.08.07 40년 ‘25.08.06
한빛 #1 950 ‘81.12.17 ‘85.12.23 40년 ‘25.12.22
한빛 #2 950 ‘81.12.17 ‘86.09.12 40년 ‘26.09.11
월성 #2 중수로 700 ‘92.08.28 ‘96.11.02 30년 ‘26.11.01
한울 #1 경수로 950 ‘83.01.25 ‘87.12.23 40년 ‘27.12.22
월성 #3 중수로 700 ‘94.02.26 ‘97.12.30 30년 ‘27.12.29
한울 #2 경수로 950 ‘83.01.25 ‘88.12.29 40년 ‘28.12.28
월성 #4 중수로 700 ‘94.02.26 ‘99.02.08 30년 ‘29.02.07
한빛 #3

경수로

1,000 ‘89.12.29 ‘94.09.09 40년 ‘34.09.08
한빛 #4 1,000 ‘89.12.29 ‘95.06.02 40년 ‘35.06.01
한울 #3 1,000 ‘93.07.16 ‘97.11.08 40년 ‘37.11.07
한울 #4 1,000 ‘93.07.16 ‘98.10.09 40년 ‘38.10.08
한빛 #5 1,000 ‘97.06.14 ‘01.10.24 40년 ‘41.10.23
한빛 #6 1,000 ‘97.06.14 ‘02.07.31 40년 ‘42.07.30
한울 #5 1,000 ‘99.05.17 ‘03.10.20 40년 ‘43.10.19
한울 #6 1,000 ‘99.05.17 ‘04.11.12 40년 ‘44.11.11

신고리 #1 1,000 ‘05.07.01 ‘10.05.19 40년 ‘50.05.18
신고리 #2 1,000 ‘05.07.01 ‘11.12.02 40년 ‘51.12.01
신월성 #1 1,000 ‘07.06.04 ‘11.12.02 40년 ‘51.12.01
신월성 #2 1,000 ‘07.06.04 ‘14.11.14 40년 ‘54.11.13
신고리 #3 1,400 ‘08.04.15 ‘15.10.30 60년 ‘75.10.29
신고리 #4 1,400 ‘08.04.15 ‘18.09 (예정) 60년 ‘78.09 (예정)
신한울 #1 1,400 ‘11.12.02 ‘18.05 (예정) 60년 ‘78.05 (예정)
신한울 #2 1,400 ‘11.12.02 ‘19.03 (예정) 60년 ‘79.03 (예정)
신고리 #5 1,400 ‘16.06.27 ‘21.03 (예정) 60년 ‘81.03 (예정)
신고리 #6 1,400 ‘16.06.27 ‘22.03 (예정) 60년 ‘82.0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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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향후 부상될 원자력 시설 해체시장에 대비하여 원자력 시설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

술을 확보하고, 고리 1호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2012년 11월 ‘원

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기로 함. 

 - 우리 정부는 핵심기술개발 계획 수립에 앞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해체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 

미·일·불 등 선진국 대비 약 70%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원자력 해체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로 38개 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 로드맵’을 작성함. 

○ 우리나라의 해체 기술이 아직 대용량, 고방사성의 상용원전 해체를 완벽히 수행할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해체에 대한 국내의 법령이나 규제제도 또한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해체시장의 선점을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과 국내 기반 조성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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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가별 원자력 연구개발 현황 

1. 미국 

○ 미국은 쓰리마일 사고가 발생한 ‘78년 이후 단 하나의 상용원전도 건설되지 않아 원전벨류체인

자체가 무너졌으며 규제기준의 강화로 민간전력시장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담보되기 어려

운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 온실가스 저감 기조 및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후환경으로의 변화, 

신재생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시스템 안전성 저해 등으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음

○ 미국은 가동 중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보장 및 민간전력시장 내 신규원전건설 생태계 재건, 미래 

원자력산업 헤게모니의 확보를 위해 원자력연구개발을 연방정부차원(미국 에너지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  

○ 각 목표를 위해 원자로 분야에서 크게 3가지 프로그램 ① 경수로의 지속가능성(Light water 

reactor Sustainability) ② 차세대 SMR 개발(Advanced Smaill Modular Reactors) ③ 차세대 

원자로 기술(Advanced Reactor Technologies)을 추진 중에 있음

○ (경수로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미국 에너지부는 2012년 2월 가동 중 원전의 경제성 및 안전

성을 확보코자 60년이상 수명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보완 및 이슈를 발

굴하기 위해 경수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Light Water Sustainability Program)을 발표하였으

며 현재는 원자로 개념 연구 및 개발, 실증(Reactor Concepts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내 하부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임

 - 본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산업계의 R&D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되며,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장기운전 시에도 건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 및 이에 대한 인허가를 위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함

 -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주요기기의 개·보수 전략, 성능향상, 발전소 운영허가 연장, 노후화 

관련 규제 및 감시 등의 쟁점사항 해결을 지원함

○ (차세대 SMR 개발) 미국 에너지부는 ‘12년 SMR의 상업적 건설 및 추진 지원을 위한 프로그

램을 처음 반영함. 본 프로그램은 경수로 기반의 SMR 2개 노형에 대한 설계 인증 및 통합 인

허가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며 ’17년 종료할 계획임

 - 본 인허가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2년부터 6년간 4.52억 달러를 SMR 상용화에 지원

� 이에 따라 2013년 6월 에너지부는 1차 지원기업으로 Babcock&Wilcox(이하 B&W)를 선

정하였으며 B&W의 자회사인 mPower에 SMR기술 개발 및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 5년간 

1억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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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DOE는 SMR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사업 2차 지원 대상 기업으로 

NuScale을 선정하고, NRC의 설계 승인을 획득한 이후 SMR 기술 지원 기금 중 4억5,200

만 달러를 기술 개발, 인허가, 상용화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2025년까지 SMR을 

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미국 원자력 에너지 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 이하 NEI)에 따르면 미국 내 

원전 설계사 및 운영사가 SMR의 성공적인 상업화를 위해 이른바 SMR Start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음을 발표하는 등 원자력산업계도 적극적으로 지원 중임

○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16년 5월 18일 미국 하원 에너지 및 통상위원회는 “개량형 원전로 

기술발전 법안”의 인준 ’17년 1월 에너지부의 차세대 원자로(Advanced Reactor) 개발 및 비젼

발표 등 더욱 경제적이며 안전성 및 핵확산저항성 까지 증대된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을 촉진 중

 - ‘16년 5월18일 미국 하원 에너지 및 통상 위원회는 ‘개량형 원자로 기술 발전 법

안’을 인준함

� 법안은 개량형 원자로 설계 및 건설 허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량형 원자로란 현존하는 원자로보다 더욱 발전된 기술로 설계된 원자로로, 더 안전하고 

연료 효율성이 좋으며, 신뢰성이 우수하고 핵 비확산에 기여하는 원자로를 의미하며 법리해

석 상 SMR 및 비경수로(Non-Light Water Reactor) 등이 개량형 원자로에 해당함

� 위 법안이 발효될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발효일로부터 270일 내 개량형 원자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규제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상·하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에너지부는 ‘17년 1월 차세대원자로 개발 및 배치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함

� (비전) 차세대 원자로가 2050년 경 안전성 및 경제성, 성능, 지속가능성, 핵비확산성 등의 

우위를 통해 미국과 전세계 원자력발전의 중요한 역할 차지 및 지속 증가

� (목표) 2030년대 초반까지 최소 2개의 비경수형 선진원자로(Non-light water advanced 

reactor)에 대하여 NRC의 인허가 검토 완료

� 목표달성을 위해 원자력기반강화, 기술개발의 리스크 제거, 관련 핵연료 주기 개발 규체제

제 수립 지원, 투자효율화, 인력개발 등의 6개 분야에 대한 전략목표를 제시하여 추진함

○ 미국은 자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위의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개발의 효

율적 달성 및 시장 내 리스크 저감을 위해 진흥 및 규제 법안을 정비 하는 등 적극적임

 - (법안) ‘16년 2월 29일‘원자력 에너지 혁신 역량법(Nuclear Energy Innovation 

Capabilities Act)’이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함. 본 법안은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

부문에게 정부의 연구시설을 제공하여, 신형원자로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신형원자로 개발의 불확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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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될 것으로 예상됨

 - (규제방향) NRC는 ‘16년 3월8일 개최한 연례규제정보회의에서 규제활동이 신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음

� 2016년 말 Nuscale가 SMR에 대한 설계인증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NRC는 이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Nuscale와 협력 중임

� 그뿐만 아니라 최근 NRC는 개량형 비경수로(advanced non-light water reactor) 기술

의 규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2. 중국 

○ 중국은 현재 39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18기가 건설 중인 세계 3대 원전 보유국으로서 현재 

100기 이상의 원전추가건설을 계획 중에 있음

 - 중국은 “제13차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16~’20년)”에 ‘20년까지 58기의 원전 가동을 목표로 함

○ 이런 급속한 원전 확대배경에는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내 에너지수급 안전성, 석탄화력발전 증

대에 따른 환경오염 심화, 해외 에너지의존성 심화 등의 문제가 있음

○ 원자력발전의 이용확대와 함께 원자력연구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

○ 중국의 원자력연구개발은 “독자개발과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원자로 국산화”를 기본방침으로, 주

요노형인 경수로는 프랑스와 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SMR인 ACP100 

및 소듐냉각고속로인 CFR600, 초고온가스로인 HTGR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확보 중

에 있음

○ 현재 운영 및 건설 중인 상용 경수로는 미국과 프랑스의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국영기업인 

CNNC, CGN, SPIC, SASAC가 주관하여 추진 중임

  - 현재 CNNC와 CGN은 각가 20기, 1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각가 8기와 7기를 건설 중임

  - SPIC는 4기의 원전을 CGN과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기를 건설 중임

○ 중국에서 가동 중 원전 중 2기를 제외한 모든 원전은 경수로형이며, 노형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CNP300을 비롯하여 프랑스의 M310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CNP600, CPR1000, 러시아의 

VVER1000이 있음

○ 또한 중국은 2007년 “원자력발전중장기발전계획”에서 3세대 경수로의 기술개발 추진을 결정하여 

미국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프랑스 AREVA의 EPR을 도입하여 건설 중에 있으며 두 노형을 

바탕으로 제3세대 원자로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CAP1000과 지적재산권을 갖는 CAP1400, 1700, 

ACPR1000을 독자개발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노형의 기술을 집약한 HPR1000을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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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향후 전세계 원자력산업 시장을 선도하고자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

한 원자로 타입에 대한 연구개발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음 

 - (다목적 일체형 소형 원자로) 중국 CNNC는 원전의 안전성 및 유연성, 다양성이 강화된 SMR을 

개발코자 2010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함

� CNNC는 SMR인 ‘ACP100’ 개발을 위하여 XNEC를 설립하였으며 ‘11년 Jiangxi Lingdu

시와 ’ACP100 프로젝트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실증 프

로젝르를 준비중 임

� 또한, XNEC는 CNNC의 산하기관인 CZEC와 ACP100 실증 프로젝트 주계약 협정을 체결

함. CZEC는 실증 프로젝트 사전준비와 수출준비를 담당

� 수출을 목표로 한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미국 등과 경쟁 및 협력을 추진 중임

 - (소듐냉각고속로) 중국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1992년 응용연구 완료 

이후 2011년 설계·실험·검증을 완료함. 이에 따라 실증을 통해 상용로 개발을 진행 중임

� SFR은 개발은 CNNC 산하의 CIAE가 담당하며, 1992년 응용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95

년 20MWe 규모의 실험로 CEFR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아 2000년부터 설하여 

2010년 7월 첫임계를 달성함

� CIAE는 2011년 6월 600MWe 규모의 실증로 CDFR 개발에 대한 2가지 계획을 발표하였

으나, 2013년 전면 재검토하여 실증로 CFR600과 상용로 CFR1000의 자주개발을 동시에 

추진

 - (진행파원자로) 중국은 CNNC가 2015년 미국 테라파워와 TWR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17년 합작회사인 Global Innovation and Nuclear Energy Technology Co., 

Ltd를 설립하여 TWR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함

 - (고온가스로) 중국은 1970년대부터 HTGR 개발을 시작하여 1986년 MOST의 ‘836계획“에 따

라 1995년 10 MWe의 HTGR을 착공하고 2000년 첫임계를 달성함. HTR10의 가동 실적에 따

라 ’06년 ‘원자력공업 제11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는 실증로 건설과 지적재산권을 갖는 상용로 

개발 착수를 표명하고 ‘12년부터 200 MWe 규모의 실증로인 HTR-PM 건설을 시작하여 ’18년 

현재 건설 완료하여 ‘19년 가동 예정임

 - (토륨용융염료) 토륨원자로는 토륨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우라늄233이 되어 핵분열하는 원리를 

활용한 원자로로, 중국은 1971년부터 CAS 산하의 SINAP가 5 MWe 규모의 원형로를 개발하

여 제로 출력임계 달성에 성공하였음. 1971년 말 시설에 폐쇄되 후 ‘11년 연구를 재개함

� 중국은 토륨 매장량이 풍부하며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독성을 

90&이상 절감할 수 있음

3.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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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원자력 발전정책을 확대하였으며, 유럽내에서도 에너지 독립수

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으며, 프랑스는 유럽내에서 저비요 저탄소 에너지 전력공급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 중임

○ 프랑스의 원자력 연구개발은 CEA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은 증감

을 반복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이상을 꾸준히 투자하고 있음

○ CEA에서는 상용원전연구, 핵연료사이클 연구, 차세대 연구로 개발 등, 차세대연구로 개발 등 원

자력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아래와 같음

○ (2세대와 3세대 원자로 연구) 현재 원자력 시스템의 한계를 입증하고 보완하여 에너지 효율 및 경제

적 이윤을 보장하는 원전 보강 및 운영허가 갱신 지원연구

 - 노심(Nuclear reactor core)안에서 초과된 구조재(structural materials)와 극단적인 조건 아래

에서 수행함. 연료 재충전 횟수, 사용기한, 정형과 같은 원자로 운용의 관리 등을 다룸

○ (핵연료사이클 연구) 2세대와 3세대 원자로의 연료 성과를 향상시키고, 4세대를 위한 혁신적인 연료를 

개발하는 것. 핵연료사이클의 각 단계는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유지되고 있는지, 우라늄으

로부터 최대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 수행

 - 연료사이클의 초기(Front-end): 우라늄광석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거나 우라늄의 질을 높이

기 위한 과정을 개선함(새로운 추출용매나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

 - 연료사이클의 후기(back-end): 시장변화에 따라 사용후 연료 처리기술에 적응하는 것. 폐기물

처리 연구를 하며, 핵분열 생성물의 분리, 변형, 유리화, 조절을 포함

○ (핵융합 연구) CEA는 핵융합 연구분야에 있어 국제적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

○ (미래원자로시스템 연구)  CEA는 제4세대 원자로인 ASTRID 프로젝트를 수행중에 있으며 상용 

소듐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개념 설계단계에 있음

 - ASTRID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 Papirus 플랫폼은 미래 원자로에서 나트류 사용을 단순화하고, 원자로의 작동을 최적화하

며, 투자와 운영비용의 통제, 안전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음

� Giseh 플랫폼은 일련의 유체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포함. 이는 원자력 발전소 중기 공급 설

비와 유압식 기계, 열수력학, 유동기인지동 분야의 수요와 관련된 핵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

� Cheops 플랫폼은 대규모 R&D 프로그램과 구성요소검증을 위해 설계된 일련의 거대한 나

트륨 시험루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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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가 원자력 R&D 계획

1.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15년 제5차 원자력진흥워원회의에서 의결된 본 정책(안)은 고리1호기의 안전하고 경

제적인 해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향후 도래할 원전해체 시장 대비를 위한 정책방향

과 과제를 제시코자 수립되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됨에 따라 고리1호기 해체 시급한 과제로 부상

�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임시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40년 간 가동 된 후 ‘18년 6월 

18일 영구정지됨

� 이에 따라 5년 간의 원자로 냉각기간을 거쳐 2022년 해체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계획임

   - 또한, 전세계적으로 가동 중 원전의 노후화로 2020년대부터 해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할 전망임

�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 원전은 1970년 후반~80년대 건설 가동되어 설계년수가 만료되는 

2020년부터 영구정지되는 원전이 급증할것으로 예상됨

   - 해체산업은 ① 규제산업 ② 불연속적인 시장형성 ③ 제염/해체가 핵심 ④실 적중심의 

시장 ⑤ 해체기업 공급망 구조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맞는 정책방향 

제시 필요

� (규제산업) 국가마다 그 특성에 맞는 해체 규제제도를 도입 및 운용 중임

표 2-9. 국가별 해체 제도 개요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원전

사업자
민영기업

공기업

(EDF)
민영기업

공기업

(한수원)

해체

재원

부담

규모 7,000 - 4,856 8,590 9,590 6,437

관리
민간펀드

(Trust Fund)

공적펀드

(NLF)
펀드 원전사업자(충당부채)

해체

주체

책임 원전사업자
정부

(NDA)
공기업 원전사업자

실행
해체전문기업

(美)EnergySolutions, (영)AMEC (佛)AREVA (獨)Siempelkamp 등

법령근거
Title 10, Code of 

Federal Regulation

Nuclear 

installations 

Act

원자력

안전투명법

(TSN Law)

Atomic Energy 

Act

Nuclear Fuel 

Material and 

Reactor Acts

원자력안전법/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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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속적인 시장) 국가별 해체정책과 원전사업자의 해체재원 조달여부 등에 따라 해체시기

가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높은 불연속적인 시장임 (현재 영구정지원전 150기 중 단 19

기만 해체가 실행되었음)

� (제염/해체 단계의 높은 비중) 해체공정 중 제염/해체 공정은 매출에선 36%를 비중을 차지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임

 표 2-10. 원전해체 매출구조

구분 설계·관리 제염·해체 부지복원 폐기물 처리

매출비중 28 % 36 % 10 % 26 %

� (실적중심의 시장) 현재 선진국 내 해체시장은 해체실적과 경험이 있는 10여개의 대형 해체

기업 및 200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표 2-11. 주요 해외 해체기업

주요기업 매출 인원 비고

AREVA(佛) 9,240 M€ 45,000
핵주기 전반 및 원자력컨설팅 서비스

(영국) Sellafield 해체사업 수행중

AMEC(英) 3,974M￡ 28,687
오일, 가스, 원자력 등 종합에너지회사

(영국) Sellafield 해체사업 수행중

Energy

Solution(美)
1,840M$ 4,950

美최대 방폐물처리 및 해체공정 회사

英 Magnox 원전 해체사업 중

Zion원전 해체전담회사 : Zion Solution

ONET(불) 1,435M€ 57,888

엔지니어링, 폐기물처리, 제염/해체

(프랑스) 브레닐리(Brennilis)원전 해체를 NUKEM(獨)과 

컨소시엄 수행  

Siempelkamp(獨) 113M€ 632
오일, 가스, 원자력 등 종합에너지회사

(영국) Sellafield 해체사업 수행중

  

� (해체기업 공급망 구조) 해체 프로젝트는 해체수행경험이 있는 몇몇 대형기업을 중심을 콘

소시움을 형성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행. 콘소시움 내 기업은 수주된 프로젝트의 일

부·특수 공정에 참여함

  ○ (정책적 시사점) 본 정책(안)의 수립 배경과 현재 해체산업적 특징을 반영하여 크게 3가지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 잠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큰 

틀의 해체전략과 정책방향 

� 해체를 위한 제도 및 정책방향 제시하고 국내 해체역량확보를 통해 ‘30년 이후 해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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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도모

   -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 인프라 기반 강화

� 국내 원전의 안전한 해체와 전세계 해체산업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장비, 인력 등 

종합적 인프라와 해체산업생태계 육성·활성화

   - 국내역량 축적을 전제로 긴 호흡에서 글로벌시장 진출 모색

� 국내기업의 고리1호기 해체 참여를 통해 해체수행경험 축척과 국내외 해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체네트워크 구축에 주력

  ○ 위의 정책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민안전과 경제성장 확보를 토대로 미래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해체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설정 및 추진전략을 수립함

   그림 2-12. 해체산업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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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전략에 맞춰 7개의 추진과제와 14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음

   - [① 해체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해체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해체산업의 불확실성 제거

� (해체전략 제시) 원전 영구정지 이후 대개 20년 전후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즉시해체

(Immediate diamantiling) 전략 추진

� (해체계획 마련) 고리1호기 해체준비를 통해 국내에 적합한 해체공정설계, 기술, 실행방식 

등 해체계획 마련

� (해체실행) 현행법상 해체실행 주체인 한수원이 고리1호기 해체 전반 담당 및 산업육성 / 

안전성과 경제성을 조화롭게 실행하는 체제 마련 / 해체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경주 

중 저준위 방폐장 천층처준장을 ‘19년말까지 확보

   - [② 해체개발 선도 프로젝트 추진] ‘21년까지 96개 해체기술 확보, ’30년대 고리1호기 

해체 완료시점에 고도화 달성, 핵심 해체장비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 (국제경쟁력을 갖는 기술개발 추진) 해체실용화기술 단계에 따라 종합적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및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해체핵심기술 개발

� (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구축) 해체핵심기술 실증 등을 위한 “원자력시설 해체종합연구센

터” 구축

� (핵심 해체장비 기술개발 : 4대장비와 해체서비스 연계) 산업계의 해체장비개발 수요조사 

추진 및 경쟁력제고와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장비 개발

� (국제 기술협력 강화) 국제기구(IAEA, OECD/NEA 등)를 중심으로 정기적 교환회의 개최를 

통해 인력 및 정보교류 / 영-미-일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 [③ 해체산업 수요에 대비한 인력양성] 해체인력에 대한 정확한 수급전망을 통해 산업

계 수요에 맞는 인력자원 확보기반 마련

� (인력 수급전망) 해체산업계를 대상으로 인력수급 통계 및 교육수요조사 등을 통해 해체인

력 수급전망 수립

� (정규교육확대) 기존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를 대상으로 해체 전문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

하고, 2개 센터 추가 선정 추진

� (인력 재교육) 원전구조에 해박한 기술인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기존 운영인력을 해체인력으

로 재교육하는 방안 추진

� (전문인력 단기양성) 한수원, 해체기업 등 인력 200명을 우선대상으로 ANL, CEA 등 해외 

해체전문연구소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 [④ 시장수요와 제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 정비] 원전해체 안전성 확보 및 

시장요구에 제도가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방향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초기시장 창출) 원전해체시장의 불연속적 특성을 감안하여 해체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

장기회 창출 및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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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가능성 제고) 해체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업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

책과 제도 마련

   - [⑤ 해체산업 생태계 조성] 해체관련 기관 집적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체공급망

(Supply Chain)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중장기적으로 해체산업 구조화 유도

�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원전해체를 포함한 후행핵주기 전반의 역량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으로 관련시설을 집적하는 산업집적화단지 조성 검토

� (해체산업 네트워크화 유도) 해체산업 현안 및 방향설정, 정보교환을 위한 “원전해체산업협

의회(가칭)”구성

� (해체실행) “원전해체산업협의회(가칭)”을 중심으로 해외전문기업 및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

   - [⑥ 해체산업의 글로벌 진출] 축척된 국내역량을 바탕으로 엄밀한 시장조사를 거쳐 2030

년대 이후 전문기업의 특화분야 진출 등 단계적 진출 모색

� (해외 해체시장 진출 기반 구축) 국가별 상이한 해체산업구조 조사·분석 및 시장 진출을 위

한 전략과 지원방안 마련전해체를 포함한 후행핵주기 전반의 역량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시설을 집적하는 산업집적화단지 조성 검토

� (해체산업 네트워크화 유도) 해체산업 현안 및 방향설정, 정보교환을 위한 “원전해체산업협

의회(가칭)”구성

� (해체실행) “원전해체산업협의회(가칭)”을 중심으로 해외전문기업 및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

   - [⑦ 범부처적 협력체제 구축·가동] 해체산업 육성정책 추진동력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2.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안)

○ ‘16년 제6차 원자력진흥워원회의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저감기술 개발을 위해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사용후핵연료 관련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와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본격적인 사용후핵연

료 부피·독성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환경 마련 필요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할 전망임

○ 본 기술개발은 연소를 통해 고독성·고방열 방사성물질을 저감하여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감소, 관리기간 단축 및 처분면적 축소를 목적으로 함

   - 본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내 물질(고독성이며 장반감기 물질, 고방열이며 단반감기 물질, 

우라늄, 기타단반감기 핵분열생성물)별 차별화된 관리를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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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2. 사용후핵연료 내 물질별 관리방안

사용후핵연료 내 물질 관리방안

고독성·장반감기 고속로에서 연소

고방열·단반감기(30년이하) 장기저장 후 처분

단반김기(300년이하) 직접처분

우라늄 고속로 등에 재사용

○ 본 기술은 타 기술에 비해 사용후핵연료 처분면적 저감에 더욱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국

토가 좁은 한국적 특수성에 적합함 기술임

 표 2-13.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별 최종처분장 면적 비교

관리정책 내용 최종 처분면적 감축효과

직접처분

(Open fuel cycle)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후 직접처분

고방열 핵종과 장수명 악티나이드 

핵종이 포함되어 대규모 처분면적 필요1)

부분 재활용 후

처분

(Partially closed 

cycle)

사용후핵연료 내 우라늄과 

플루토늄(Pu239)을 각각 분리해서 

경수로용 핵연료(MOX)로 재사용

MOX핵연료는 경수로용 핵연료로 한번 

사용 후 직접처분

 *Pu240 다량 생성으로 핵연료로 재사용 

시 중성자 효율 저하

직접처분 대비 약 30∼40% 처분면적 

감소효과

부피·독성저감 후 처분

(Fully closed  cycle)

사용후핵연료 내의 고독성 핵종인 

TRU를 습식 혹은 건식 처리하여 분리해서 

고속로용 핵연료(TRU금속핵연료)로 재 

사용

사용후 TRU핵연료는 건식처리 후 

반복적으로 고속로용 핵연료로 재사용

직접처분 대비 약 1/100의 처분면적 

감소효과2)

○ 원전개발 주요국들은 플루토늄·우라늄 재사용을 위한 습식재처리와 고속 증식로 기술개

발을 추진 중에 있음

   - (러시아) 플루토늄 이용을 위한 고속로 개발 이용 선도국가

        소듐냉각고속로 실증로(800㎿e) 완공(‘14), 상용로(1200㎿e) 건설 계획(‘20년대 중반)

   - (일본) 습식 재처리와 고속로를 연계한 플루토늄 재활용 정책 전개,  최근 ‘몬주’ 고속

로는 폐로가 결정되었으나 프랑스 고속로 사업 참여 등 고속로 연구개발은 지속      

   - (인도) 적극적으로 플루토늄·토륨 자원 활용을 위한 고속로 개발정책 추진

       실험로(FBTR, 45㎿t, ‘85)에 이어 원형로(PFBR, 500MWe, ‘15)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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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러시아 모델의 고속로 실험로(20㎿e) 완공(‘10) 이후 독자적으로 실증로

(CDFR 600㎿e, ’23) 및 상용로(CCFR 1000㎿e, ‘30) 건설 계획

       민수용 습식 재처리공장을 프랑스로부터 도입(‘30년 완공) 예정

○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저감 기술개발은 개념설계 완성 및 일부 기술 입증하였으며 향

후 국내외 현안 대응 필요

   - (기술개발 동향) 파이로타당성 한미 공동연구, TRU핵연료 제조기술, 소듐냉각고속로 

설계 및 폐기물처분시스템 개념설계 등 수행

   - (기술개발 현안) 국제적으로 파이로기술의 핵비확산성을 확보하고 국내적으로 인허가 

획득, 부지·재원 확보 등 대책 필요

� (파이로 타당성) ‘20년까지 한미 간에 파이로의 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 수용성에 대한 

한·미간 공동결정(합의)가 전제외어야 파이로 후속프로그램(종합파이로 건설 등) 추진 가능

� (고속로 인허가) 고속로 대상 인허가 기준·경험 등의 부재로 기술개발이 진전되더라도 목

표달성(‘20년 설계인가 획득 등) 불투명

� (부지·재원) 기술실증을 위한 대규모 실증부지와 소요예산 필요

  ○ 위의 현안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저감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최소화”라는 비전

설정 및 추진전략을 수립함

비전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저감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 최소화

목표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처분면적 및 관리기간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

핵비확산성 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

  ◈ 파이로타당성 입증, 4세대고속로 개발 및 폐기물 처분 효율성 제고

     ‘20년까지 파이로타당성 입증에 전념 및 대규모 실증 투자 최소화

국제적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

  ◈ 한미 공동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GIF와의 협력 강화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기반 및 체계 구축

  ◈ 부지 조성계획 마련, 인허가 신청 및 추진체계 개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정책결정 기술개발 법제화, 신규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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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전략에 맞춰 4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 [① 핵비확산성·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파이로기술의 핵비확산성 입증에 전념,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독성물질 연소 및 처분기술 

지속 개발

� (파이로처리) 사용후핵연료 내 플루토늄 단독 분리가 어려운 파이로 건식처리기술의 핵비

확산성 입증 전념

� (핵연료제조 고속로 개발) 사용후핵연료 내 고독성물질(TRU) 연소기술 타당성 입증과 

전력생산 병행을 통한 경제성 제고효과 검증

� (폐기물 처분) 파이로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방열·단반감기 방사성물질 처분기술 개발

을 통해 폐기물 처분 효율성 향상

   - [② 국제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 미국과의 공동연구, 국제원자력기

구(IAEA) 및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협력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투명

성과 신뢰성 확보

� (한 미 협력) 한미 공동연구를 통한 파이로기술 타당성 입증 등 기술개발의 투명성 신

뢰성 증진

� (한·IAEA 협력)  IAEA와 공동으로 파이로 관련시설의 안전조치 기준 마련 등 기술개발

의 투명성 확보

� (GIF 협력)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의 소듐냉각고속로 협력약정 체결국과의 

기술개발 협력 확대 검토

   - [③ 기술개발 실증을 위한 기반 및 체계 구축]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부지 조성계획 

마련, 관련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및 실증시설 7구축 단계에 적합한 추진체

계 전환 등

� (부지 조성계획) 파이로시설, 소듐냉각고속로 등 미래원자력시스템, 필수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최적의 부지조성 청사진 마련

� (인허가 신청)  고속로 등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원형로, 실증로 등)에 대한 설계인가 제

도 신설 노력과 함께 현행 상용원전 적용 인허가(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등) 신청 병행

� (추진체계) 현행 기술개발 단계의 사업단 체계에서 실증사업 추진에 부합하는 추진체계로 

전환(한미 타당성 공동결정 이후) 및 평가단 운영

   - [④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법·제도 마련]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결정 절

차 방법, 기술개발 내용 등을 법제화(원자력진흥법 개정)

� (정책결정) 현행 원자력안전법(제35조 제4항)에 명시된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결정에 관

한 조항을 원자력진흥법으로 이관

�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수행하도록 관련법령(원자력진흥법 

등)에 명시

� (재원확보) 정부주도의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관계

부처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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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진흥법」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원자력 이용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자력 이용·진흥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며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함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급변하는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분석 및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2017~2021년 5년간의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함

   - 특히, 본 계획은 미래부외교부산업부가 공동 수립하여 관계부처의 소관사항 추진계획

이 상호 연계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함

   - 또한,  전문가, 일반인 등의 토론회, 공청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지향적

이고 소통하는 양방향 계획을 수립함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을 통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장기비전 하에서 ‘21년 목표인 “국민의 신뢰하에 미래를 준비하

는 원자력역량확대” 달성을 위해 8대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함

표 2-14.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8대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4대 목표 8대 정책방향 중점 추진 과제

국민
안심

1. 최상의 원자력 안전 확
보 

1-1. 복합재난 및 사고위험의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1-2. 원전 안전 및 운전 신뢰도의 지속적 향상
1-3. 국민이 신뢰하는 방사선 안전 및 방호체계 확립

2.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 
및 원전 사후 처리 기반 적

기 구축

2-1.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적기 확보
2-2. 환경친화적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기술 확립
2-3.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육성

미래
 경쟁력

3.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3-1. 신기술 융합·접목을 통한 새로운 원자력 영역 개척
3-2.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원자력기술 확산

  4.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
4-1. 원자력 인력양성 및 인력수급 컨트롤 타워 구축
4-2.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원자력R&D 혁신체제 구축

도약
성장

5.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5-1. 원전산업 생태계 조성·확장
5-2. 원자력수출 포트폴리오 완성 및 수출지원 개선

6. 방사선 이용 개발의 부
가가치 증대

6-1. 방사선 원천기술 확보
6-2. 방사선 의료·바이오 신시장 창출
6-3. 방사선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 확대

소통
협력

7. 소통에 의한 원자력 정
책 추진

7-1. 원자력 정책에 대한 소통상생협력 전개
7-2. 원자력 갈등관리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운영

8. 국제사회 기여 확대 및  
리더십 확보

8-1. 국제 원자력사회 기여와 역할 확대
8-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체계 구축
8-3.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인프라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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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1] 최상의 원자력 안전 확보

   - (1-1. 복합재산 및 사고위험의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지진 및 대형산불 등 극한재해

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조치 개선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험성 배재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코자 함. 또한,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테러(물리적·사이버)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보안 및 방호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지진 등에 의한 극한재해 비상대응 능력 향상) ① 원전 비상대응 능력 강화 및 정밀점검

(Stess Test)확대 추진 ② 원전 안전관리 강화조치(원안위, ‘15.6)의 철저한 이행

� (극한환경하의 중대사고 배제 및 완화기술 개발) ① 원전 중대사고 대응 및 심층방어 강

화 및 원천기술 개발 ② 방사성물질 무 방출(Zero-release) 구현을 위한 피동안전개념 

및 중대사고 배제기술 개발

� (원전 보안·방호 역량 강화) ① 물리적 방호설비 성능과 유효성 평가 및 개선 ② 사이버

보안사고 예방·대응 및 복구체계 구축

   - (1-2. 원전 안전 및 운전 신뢰도의 지속적 향상) 원전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을 위한 제도 구축 및 현안해결

� (원전 안전 선진 운영체계 구축) ① 원전 안전·투명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이행 ② 주요 원전설비에 대한 선제적 교체, 유지·보수 체계 강화 등을 통한 고장·정지 

최소화

� (원전운영 기술현안 발굴 및 적기대처) ① 원전 핵심설계코드 고도화 및 고유화 ② 기기·

구조물 상시 안전점검 및 고장예방 기술개발

� (가동원전의 안전성 및 운전 신뢰도 증진 기술역량 강화) ① 주요설비·부품의 열화 평가, 

건전성 및 신뢰성 향상

   - (1-3. 국민이 신뢰하는 방사선 안전 및 방호체계 확립) 원전 지역 주민 뿐만 아닌 시

민들의 원전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 추진 

� (원전지역 방사선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실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역학조사 대상지역 

확대(원전운영지역→원전 건설 및 건설예정 지역 등)에 따른 주민·종사자의 역학통계 구

축 ② 역학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신뢰성 확보

� (국가 방사선 재난 대응역량 확충) ① 다중시설에서의 방사선사고·테러 발생 대처능력 확

충 ② 방사선재난 유형별 연계 최적 대응체계 확립

� (윢상·해상·공중 연계 복합 환경감시 체계 확립) ① 국내 환경특성을 반영한 환경해석 코

드 개발 ② 인접국 방사선사고 신속탐지·대응 체계 강화

  ○ [정책과제 2]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원전 사후처리 기반 적기 구축

   - (2-1.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적기 확보)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활용

을 위해 사용후해연료 관리기반기술 및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장 확충 적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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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책임 하에 사용후핵연료 최적관리를 위한 다양한 옵션 개발) ① 국제 핵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는 선택가능한 기술적 방안 개발 ② 최적관리방안(직접처분 또는 처리 후 

처분 등) 원자력진흥(위)에서 결정

� (안전성이 입증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적기 확보) ① 원전부지 외부에 필요한 

관리기술은 동일부지에 설치하는 방안 추진 ② 5차 계획기간(‘17~’21) 내 부지선정 절차 

착수 추진 ③ 당면한 저장문제 해결을 위해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확충 추진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충) 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건설사업 완

성 ② 원전 외 발생 폐기물 유형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 및 관리방안 수립

   - (2-2. 환경친화적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기술 확립)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운반·저장 및 부피저감, 영구처분의 전분야 기술 개발 추진

�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기술 개발) ① 사용후핵연료 안전한 운반을 위한 관련기술 확보 

②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및 운영기술 확보·인허가 추진 ③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

준시스템 개발 추진

�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독성 및 부피감소 등 처리기술 개발) ① 사용후핵연료 관리 인허가 

데이터 생산을 위한 관련 기반 구축 ② 한·미 공동의 건식처리기술(파이로) 타당성 확인

(‘20) ③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저감을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④ 실증단계별 추

진체계 정립 및 제도화

� (환경과 격리시키는 영구처분기술 개발) 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처분시

스템 개발 ② 적기 영구처분을 위한 관리기술 및 대안기술 개별 병행

   - (2-3.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육성)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 및 향후 

해체수요를 대비한 해체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 

� (고리1호기를 국내 원전해체 모델로 정립·활용) ① 즉시해체(Immediate Dismantling) 

방식 추진 ② 원전사업자(한수원) 중심으로 해체 세부계획을 수립 후, 전문기업을 활용하

여 해체 추진

� (국제 경쟁력을 갖는 해체기술 개발 선도 프로젝트 추진) ① 해체핵심기술에서 실용화기

술로 이어지는 종합 기술개발 로드맵에 른 개술개발 중점 추진 ② 산업계와 협업 하에 

해체 핵심장비 개발 및 해체현장에 직접 활용

� (미래 글로벌 해체시장 형성에 대비한 해체산업 생태계 조성) ① 해체시장의 불연속적 특

성을 감안하여 산업체의 시장진입유도를 위한 초기시장 기회 창출 추진 ② 해체역량 강

화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체산업 집적화 검토

  ○ [정책과제 3]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 (3-1. 신기술 융합·접목을 통한 새로운 원자력 영역 개척) 원자력과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및 원전 기술경쟁력 향상 추진

�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신기술과의 적극적 융합 도모) ①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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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딩, 로봇 등 신기술과의 접목으로 원자력 기술의 파괴적 혁신 도모 ② 첨단 계산과

학(Computational Science)에 기반을 둔 가상원자로(Virtual Reactor) 개발

� (원자력 기초·기반연구 및 실증역량 선진화로 산업경쟁력 향상) ① 핵자료 생산, 소재개

발, 해석 체계, 실증 등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 추진 ② 상용 경수로에서 개발되는 안전

기술을 제4세대 원전으로 확장

� (미래사회 수요전망에 기반을 두는 중장기적 기술역량 확보) ① 극한 환경, 온실가스 감

축 등 미해 수요 대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  ② 북극항로 개척, 오지 및 해양·해저 자

원개발 분야의 에너지원인 ‘해양원자력시스템’ 개발

   - (3-2.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원자력기술 확산)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전력원으로

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및 타 청정에너지원의 보조기술로서 역할 재정립

� (가동 원전의 이용율 증진 및 신규원전 건설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① 안

전한 원전 정비체계 구축, 부품 품질관리 및 검증기술개발, 국내외 규제요건 변화에 선

제적인 대응 등 ② 적정 원전 비중 유지를 위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건설 

추진 ③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 노력 전개

� (수소자동차 등 수소경제에 대비한 안정적 수소 공급 역량 확보) ① 대량의 수소를 경제

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구축

� (미래 중소형 원전시장 대비를 위한 소형로(SMR) 혁신요소기술 개발) ① 기 개발 소형로

(SMART)를 기반으로 안정성, 경제성, 지속가능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차세대 소형원자

로에 적용할 혁신기술 개발

  ○ [정책과제 4]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

   - (4-1. 원자력 인력양성 및 인력수급 컨트럴타워 구축) 원자력 분야별 인력개발을 통

한 전문역량 및 국제교육역량 강화 추진

� (원자력 인력수급 통합조정 기능 강화) ① 원자력 전문인력 수급계통 내실화 및 부처 통

합 인력수급계획 수립 ② 국내 원자력 교육훈련기관간 기능 및 역할 정립, 네트워크를 

통한 운영 극대화

� (전문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공급) ① 고급인력을 위한 특성화 및 다 학제적 교육, 

실무형 인력을 위한 기업-대학 연계프로그램 등 맞춤형 양성프로그램 시행 ② 종사자 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고 경력 전문 인력 활용·관리체계 구축 ③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시설 활용을 연계하는 전략성 강화

� (국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① 원전산업 전 분야에 걸친 국가역량 표준 개

발 및 활용 ②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개도국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지원

   - (4-2.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원자력R&D 혁신체제 구축) 혁신적 아이디어의 발굴·기

획·평가·사업화를 위한 원자력 R&D 추진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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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및 한계 돌파형 연구개발 지원체제 강화) ① 추격연구(Fast Follower)에서 창의

성을 기반으로 하는 선도연구(First Mover) 중심으로 전환 ② 시스템 개발·인력양성·비지

니스 등의 성과창출을 선도하는 원자력연구개발 스타프로젝트 기획·발굴

� (R&D 혁신을 유도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기획·평가체계 운영) ①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를 

반영하는 개방형 기획 강화 ② R&D 생산성을 제고하는 혁신적 평가체제 도입

� (기초기술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연계·협업체계 강화) ① 기초·원천기술에서 실

용화 연구까지 연계하는 부처공동 연구기획 활성화·운영 ② 연구개발 주체간의 효율적 역

할분담을 위한 맞춤형 기획 추진

  ○ [정책과제 5]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 (5-1. 원전산업 생태계 조성·확장) 국내 원자력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시장창출·공급망 개선 등 전범위 지원체계 강화

� (국내 원전 기자개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 ① 국내 원전 기자재 산업 생태계의 자

생력 강화 ②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지원 및 원전산업 역량 강화 ③ 국내외 판로개척, 

해외공급사 및 발전사 벤더 등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 ① 원전부품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참여 

확대 유도 ② 전문중소기업 중심의 해외의존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공급망 구축·활용) ① ICT를 활용한 원전기기 맞춤형 공급망 

구축 및 정착화 ② 품질 유자격 공급자의 유지·관리 강화

   - (5-2. 원자력수출 포트폴리오 완성 및 수출지원 개선) 수출노형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시장대응역량 강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선 추진

� (수출노형 경쟁력 제고 및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① 시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전력망을 고려한 수출 노형 경쟁력 강화 ② 지역·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전개 ③ 다양

한 품질·안전기준 대응을 위한 수출주력 원전(APR1400)의 국제 인증 추진

� (연구로 국제경쟁력 제고 및 단위기술 대상의 틈새시장 개척) ① 다양한(용량, 용도 등)해

외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구로 공급 추진 ② 연구로 관련 이용성비, 파생기술 수출 추

진 ③ 핵연료, 원전 기자재, 서비스 용역 수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① 해외 원전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다양

한 비즈니스 모델 강화 ② 원전 수출 재원조달(Financing)능력 확충과 비즈니스 기능 강

화

  ○ [정책과제 6] 방사선 이용개발의 부가가치 증대

   - (6-1. 방사선 원천기술 확보) 방사선 기반의 다양한 융합기술 연구개발 추진하여 신

규원천 기술 개발 및 신규 시장 창출 지원

� (동위원소 안전공급체계 구축 및 기술경쟁력 확보) ① ‘국가 동위원소 네트워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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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동위원소 공급 안정화 도모 ② 동위원소 신산업 창출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강호

� (이종분야 간 기술융합을 통해 방사선 응용산업 육성) ① 생명공학, 소재, 환경, 육종 등 

분야 간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② 중성자 및 양성자 과학기술을 통한 소

재·분석분야 응용산업 확대

� (세계 방사선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유망기술 확보) ① 고부가가치의 보안검색 시스템 

및 방사선 영상기기 산업화 ② 시장성과 국제경쟁력이 확보된 수출주도형 방사선 기기 

개발

   - (6-2. 방사선 의료·바이오 신시장 창출) 방사선을 활용한 신약 및 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 삶의질에 기여

� (방사선 의료기술 실용화 및 신약산업 성장 기반 고도화) ① 방사선 관련 신약개발을 위

한 건주기 지원시스템 확립 ② 기초연구성과와 비임상·임상연구간 연계를 강화하고, 의

료기간·기업체·대학의 실용화 연구협력 촉진

� (융·복합 첨단 방사선 치료기술 개발) ① 방사선 의료산업 기반제공을 위한 방사선 생명·

의과학 원천 기술 확보 ② 고정밀 저피폭 방사선 치료기술 개발 및 신뢰도 증진방안 마

련 ③ 신약 재창출 등을 통한 방사선 치료효과 증진 의약품 개발

� (질환 맞춤형 방사선의약품 신약 개발) ① 고령화 사회 중증질환 조기진단 및 임상수요형 

방사성의약품을 개발 ② 질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기능 방사성의약품 개발

   - (6-3. 방사선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 지원) 방사선 기술의 활용한 신시장 창출을 위

한 정책·인프라 지원 및 인력양성, 기업 지원 등 지원체계 확립

� (방사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도 제고) ① 대형 방사선시설의 성공

적 구축 및 지역거점별 기능 전문화  ② 구축되는 대형시설의 안전운용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전략적 성과 창출

� (방사선 정책기획 기능 강화 및 기술개발 사업구조 개편) ① 방사선 산업의 정책방향 및 

발전방안 수립 등의 정책기능 확대  ② 기술 융합 및 성과확산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연

구개발사업 재편 추진

� (방사선 산업현장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업지원 확대) ① 산업 트랜드·수요를 고려한 실무

능력 중심의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② 방사선 기술·제품의 수출지원 및 지원체계 강화

  ○ [정책과제 7] 소통에 기반한 원자력 정책 추진

   - (7-1. 원자력정책에 대한 소통·상생 협력 전개) 원전 정책 수립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참여와 합의점 도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통·상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①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개

선 ②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책이 가는 방향으로 지원제도 개선·보완 ③ 지역주민과 함

께하는 원자력정보 생산·유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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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운영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등 대국민 소통 강화) ① 원전운전과 처분시설 운영에 

따른 발전량, 방사선폐기물 등 현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② 원자력정보 사이트 구축을 

통해 어렵고 전문적인 원자력, 방사능 관련 원리 및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시각화·도식화

하여 제공

   - (7-2. 원자력 갈등관리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운영) 갈등관리를 통한 원자력사회적 

비용 저감 대책 수립

� (다양한 원자력 정보 콘텐트 개발 및 공유 확대) 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상별 차별화된 

정보 유동체계 구축  ② 중립적이로 전문적인 인사·단체를 통한 정보공유 강화

� (원자력관련 주요 정책의 소통 확대) ① 원자력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국민이 쉽게 참

여 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추진 

� (원자력 소통·정보공유 체계의 지속적 개선) ① 원자력 관련 학회·협회 등의 대국민 소통

기능 활성화,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소통채널 구축·운영 ② 원자력 입지지역의 이해 제고

를 위해 기관·지역주민과 ‘지역소통협의체’를 운영 ③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제공 활동 

강화

  ○ [정책과제 8] 국제사회 기여 확대 및 리더쉽 확보

   - (8-1. 국제 원자력사회 기여와 역할 확대) 원자력 모범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국제

원자력사회 선도 및 기여 확대

� (원자력의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 ② 원자력기구(OECD/NEA) 등 여타 

국제기구의 기여 및 역할 증대

� (국제 핵 안보 및 핵 비확산 체제의 선도적 역할 강화) ① 핵안보·핵 비확산 관련 다자

협의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제사회 견인 역할 주도 ② 핵 안보·핵 비확산 선진기술 

개발 및 국제적 공유 노력 선도 ③ 핵 안보· 핵 비확산 문화 확산 및 대중적 인식 제고

를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

   - (8-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체계 구축)  국내 원자력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해 국제원자력환경의 현안 해결 및 협력체계 구축

� (다자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원자력 레집의 리더쉽 제고) ① 부처별 협력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우리의 다자 원자력 자산 강화 추진 ② 원자력 기구와의 실질적 협

력 증진을 통한 국제 리더십 강화

� (호혜적·미래지향적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① 신 한·미 협정의 이행을 위해 설립된 고

위급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 지속 강화 및 신뢰 구

축 ② 고위급위원회 산하 실무그룹별 협력 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렵력 진전 추진 

③ 양국간 협력을 통해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

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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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양자·지역 원자력 협력 체제 구축) ① 지역별·국가별 전략적인 협력 전략 수

립 ② 원자력 선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협력관계 내실화 도모 ③ 역내 협력체

제 강화 및 원자력 후발국가와의 협력확대 등 다변화 추진

   - (8-3.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인프라 기반 조성) 정부 및 민간의 국제

원자력 커뮤니티 진출 지원 확대

� (원자력 산업 및 민간 부문 원자력 국제역량 강화 지원) ① 국제 원자력기구, 정부간 원

자력협력제에 민간 산업계 참여확대 ② 국제 원자력산업기구와의 협력 및 현안관련 경험 

공유 지원 추진 ③ 민간 싱크탱크 육성을 위한 국제적 역량 강화 지원

� (국내 원자력 전문가 해외진출 지원으로 국제사회 공헌기회 확대) ① 원자력 국제협력 분

야별 전문 인력 양성 확대 ②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을 위한 환경분석 및 해외진출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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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 2017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내 세우

면서 신규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폐지, 수명연장 불허 등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여 

원전 제로시대로 이끌겠다는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발전로형의 

원자로 개발, 발전 시스템 개선 등 원자력 발전 중심의 R&D 또한 축소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新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출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의 

역할 및 이용 확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원자력 에너지의 유용성과 활용성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는 2082년(신고리 6호기가 2022년에 운영에 들어간다고 

가정)까지는 원전이 가동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동 중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는 국가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원자력 R&D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가동 중 원전의 안전을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현안 중심의 원자력 

연구개발의 추진이 필요함.   

○ 그리고, 노후원전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폐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방안 확보 등 원전의 

사후 관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 기술 개발과 국내 기반 조성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現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사고 걱정없는 나라건설을 천명함에 

따라, 원자력 R&D의 역할과 기능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이고 지속가

능한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현안중심의 안전강화 및 원전사후관리 R&D,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의 포괄적 이행이 필요함. 

○ 그리고 원자력 안전 중심의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 R&D가 원전현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실증위주의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시설의 집적화가 필요함. 

   - 즉 가동원전의 안전강화,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등 

현장연계현안해결 중심의 안전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대형 기술실증 시설 기반의 새로운 연구단지

가 필요함. 

○ 이러한 과학과 산업, 문화관광이 융합된 비즈니스 기반의 새로운 연구단지는 원전산업현장과 연계된 

안전현안중심의 실증연구시설 구축 및 연구수행을 통해 원자력 전주기의 안전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의 실용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원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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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관련 

법적행정적 고려사항 

제1절 제2원자력연구원 입지선정 고려사항 

제2절 제2원자력연구원 입지선정 방안

제3절 본원 외 조직 설치관련 고려사항

제4절 부지 확보관련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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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원자력 R&D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력 연구 인프라로써 제2원자력연구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행정적 고려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히 새로운 원자력 R&D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인바, 이를 

위한 규제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3장에서는 제2원자력연구원을 조성할 시 필요한 입지선정, 부지확보,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법적행정적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사업추진 주체의 입장에서의 준비사항을 도출하였음. 

제1절  제2원자력연구원 입지선정 관련 고려사항

○ 원자력시설이 입지하는 부지는 다른 산업시설의 입지기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며, 산업부지의 

일반적 요건 이외에 방사성 물질의 취급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설의 물리적 안정성과 방사선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보통 산업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입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지 면적 확보의 용이성, 물류 

운송여건, 공업용수 확보, 우수한 인력의 확보, 전력, 통신 등 유틸리티 인입 용이성, 오폐수 처리 및 

배출, 시설은 운영 용이성 등이 부지의  일반 요건이 됨. 

○ 시설의 물리적 안정성은 기반암의 지질학적, 역학적 안정성에 기인하며, 방사선적 안전성은 보수적인 

안전성 분석을 통해 설정된 완충지대로 확보할 수 있음. 

 - 안전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가상적인 핵종누출 사고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 방사선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대기확산에 의한 영향, 지하수 유동에 의한 영향, 지표수에 의한 영향, 생

물의 침입에 의한 영향 등이 포함됨. 

○ 원자력시설이 입지하는 부지가 갖추어야 하는 입지 조건은 크게 자연환경 조건, 인문사회환경 조건, 

시설운영과 관련된 조건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자연환경 조건은 부지의 지질, 지진, 생태계, 기후 및 기상, 수분, 해역 등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제반

분야가 포함됨. 

 - 인문사회 환경조건에는 부지주변 지역의 인구분포, 토지의 이용현황, 산업, 경제, 문화, 교통, 관광, 

수자원의 이용현황, 군사 활동 등이 포함됨. 

3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관련 법적 행정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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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부지 조건에는 소요부지의 확보, 용수확보, 운송 조건(항만 입지 포함) 등이 

해당됨.   

1. 자연환경조건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로 시설이 입지할 경우)

○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로나, 핵연료주기시설 등 원자력 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원자력 시설의 종사

자와 대중의 보건, 안전,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입증하기 위해 부지 및 주

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의 자연환경적인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가. 지진 및 지질

○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로시설의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특성과 이들이 원

자로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원자로의 설계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

장하기 위해, 부지를 선정할 때 다양한 지진 및 지질 조건을 검토하도록 함. 

○ 부지에서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현상에 따른 잠재적 효과에 대한 정보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연구용원자로 등의 원자력 시설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지질 및 지진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표 3-1. 지질 및 지진관련 규제 요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가.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되거나 함몰될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급경사
지의 붕괴방지 등) 

가. 원자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급경사지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초지반의 침하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

지반의 개량,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10호 별표 1항 (원자
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
에 관한 조사 평가 지침)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원자로시설의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지질 및 지질공학적 특성은 원자로 구조

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부지가 일부라도 지구조운동에 기인한 지표 단층 작용의 영향 범

위에 포함될 경우, 지표 변형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공학적 안전성을 입증하

여야 하며,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지는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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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제2원자력연구원 내에 연구용 원자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이 입지함을 가정할 때, 위와 

같은 지질 요건을 반영한 입지가 선정되어야 함. 

나. 기상

○ 연구용  교육용 원자로시설의 부지 선정 및 안전설계 건설 운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

상특성 정보를 제출해야 함.

 표 3-2. 제출되어야 하는 기상 특성 정보

3. 원자로의 예상수명기간 동안 부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아

니하여야 한다.

4. 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활동 특성이 원자로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설

계기준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규명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기초지반 물질의 정적 및 동적 공학적 특성, 토양 및 암반의 지진

에 대한 응답특성, 지반의 속도구조 모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지반의 지지력, 침하량, 액상화 잠재성 등 기초지반의 

안정성 평가 결과는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6. 붕괴 시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접 사면, 제방 또는 댐

등의 경우, 안전성 분석을 위한 물성자료 및 분석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

료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7. 원자로시설의 공사 중 배수, 굴착사면 처리, 뒷채움 등 공사에 관한 사항을 

품질관리 방법과 함께 제시하며 시설의 운영 중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인자에 대해서 감시계획을 품질관리/보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기후

가. 기단의 종류, 종관기상특징(고기압계, 저기압계, 전선계), 기류 형태(풍향, 풍속), 기온, 습도, 

강수(강우, 강설, 종관규모 대기과정과 국지 기상 조건 사이의 상호 관계 등에 관한 해당 

지역의 일반적 기후특성

나. 태풍, 토네이도(Tornadoes), 뇌우, 번개, 우박, 집중호우, 모래 또는 먼지바람, 극심한 대

기오염 발생 가능성 등 이상 기상 현상의 계절별, 연도별 발생빈도

다. 설계 및 가동기준으로 사용된 기상조건

  (1) 안전 관련 구조물의 지붕에 대한 설계 적설하중 및 결빙하중을 결정하기 위한 100년 빈

도 적설량 및 48시간 동계 가능최대강수량

  (2) 최대 증발량, 순환수의 표류손실량 및 최소 냉각순환수량 등 최종 열제거원(냉각탑, 냉각지 

등) 설계 및 운영 조건 평가에 사용된 기상조건

  (3) 토네이도 변수(병진속도, 회전속도, 발생기간 중 최대 기압강하 포함)

  (4) 100년 빈도 최대풍속 및 순간최대풍속

  (5) 100년 빈도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

  (6) 시간당 최대강우량 및 24시간 최대강우량

  (7) 기타 발전소 설계 및 가동기준으로 사용된 기상조건 및 대기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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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원자로 등의 원자력 시설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기상특성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표 3-3. 기상 특성 관련 규제요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1. 원자로시설은 태풍 폭설 폭우 또는 회오리바람 등의 기상 현상을 조사 평가하여 심

각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2.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 희석되는 특

성을 조사 평가하여 방사선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제1항 10목

○ 원자로시설이 위치한 장소의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강우량 및 기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25호 (원자로시설 부
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평가기준)

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 1.4(기상)

2.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1.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 및 대기확산 특성

에 관한 조사 평가)

3. 부지 지역의 일반적 기후와 국지적 기상 상태에 관한 정보가 잘 문서화되어있어 

원자로 안전 및 운전에 대한 기상학적 영향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지 기상 관측 자료와 기상청의 인근 기상관측소 관측 자료 또는 기타 기상 관측 

기관의 관측 자료를 근거로 국지 기상 자료의 역사적 기록을 요약 제시하여야 한다.

5. 부지 및 국지 기상 조건에 대한 정보가 원자로에서의 방사성물질 대기 방출에 

의한 대기확산인자 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연구용 교육용 원자로의 

정상가동 시 주변 일반 주민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는 제12장을 위

해서는 현실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며, 사고 시 주변 일반 주민에게 미치는 방사

선 영향을 평가하는 제16장을 위해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평가 지

점은 추정 피폭 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포함하여 반경 10km 까지 적

정거리별 대기확산인 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상 정보는 원자로의 수명기간 동안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극한 기상을 안전

하게 견딜 수 있는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국지 기상

가. 기상요소의 평균 및 극값, 국지풍, 풍향지속도, 기온, 습도, 강수, 대기안정도, 혼합층, 

대기질 등 국지 기상

나. 발전소 및 부대시설의 건설  가동이 국지 기상에 미치는 영향

다. 부지경계선,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등을 포함한 발전소 구조물에 의해 변경된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지형

부지 기상 관측 
계획

정상가동 시 및 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평가, 비상계획 수립 및 비상 대응조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 기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상 관측 계획

사고 시 
대기확산인자

제한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경계, 비상계획구역 경계, 최인접 주민거주지역 경계에서의 사고 

시 대기확산인자

정상가동 시 
대기확산인자

제한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경계, 비상계획구역 경계, 최인접 주민거주지역 경계를 포함한 반

경 10km 까지의 적정거리별 정상가동 시 대기확산인자

사고 시 시설 내 
대기확산인자

사고 시 주제어실 거주성 평가를 위한 시설 내 대기확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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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제2원자력연구원 내에 연구용 원자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이 입지함을 가정할 때, 위와 

같은 기상정보를 고려하여야 하며, 원자로의 안전설계 및 부지 선정에 필요한 지역 기후 조건이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5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평가기준)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원자로 부지로 적합하고, 원자

로의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이 각각의 지역 기상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됨을 확

인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다. 수문

○ 원자력안전법은 시설이 입지할 부지에  발생 가능한 수문학적 사건과 그 원인, 과거와 미래의 예

측 빈도 그리고 원자로시설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등을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방사

선 방호” 및 “안전해석”과 연계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특성을 이용하여 지하수 및 지표수의 방사

능오염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부지의 수문 특성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음 

 표 3-4. 수문 특성 관련 규정 조항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수문 특성에 대한 안

전심사 지침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3-5. 수문 특성 관련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 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6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기준

1. 원자로시설은 발생 가능한 수문학적 사건에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범람원, 댐의 

하류 지역, 해안에 인접하며 해수위에 대해 여유고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신청자는 극한 기후조건이나 상류의 댐 및 저수지의 파괴와 같이 수문학적 영향을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건들이 원자로시설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은 예상되는 수문학적 사건들로 인해 원자로의 안전한 운전및 정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이들 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에는 예상되는 수문학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도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방출을 완화 

또는 방지하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들의 잠재적인 결과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16장, “안

전해석” 에서 분석되는 사고에 의해 고려되거나 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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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제2원자력연구원 내에 연구용 원자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이 입지함을 가정할 때, 국지 

또는 원거리 지진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원인에 의한 수문사건 및 그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자로시

설의 부지를 선정해야 함. 

○ 즉 원자로시설의 부지 선정 시 발생 빈도 및 결과를 신뢰할 만한 수문학적 사건들을 고려하였으며, 선정

된 부지에서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수문학적인 재해가 예상되지 않아야 함. 

2. 인문 사회 환경조건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로 시설이 입지할 경우)

○ 원자력안전법은 대중의 건강 및 안전을 입증하고, 원자로 시설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산업, 교통 특성과 인구 분포 특성 등의 인문 사회적인 환경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가. 지리 및 인구 분포 

○ 원자로 시설 등의 입지 선정시에는 원자로의 안전한 운전과 대중의 건강 및 안전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 분포 특성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함. 

○ 지리적 특성에 관한 자료 검토 시 발전소의 위치(위도 및 경도 그리고 유티엠(UTM) 좌표계), 운영구역, 

부지경계,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 도시 및 농경지의 분포, 비상계획구역, 공공시설 

및 기타 방사능물질의 누출 및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형지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또한 부지반경 10 km 이내 지역의 현재의 인구 및 발전소 운영 기간 매 10년 단위로 추정되는 

인구의 분포 특성이 도면과 함께 합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가 가장 최근에 조사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함. 

○ 다음은 원자로 시설 등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지리 및 인구 통계에 대한 규제 요건임. 

5.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은 지하수로의 일차냉각재 누설 또는 손실, 지하수의 중성자 방사화, 그리고 대기 중

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지표수 침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6. 원자로시설의 설계, 운영 및 정지와 관련된 수문학적 특성과 의도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방출과 관련된 지

표수와 지하수 특성에 대한 감시는 전 주기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7. 방사선 비상계획은 수문학적 사건에 대해 이행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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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지리 및 인구 통계에 대한 규제 요건 

○ (인구 중심지) 원자로시설 부지는 인구중심지의 가장 가까운 외곽경계가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 외

곽경계까지 거리의 4/3배 이상인 곳에 위치하여야 함. 

 - 인구중심지 외곽경계의 설정 및 평가는 공공기관의 최근 인구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구중심지 평

가를 위한 인구분포도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평가대상지역의 실제인구분포를 반영하여야 함

 * 인구중심지: 인구밀도가 국가 평균 인구밀도를 초과하는 총인구 25,000명 이상의 인구밀집지역

○ (인구밀도) 원자로시설은 부지반경 50 km 이내 지역의 평균인구밀도가 원자력발전소 가 전체 기간 

동안 국내 평균 인구밀도를 초과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인구밀도 평가 시 비거주지임이 명백한 바다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상기 기준을 초과할 경

우에는 지질학적 안정성, 환경영향, 냉각수 공급, 인력의 활용, 교통로 발달, 비상계획 등의 기타 특

성에 있어서 제안된 부지의 우수성을 입증해야 함. 

○ 이와 같이 원자로시설의 입지 선정 시에는 시설의 위치, 운영구역, 부지경계,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 도시 및 농경지의 분포, 비상계획구역, 공공시설 및 기타 방사능물질의 누출 및 확

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형지물에 관한 사항 등 부지 및 부지주변의 지리 및 인구특성을 사전에 

분석해야 함 .

○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신청된 원자로의 부지 선정 및 운전으로 인하여 대중에게 미칠 수 있는 잠

재적인 방사선학적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며, 잠재적 부지가 원자로시설

의 운영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나. 인근의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 

○ 연구용 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안전심사 지침에는 원자로 시설의 예상수명기간 동안 안전운전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인근(부지반경 8 km 이내를 의미하나, 군사시설과 공항에 대해서는 16 km 이내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가. 원자로시설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 방

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계획
의 실행가능성)

○ 원자력시설의 부지는 방사선 비상사고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

계획의 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다수기 
건설)

가. 동일한 부지 안에 2기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원자로시설이 

각각 다른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경우에 원자로시설에 따른 제한구역의 범위는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 지역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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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함. 또한 지정된 부지반경 외곽에 위치한 시설이나 활동이라 하더라도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평가

에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더 확대 하여야 함.)의 기존 및 예정

된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로부터의 잠재적인 재해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즉 항공기의 추락, 위험물의 생산 또는 취급하는 산업시설이나 수송시설로부터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이 없어야 하며 군사적 활동에 의해 원자로 시설의 위해가 없는 곳, 또한 가스, 석유, 폭발물 등 

위험물로 인하여 당해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 적절함. 

- 원자로로부터 16 km 이내 공항이 없어야 하며, 8 km 이내에 포사격장, 미사일 기지, 댐, 하구둑 등

이 없어야 함. 

○ 다음은 원자로 시설 등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인근의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에 대한 규제 

요건임. 

 표 3-7. 산업 교통, 군사시설에 대한 규제요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인위적 사
고에 의한 영향)

○ 원자로시설은 위험물의 생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산업시설 수송수단 등으로부

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 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

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10호

○ 원자로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해 준용할 외국 규정을 

명시

  ○ 원자로시설 부지 내부 또는 주변 지역에서의 발생 확률이 10-7/년 이상인 사고로서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한  잠재적 중대성을 가진 사고
를 설계기준사고로 정히며, 만약 발생 확률을 정확히 예측할 정도의 자료가 취득가
능하지 않을 경우, 발생 확률이 10-6/년 정도라도, 실제 발생 확률은 이보다 더 낮
음을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보일 수 있어야 함. 

  ○ 또한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유리하지 않은 물리적인 특성들이 존재하는 부지라도, 
발견된 결격사항들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공학적 안전설비가 원자로시설의 설계
에 반영되어 있다면 제안된 부지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자로 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원자로 운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인근의 모든 
인공시설과 활동이 원자로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함.

3. 시설운영조건 (부지면적 등)

○ 제2원자력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입지할 시설들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부지 

면적을 확보하는데 용이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수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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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지 면적 

○ 아직 제2원자력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기획되지 않아 필요한 부지 면적의 예측이 어려우나, 

대전 본원 수준의 규모로 조성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30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1) 제한구역

○ 원자로 시설 또는 핵연료 주기 시설등의 연구시설이 입지할 경우,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시설 운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구역을 설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 구역을 반영하여  

충분한 부지 면적이 필요함. 

○ (법적 근거)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로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의 제한구역 설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는 제한구역 설정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제한구역의 설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서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규제기준1)을 준용하여 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한구역을 설정하

도록 명시하고 있음. 

 - DOE가 정의하는 제한구역(EAB : Exclusion Area Boundary): 사고 후 2시간 동안 그 외곽경계선상

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량의 총량이 전신 25 rem, 갑상선 300 rem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표 3-8. 제한구역 관련 법률 규정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3616호, 2015.12.22., 일부개정]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①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따

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에 따른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외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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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한구역 적용 사례

○ (국내 주요 원전)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도입 초기에는 가압경수로형의 경우 미국의 관례에 따라 700 

m를, 가압중수로형에 대해서는 도입국인 캐나다의 관례에 따라 914 m를 제한구역 경계거리로 설정

하였으나, ‘90년대 후반에 건설된 한빛원전 56호기, 한울 56호기부터는 부지의 선량계산을 통하여 

560 m를 제한구역 경계거리로 설정하여 관리 중

 표 3-9. 운영 중인 국내 원전의 제한구역 설정 사례

원자력발전소 용량 (MWe) 제한구역거리(m) 로형

고리1호기 587 700 Westinghouse형
고리2호기 650 700 Westinghouse형

고리34호기 950 700 Westinghouse형
한빛12호기 950 700 Westinghouse형
한울12호기 950 700 Framatome형
한빛34호기 1000 700 OPR1000
한울34호기 1000 700 OPR1000

월성1234호기 679/700 914 중수로형
한빛56호기 1000 560 OPR1000
한울56호기 1000 560 OPR1000

신고리12호기 1000 560 OPR1000
신월성12호기 1000 560 OPR1000
신고리34호기 1400 560 APR1400
신한울12호기 1400 560 APR1400
신고리56호기 1400 560 APR1400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95호, 2016.4.12., 일부개정]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및 그 밖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 이하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설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공유

의 도로, 철도, 도랑, 하천, 해양, 임야 및 공원에 대해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

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

원회가 관련 시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적용범위)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를 적용한다. 

[별표]

고시내용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관련조항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준용할 외국규정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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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한울원전의 제한구역 경계거리 설정 사례 

 그림 3-2. 선량평가에 의한 제한구역 설정 방법

○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2원자력연구원의 추가 R&D 수요를 감안하여 부지의 확장성이 고려되어야 함. 

○ 이러한 부지의 조건을 감안하여 부지를 선정할 경우, 해당 부지의 조성현황, 공급가능 시기, 면적, 공급

가격, 토지보상 여부, 토지이용 관련 규제현황, 주변 확장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그리고 제2원자력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원자로 시설, 핵연료 주기 시설 등이 입지할 경우 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기,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가 필요함.  

○ 대형 기자재 운송을 등을 위한 물류 운송 조건, 용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저인구의 임해지역이 입지

에 유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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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 

○ 제2원자력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원자로시설 또는 핵연료 주기 시설등이 입지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표 3-10. 제2원자력연구원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원자로 시설 입지 시)

항  목 세부기준

지반
안정성

지진
지진 또는 화산 활동 등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여 비표변형으로부

터 부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 

붕괴·함몰 원자로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암반이 분포된 부지 

활성단층

활성단층의 발단로 인해 지표 변형에 의한 영향과 지진동에 의한 영향이 적은 곳 

* 부지반경 8 km 이내에 길이 300 m 이상의 단층이 있을 경우 활동성 

단층이면서 부지 내 지표변형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설

계를 고려 

재해·사고
안전성

기상
태풍, 홍수, 폭설, 폭우, 회오리바람 등의 기상현상에 의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곳

수문
상류의 저수지, 댐의 유실과 강우 등에 의한 하천 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표층수, 

지하수의 변화가 적은 곳 

사면 산사태 등 사면재해의 위험성이 없는 경사가 완만한 곳 

인위적사고

항공기의 추락, 위험물의 생산 또는 취급하는 산업시설이나 수송시설로부터 사고에 

의한 영향이 없어야 하며 군사적 활동에 의해 원자로 시설의 위해가 없는 곳, 또한 

가스, 석유, 폭발물 등 위험물로 인하여 당해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

다고 판단되는 곳 

 * 원자로로부터 16 km 이내 공항이 없어야 하며, 8 km 이내에 포사격장, 미

사일 기지, 댐, 하구둑 등이 없어야 함. 

방사선영향
성

기상
원자로시설로부터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 및 희석특성이 

정해진 규정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는 곳

위치제한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 시 

- 주민에 대한 피폭선량이 일정치를 넘지 않는 곳

-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

 *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 조건: 원자로시설로부터 가장 가까

운 인구 2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 원자로 시설로부터 저

인구 지대 외각경계선 까지 거리의 4/3 배 이상일 것 

운영조건
냉각수 확보 원자로의 냉각수와 공업용수를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곳

전력 확보 시설의 운영을 위한 전력선 인입 가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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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2원자력연구원 입지선정 방안 

○ 제2원자력연구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지 선정 절

차를 마련하고, 국토 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기준과 절차, 평

가 방법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용 원자로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 그 외 원자력이용시설이 입지해야 할 경우, 부지의 특성 상, 

안전한 운영을 위해 규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지 요건 및 평가 요소의 

사전 도출이 필요함. 

1. 입지선정 절차 관련 주요사례 

 

○ 제2원자력연구원은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연구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원자력시설에 입지하는 대형 복

합 원자력 연구단지로 개발될 것으로, 다양한 원자력 시설이 입지하는 만큼, 해당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상당히 많은 기술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고려요소가 존재하며, 이러한 고려요소를 바탕으로 

부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고려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사업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사사례와 지정방식 또는 공모방식으로 추진된 일반적인 대형사업 입지선정 사례를 

분석하여 입지선정 절차 및 평가방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입지 선정 사례인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비지니스벨트 등의 대형국책사업 

사례와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기피시설의 입지선정 사례를 분석하였음.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1) 사업 개요 및 분석 배경

○ 노무현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바이오 보건의료 사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의

료산업 선진화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R&D 허브로 ‘첨

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부터 입지선정이 구체

적으로 진행됨.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선호 국책사업으로 부지 공모를 통해 입지를 선

정한 바, 일반 선호사업의 부지 공모의 경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참고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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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선정 추진체계 및 과정

① 입지선정 추진체계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을 위해 최종 입지선정 및 정책 결정 등 상의의사결정 주체인 ‘첨단의

료복합단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와 별도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두어 후보지 평

가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함.  

 그림 3-3.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추진체계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등의 업무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는 위원장

(국무총리)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됨.  

표 3-11.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2009년 입지선정 당시)

단지위원회 구성 총 30명

△ 당연직: 국무총리(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장

관 등 7인 

△ 위촉직: 민간 전문가 (10인)

○ (후보지평가단)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와는 별도의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하였으며,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40명으로 평가단 Pool을 구성하고, 이중 

지역별 분포 등을 감한하여 균형있게 배분한다는 원칙하에 60명을 평가 전일에 무작위 추출하여 공

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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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평가단 구성 및 지역배분결과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합계

의약품 5 2 2 2 2 2 15
의료기기 5 2 2 2 2 2 15

의료서비스 5 2 2 2 2 2 15
국토계획 5 2 2 2 2 2 15

총계 20 8 8 8 8 8 60

○ (입지선정 공동연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으로 구성된 

입지선정공동연구단에서는 최종평가단이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방향, 평가대

상 및 방법,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착안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최종평가단에 제공함. 

② 입지선정 과정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 과정은 입지 선정 평가지표 도출 및 평가 방안 확정, 공모 및 지자체 

자료 제출, 평가단의 입지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입지를 확정함.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은 공모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일반적인 공모에 의할 경우 지자체간 불

필요한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중앙정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자료만 지자체에서 제

출토록 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함. 

 - 광역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각 광역 지자체에서 1개의 구역만을 신청하도록 허용

그림 3-4.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과정

(3) 시사점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를 추진한 선호국책사업으로 입지 선정 평가의 공

정성, 투명성 및 객관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었음.  

○ 이러한 사례는 광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히는 선호 사업일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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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1) 사업 개요 및 분석 배경

○ 우리나라 R&D의 인적·물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건실한 기초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적 고

급두뇌를 활용하는 국제화 전략이 요구되어 온바,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 사항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차원에서 비즈니스와 기초과학이 융합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구축을 제안

하였으며, 대선 당선이후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첨단과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주도로 추진된 사업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복합단지 점을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입지선정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2) 입지선정 추진체계 및 과정

① 입지선정 추진체계

○ 정부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입지 선정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입지평가위원회’와 ‘기초과학연구원위원회’ 등 2개

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주요 안건을 사전 검토하게 함. 

그림 3-5.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 추진체제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위원회) ‘과학벨트위원회는 교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과부기재부국토

부 등 6개 부처의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학

술원 회장,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 명망이 높

은 13명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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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위원회 명단 

성 명 직책 및 약력 전문분야 비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위원장

김상주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과학기술 (금속) 부위원장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과학기술 (생명)

위촉위원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과학기술 (물리)

이준승 KISTEP 원장 과학기술 (생명)

문길주 KIST 원장 과학기술 (환경)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도시개발

강태진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과학기술 (재료)

이승종 서울대 부총장 과학기술 (화학)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과학기술 (물리)

김명환 한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 과학기술 (수학)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산업기술 (기계)

노정혜 서울대 교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과학기술 (생명)

이병택 전남대학교 교수, (前) 국과위 위원 과학기술 (재료)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당연직 위원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

정경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장 간사

표 3-14. 입지평가위원회 명단 

성 명 직책 및 약력 전문분야 비고

김상주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과학기술 (금속) 위원장

이준승 KISTEP 원장 과학기술 (생명)

강태진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과학기술 (재료)

이승종 서울대 부총장 과학기술 (화학)

한문희 충남대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장 과학기술 (재료)

이병택 전남대 교수, (前) 국과위 위원 과학기술 (재료)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산업기술 (기계)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도시개발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당연직

오대현 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기획조정과장 간사

○ (입지평가위원회)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위촉한 위원들 10명으로 구성되며, 입지 평가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안건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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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지선정 과정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지정방식으로 추진하되, 선정대상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입지선정을 추진함. 

○ 우선 과학비지니스벨트 기획단에서 1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지조사 실시한 후, 이 중 토지 확보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39개 시군 53개 부지로 입지 대상 부지를 압축함. 

○ 압축된 39개 시군 53개 부지를 대상으로 세부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1차 평가 한 후 상위 10개 시

군, 21개 부지로 압축하고, 후보 부지에 대해 지반재해 안정성 평가를 통해 다시 9개 시군, 11개 

부지로 압축함. 

○ 지반재해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9개 시군의 11개 부지를 대상으로 연구기반, 산업기반, 정주환경, 

부지확보 용이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하여 상위 5개 후보 부지(대전, 대구, 광주, 포항, 부산) 도출함. 

○ 입지평가위원회의 이러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과학비지니스벨트위원회가 최고점을 받은 신동·둔곡지

구를 최종 입지로 선정함. 

그림 3-6.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 과정

(3) 시사점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이명박 정권의 대선공약사항으로,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사업임.  

○ 행정부와 국회는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제과학비지니즈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 법에 과학벨트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동법 제9조, 기

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하여, 입지 선정 조건을 법적으로 규정하였음.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5조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자 지자체가 유치를 원하는 

선호 국책사업인 바, 지자체간 경쟁과열의 방지, 정치적인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공모방식이 아닌 

지정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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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산 쓰레기 폐기물 처리(소각)시설의 입지선정 사례  

(1) 사업 개요 및 분석 배경

○ 서산시 및 당진시의 도시확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산·당진권역의 

생활폐기물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권역화·대규모화된 폐기물 시설을 건설하는 사

업을 추진함. 

○ 이 사례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입지 기피시설 부지를 공모하여 추진할 경우 입지 선정 체계 및 

절차, 평가요소 등을 잘 설명하고 있는바,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입지선정 추진체계 및 과정

① 입지선정 추진체계

○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

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있는바,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폐기

물 또는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등을 설치코자 할 경우 이 법 조항에 따라 입지 

선정을 추진해야 함. 

○ 이 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등)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거리가 2 km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

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입지선정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인접 지자체와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입지선정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려는 주체(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에 따

라, 그리고 그 시설이 하나의 시도에 설치되는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설치되는지에 따라 위촉

되는 위원들의 수가 달라지며, 하나의 시·도내에 설치되는 경우 시설 설치의 주체에 따른 입지선정위

원회 구성 방법은 아래 표 3-1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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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체계

표 3-15.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위원 정원 위촉기준

하나의 시·도 내에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려는 경우

○ 위원장 1명 포함 13명 이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

○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

○ 시·도의회 의원: 2명

○ 시·도 공무원: 1명

○ 시·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4명

○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명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하나의 시·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려는 경우

○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이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

○ 시·도의회 의원: 2명

○ 시·도 공무원: 1명

○ 시·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 시·도지사가 선정한 전문가: 2명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입지선정 과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는 그림 3-8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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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 서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은 입지공개모집을 통하여 후보지 대상부지를 결정하고, 입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추진함. 

 - 서산시는 1차적으로 주민 공모를 통하여 후보지를 추천받고, 2차적으로 입지 배제기준 검토 후 가능 

후보지에 대하여 사례조사, 서산시 여건, 국내 주요입지사례를 검토하여 세부 평가항목을 수립하고, 

입지평가 후 최적입지를 선정함. 

그림 3-9. 서산시 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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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선정위원회는 지자체 중 입지를 지원한 3개의 후보지를 심사대상지역으로 하여, 평가분야별 평가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최적의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조사, 후보지현장조사, 환경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에서 조사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최적의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입지타당성 절

차를 수립함. 

그림 3-10.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타당성 평가 절차 

(3) 시사점 

○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들의 수용성이 낮은 기피시설로, 새로운 신규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 입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바, 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절차를 규정하고, 

입지 선정 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해 지정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후보부지를 결

정하고,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적절하게 혼합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안한 서산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선정 절차는 기피시설의 입지선정에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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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평가  

○ 각 사례별 입지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례가 입지선정평가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평가

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입지에 대한 전문적·기

술적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 입지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같이 지정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나 폐기물 처리시설

과 같이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사업보다 입지선정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지정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광범위한 후보부지들을 모두 평가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 

대상의 후보입지를 추려내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입지 지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입지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3-16. 주요 사례별 입지선정 절차 비교 

구분 입지선정 절차

첨단의료
복합단지

국제과학
비지니스벨트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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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원자력연구원 부지선정방안 및 평가지표 

 

가. 부지 선정확보의 절차

○ (부지선정의 정의) 부지선정과정을 거쳐 복수 또는 단수의 부지를 도출하는 제반과정 

○ (부지확보의 정의) 부지 선정 후 선정된 후보부지에 대하여 부지특성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인허가 기간의 제반 검토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지 인허가를 취득하는 제반의 과정  

(1) 평가체계

○ 제2원자력연구원의 부지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항목, 지표들을 설정하기 이전에, 부지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평가체계에 대한 기초틀을 마련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평가체계는 부지선정에 대한 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적

인 체계 구성이 필요하며, 각 평가체계 별 역할과 임무 등을 명확히 제안해야 함.  

○ 즉 제2원자력연구원 후보지 선정방식, 부지선정 추진체계, 평가 단계 등을  앞서 분석한 사례들을 참

고하여 분석하고 검토하여 적절한 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공모절차를 통해 부지를 선정할 경우 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사

전에 검토하여 후보부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반영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부지선정 절차) 부지공모→비교평가→선정→상세평가→확정의 단계별 절차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그림 3-11. 부지 공모 시 부지선정 절차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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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지 선정 관련 평가지표 설정 사례 

(1) 첨단의료복합단지

○ (평가 항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목표를 고려하여, △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정주가능성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정도 △부지확보의 

용이성 △ 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국토균형발전 등의 6개 대분류 평가항목과 10개의 중분

류 평가항목을 설정함. 

○ (가중치 설정 ) 6개의 대분류 평가항목과 10개의 중분류 평가항목에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가중치를 

설정하였으며, 평가의 왜곡방지를 위해 이 가중치 설정 결과는 최종 점수 집게 단계에서 공개함. 

○ (세부평가방법) 최종 점수 집계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등급화후 점수부여방식”을 채택하고, 

하한 점수를 40 %로 제한하였으며, 평가결과의 자의성왜곡성을 보정하기 위해 상하한의 5%를 배제함. 

 - 평가의 전문성합리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은 전문분야별로 해당 항목만 평가

○ 그리고 사업의 특성 상 의료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가중치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7.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평가항목별 가중치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평가항목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항목 평가내용
최종 

가중치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의료연구개

발기관의 

유치 정주가능성

21.02

①정주여건의 우수성 및 

개선가능성

ㅇ주거,의료,교육,환경, 문화, 교통 

등의 정주여건 및 개선가능성
11.05

②교통 접근성 및 개

선가능성

ㅇ고속도로IC, 철도역, KTX역, 공항 

등과의 접근성 및 개선가능성
9.97

우수의료연구개발기

관의 집적 연계정도
19.95

③우수의료연구개발기

관의 집적정도

ㅇ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집적 정

도 및 입주계획
10.46

④우수의료연구개발기

관의 연계정도

ㅇ국내외 의료연구 개발기관의 연

계 정도 및 향후계획
9.49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정도
16.20

⑤우수의료기관의 집

적정도

ㅇ임상시험 실적있는 의료기관 

집적정도
16.20

부지확보의 용이성 12.98

⑥부지확보의 용이성 ㅇ부지확보 및 확장의 용이성 6.48
⑦사업의 조기추진가능

성
ㅇ부지조성 토지보상 진척정도 6.50

재정 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13.67

⑧첨단의료복합단지 운

영주체의 역량

ㅇ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운영

법인 설립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6.93

⑨지자체의 지원내용
ㅇ단지조성 지자체의 지원의지 

및 실현가능성
6.74

국토균형발전 16.17
⑩국토균형발전 

  기여효과
지역경제 현황 및 파급효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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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 (부지 조사)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소 165만 ㎡ (50만평) 이상

의 토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부지의 조성현황, 공급가능 시기, 면적, 공급가격, 토지보상 여부, 

토지이용 관련 규제현황 등을 분석하여, 입지 대상부지를 압축함.  

표 3-18. 부지조사 후 압축된 부지현황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부지수 3 2 2 3 2 3 5 9 7 5 1 6 5

표 3-19. 1차 평가 시 사용된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평가항목 세부지표
가중치(%)

세부점수 비중

연구기반 구축 및 집
적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연구원 1인당 연구비 규모
(정부+공공+민간+외국)

22.33

37.12

연구원 수*
* 대학은 박사과정생 이상, 대학 소속 연구소는 학사 이상

22.73

연구 시설 장비 수 (10억 이상) 21.54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 (주저자 기준) 16.28

최근 5년간 SCI논문 평균 피인용횟수 (주저자 기준) 17.12

합계 100.00

산업기반 구축 및 집
적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총 인구대비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19.21

18.08

총 사업체 종사자 중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 24.70

제조업 종사자 당 부가가치액 18.88

벤처 이노비즈 기업 수 20.41

최근 3년간 사업체수 연평균 증가율 16.80

합계 100.00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인구 만 명당 우수고교* 및 외국인 학교 학생수
* 자율형 공사립고, 과학고, 국제고, 외고, 예고, 체고

30.49

18.16
인구 만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26.46

인구 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23.35

인구 만 명당 대형소매점 매장면적 19.70

합계 100.00

국내외 접근 용이성

국제공항 접근성*
* 공항별 이용객 ÷ 공항별 시간거리 합

37.02

13.68인구 백만 이상 최근린 대도시와의 시간거리 37.40

각 시 군간 시간거리 합 25.58

합계 100.00

부지 확보의 용이성 - 12.96

합계 100.00

○ (평가항목)  연구기반, 산업기반, 정주환경,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 용이성 등 5개의 대분류 평가

항목과, 17개의 세부평가지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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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 설정)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지평가(위)와 독립적으로 전문가 자문단(연구산업도시

개발 분야 25명)을 구성운영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항목별세부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함. 

 - 세부지표별 가중치: ① 연구기반 구축 (37.12%) ② 산업기반 구축 (18.08%)  ③ 우수 정주환경 조성 

(18.16%) ④ 접근성 (13.68%) ⑤ 부지확보 용이성 (12.96%)

○ (1차 평가방안) 세부지표별로 7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러한 세부평가지표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위 10개 시·군 21개 부지를 도출함. 

○ (지반·재해 안정성 평가)  1차 평가를 통해 도출된 상위 10개 시·군 21개 부지를 대상으로 지질학회방

재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지질재해 전문가 조사단이 제시한 8개 세부항목별 기준에 따

라 부지별 적부를 판정함.

표 3-20. 부지의 지반·재해 안정성 평가 적·부 판정 기준

항  목 세부기준

지반
안정성

지반 현황  안전한 지반층, 암반 균질성, 지하공동가능성 등

단층 여부  부지 관통단층, 부지 인접 대단층구조, 부지 인접 활성단층 구조

지하수현황  대수층 유형, 오염취약성, 지하수 유동량 및 유동체계 등

지진발생  부지 반경 100km 범위 내 발생 지진 빈도

재해
안전성

기상  1시간/24시간 최다 강수량, 순간 최대풍속 등
하천재해  평균 비 홍수량, 재해위험지구 여부, 과거 침수 횟수 및 피해액 규모 등
사면재해  산사태 위험지구 여부, 평균 사면경사 등

기타  지역안전도 평가, 철도와의 거리 등 

 

○ (2차 평가방법)  지반재해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의 부지를 대상으로, 1차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기반, 산업기반, 정주환경, 부지확보 용이성 등 4개 항목을 재평가하여 상위 5개 후보 부지 도출함. 

 - 평가의 연구기반, 산업기반, 정주환경 3개 항목에 대해서는 1차평가와 위원평가 결과를 50:50 비율로 합산

 - 위원평가는 전문기관(KISTEP, 산업(연), 국토(연))이 작성한 후보지별 분석자료와 각 지자체 제출자료 등

을 검토하여 4개 항목별 점수 부여 

○ 광범위한 입지가능 부지를 부지확보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추려내고, 가중치가 부여된 세부 평가요소로 평가

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수의 유치지원 지자체가 존재할 경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시설의 안

전성 강화를 위해 부지의 지반·재해 안정성을 적·부로 판단한 사례는 원자력시설 입지를 고려하는 제2원자

력연구원 부지 선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3-21. 2차 평가를 통한 후보직역의 최종 평가 점수

평가순위 거점지구 후보 부지 평가점수

1 신동 둔곡지구 (대전) 75.01
2 테크노폴리스지구 (대구) 64.99
3  첨단 3지구 (광주) 64.58
4  융합기술지구 (포항) 62.75
5 동남권 원자력 산단지구 장안택지지구 (부산) 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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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산 쓰레기폐기물 처리시설

○ (평가항목) 입지 타당성 평가에는 5개 분야 대분류항목(입지적조건, 사회적조건, 환경적조건, 기술적조건, 

경제적조건)에 26개의 세부지표를 설정함. 

표 3-22. 서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평가항목 세부지표
가중치(%)

세부점수 합계

입지적 조건

1) 토지이용현황 (토지활용도) 3.5

21.3

2) 지장물현황 3.4

3) 사업부지 면적수용성/확장가능성 4.0

4) 주변도로와의 접근성 4.8

5) 재해에 대한 안정성 ①경사도평가, ②재해발생가능성 2.7

6) 고도제한 2.9

사회적 조건

1) 주거지역과의 거리, 세대수 및 민원발생가능성
①상시거주 세대수 ②도심권 이격거리 ③ 민원발생가능성

8.4

25.6

2) 주요 문화재 소재여부 및 인근문화재 분포조사 3.6

3) 법적 저촉여부 및 인허가 4.9

4) 주민편익시설 이용성 4.7

5)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①매립시설 연계성   ②하수처리시설 연계설

4.0

 환경적 조건

1) 경관 및 시설의 노출 3.7

25.1

2)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 ①녹지자연도평가 ②임야훼손평가 4.0

3) 상수원 및 수계에 대한 영향 4.1

4) 대기질 영향/확산 용이성
①운영시 대기오염물질의 예측농도 ②주변지형에 따른 확산 용이성

6.0

5) 작업 소음진동 2.4

6) 악취에 대한 영향
①운영시 악취물질의 예측농도 ②수거차량 통과여부평가

2.6

7) 토양에 대한 영향 2.3

기술적 조건

1)부지조성 및 시공용이성
①토공량 평가 ②공사 시 장비 진출입 용이성 평가

3.5

13.8
2) 진출입 도로개설
①진입로 연장거리 평가 ②진출입로 공사시 난이도평가 

3.9

3) 도시기반시설(유틸리티 등) 연계성 3.3

4) 집수구역 면적 3.1

경제적 조건

1) 토지취득의 용이성
①토지취득의 용이성 평가 ②토지평균가격 평가 

4.1

14.22) 공사비 3.5

3) 여열이용의 효율성 3.4

4) 폐기물 운반거리 3.2

합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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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설정) 23개 지자체의 유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기준을 분석하여 평균 배점을 추출하여 배점 

범위를 제안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가중치를 최종 결정함. 

○ (세부평가방법) 입지평가는 후보지 검토내용을 분석하여 분석인자별 가중치를 적용한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

분석 후 각각 점수를 산정토록 하였으며, 점수산정기준은 후보지에 대한 분석인자별 점수를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합리적인 배점이 가능토록 함. 

 - 평가항목별로 정량적인 평가속성이 존재하나 평가속성 값에 따라 후보지간 큰 차이가 없음에도 큰 평가점

수 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혼합평가방식을, 평가속성이 없는 항목의 경우엔 정

성적 평가를 기본평가방법으로 선정함.

○ 세부적으로 평가지표들을 살펴보면 서산 폐기물처리시설은 기피시설이자 환경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시 해당 평가지표들이 

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투입비용과 관련된 기술적 조건 및 경제적 조건은 상대적으

로 낮은 가중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특징이 있음. 

○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혼합하여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은 평가 점수가 왜곡되어 반영될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바, 제2원자력연구원 부지 선정에도 이러한 방식이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임.  

(4) 양성자가속기 센터

○ (평가항목) 경주 양성자 가속기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평가 항목은 사업부지에 대한 평가(70점)와 경주의 

중장기 발전 평가(30점)으로 설정됨. 

○ (가중치 설정) 사업부지에 대한 평가는 제공면적(25), 입지조건(35), 부대시설(10)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설

정하였으며, 경주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평가는 경주의 균형발전평가, 경주의 발전파급효과 평가, 관광

기여도 평가, 유관기업체의 배치 적정성, 경주의 균형발전 기여정도 등에 동등하게 6점씩 배분하여 가중치

를 설정함. 

표 3-23. 양성자 가속기 센터 입지 선정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설명

사
업
부
지

(70)

제공면적 
평가
(25)

기본개발 유용면적 
평가 (5)

 40만평 제공 시 5점
 35~40만평미만 : 4.0점
 30~35만평미만 : 3.5점
 30만평미만    : 3.0점

부지확보의 용이성
(20)  

○ 국공유지 50%이상 : 10점
 - 국공유지 40~50%미만 : 9.0점
 - 국공유지 30~40%미만 : 8.0점
 - 국공유지 30%미만    : 7.0점
○ 임야면적 95%이상 : 10점
 - 임야면적 85~95%미만 : 9.0점



- 92 -

 - 임야면적 75~85%미만 : 8.0점
 - 임야면적 75%미만    : 7.0점
[평가시 적용사항]
 - 사업예정부지의 평균경사도는 15%를 기준으로 한다    
 - 경사도가 15%이상인 임야는 산출시 임야면적에서 제외 

입지조건 
평가
(35)

개발의 용이성
(10) 

○ 법적 개발제한 유무 평가 (2)
 - 상(건축가능허가지역) : 2.0
 - 중(임야) : 1.4
 - 하(그린벨트, 절대농지) : 0.8
○ 지장물(묘지, 전주, 가옥 등 지장물) 유무 평가 (1)
 - 상(없음) : 1.0
 - 중(10곳 이내) : 0.7
 - 하(10곳 이상) : 0.4
○ 문화재 관련 유무 평가 (4)
 - 상(반경 3km이내 지역에 문화재 발굴 및 보호구역 없음) : 4.0
 - 중(반경 2km이내 문화재 발굴 및 보호구역 있음) : 3.0
 - 하(반경 1km이내 문화재발굴 및 보호 구역 있음) : 2.0 
○ 개발에 따른 주변생활불편민원 가능성 (2)
 - 상(주변문제 발생가능성 없음) : 2.0
 - 중(주변문제 발생가능성 상존) : 1.4
 - 하(주변문제 발생가능) : 0.8
○기존의 명시적 개발지원 정부정책 (1)
 - 상(정부정책 확정지역) : 1.0
 - 중(정부개발 고시지역) : 0.7
 - 하(정부개발 예정지역) : 0.4

부지요건
만족성
(10)

○시설배치계획과의 부합도 (4): 400m×1,100m 부합여부
 - 기준 충족 : 4.0
 - 기준에 약간 미흡 : 3.0 (세로변 최저 350m-380m내인 경우)
 - 기준에 미흡 : 2.0 (세로변 최저 200m-250m내인 경우)
   ※ 가로1,100m 는 기본요건

○지반구조의 안정성(3) : 건설공사비의 추가부담고려
 - 상(일반지역) : 3.0
 - 중(매립지역) : 2.0
 - 하(늪지, 하천지역) : 1.0
 ※ 제공부지 중 일부포함 시 해당점수 적용(단:양성자가속기 연구

설비 설치지역은 매립지 제외)

○지리적 위험요소 고려(2) :침하, 홍수 등(최근 20년 기록검토)
 - 상(침하 및 홍수 없음) : 2.0  
 - 중(침하 및 홍수 2회이하) : 1.5
 - 하(침하 및 홍수 2회이상) : 1.0
○주변시설에 의한 환경요인(1): 부지개발에 의한 주민생활에의 
부정적 영향(농축산업, 교통상의 피해가능성 : 가옥, 목장, 과수원 등)

 - 상(반경 2km내 해당개소 없음) :1.0
 - 중(반경 2km내 10곳 이내) :0.7
 - 하(반경 2km내 10곳 이상) :0.4

시설의 접근성, 
활용성, 국토이용 

평가
(10)

○국내 주요도시로 부터의 접근성(3) : 인근 고속도로 IC까
지의 반경거리 (계획 확정된 도로도 인정)
 - 5km 이내  : 3.0
 - 10km 이내 : 2.5
 - 20km 이내 : 2.0
 - 20km 이상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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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도시로부터의 접근성(3) : 철도역에서의 반경거리
 - 5km 이내  : 3.0
 - 10km 이내 : 2.5
 - 20km 이내 : 2.0
 - 20km 이상 : 1.5   (주) 계획 확정된 철도도 인정

사회적 측면의 
국토 이용성

(4)

○유치희망지역의 인구 밀도(2) 
 - 하위1개지역  : 2.0
 - 중위1개지역  : 1.5
 - 상위지역(전체)  : 1.0
○반경 10km이내에 본 사업과 무관한 지역 
개발 계획의 유무(2) :첨단과학산업단지 제외
 - 계획없음: 2.0
 - 계획확정: 1.5
 - 이미 개발: 1.0

시설확장성평가(5)  
※반경5km 이내 

협력대상 시설들의 
입주 환경조성 

가능성

○예정부지의 규모 및 확보방안(5) : 토지수용가능성 포함
 - 10만평 미만 : 3.0
 - 10만평～20만평 미만 : 4.0
 - 20만평이상 : 5.0
(주)기존 조성된 산업단지 등을 활용할 경우도 본 배점기준을 적용

부대시설
(10)

부지정지
(3)

○부지정지공사에 따른 경제성 : 부지내 하천 및 계곡등 부지
정지의 경제성 여부 검토
 - 양호 : 3.0      - 적합 : 2.5    - 미흡 : 2.0    
 ※ 양성자가속기 연구설비설치 예정지역에는 하천 및 계곡 등이 

위치하여서는 아니됨

진입로
(1)

○진입로 개설구간
 - 3 ㎞이하 : 1.0     - 3~5 ㎞이하 : 0.7
 - 5 ㎞이상: 0.4

전력
인입선로

 (4)

○추진계획의 적정성(인입거리)
 - 10 ㎞이하 : 4.0    - 10~20 ㎞이하 : 3.0
 - 20 ㎞이상: 2.0

 용수
공급선로

 (2)

○추진계획의 적정성(용수 공급구간)
 - 10㎞이하 : 2.0
 - 10~20㎞이하 : 1.5
 - 20㎞이상: 1.0

경
주
의 

중
장
기
발
전

(30)

경주의 
균형개발
평가(6)

○경주지역의 균형개발을 고려한 개발 적정성 평가 
 - 양호 : 6.0      - 적합 : 4.0       - 미흡 : 2.0    

경주의 발전 
파급효과평가

(6)

○경주시 발전의 파급효과 극대화 가능성 평가 
 - 양호 : 6.0      - 적합 : 4.0       - 미흡 : 2.0   

경주의 
관광기여도 

평가(6)

○경주 관광의 전략적 연계가능성 평가
 - 양호 : 6.0      - 적합 : 4.0       - 미흡 : 2.0    

유관기업체의 
배치 적정성 (6)

○추진계획의 적정성
 - 양호 : 6.0      - 적합 : 4.0       - 미흡 : 2.0    

경주의 
균형 발전의
기여정도 (6)

○경주의 균형발전의 기여정도 평가
 - 양호 : 6.0      - 적합 : 4.0       - 미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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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형 신형 연구로 

○ (후보부지 선정방안) 예비지질조사의 우선 착수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수 조건 등을 통보하고 

사업 참여 희망 여부 파악한후 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부지선정 평

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 확정, 평가 실시 등을 통해 후보부지 확정함. 

○ (평가항목) 원자로 시설이 입지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 상 안전성, 지자체의 지원, 주민 수용성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필수요건으로 제시하고, 그 후 입지 적합성, 주민수용성, 인프라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입지 편의성 등을 정량 평가 지표로 제시함. 

○ (가중치 설정) 세부 평가항목 별 평가기준 및 배점(가중치)는 다음과 같음 

표 3-24. 수출형 신형 연구로 입지 선정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구 분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필수 요건

안전성

-

지질 및 지진 조건

위치제한 조건

전력 인입선로(154 kV, 50 MVA 2회선)

용수 인입설비(1,200 ton/일)

지자체의
지원

13만 ㎡ 이상의 부지 (무상)

후보부지 정지

후보부지까지 왕복 2차선 이상의 진입로 건설

주민수용성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대표 대상자의 동의 50% 
이상 확보

배점 
기준
(110)

정량
평가

서면
평가
(100)

입지 적합성 30

비상계획의 실행 가능성

기상 조건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수문 및 해양 조건

주민 수용성 25
주민대표 대상자의 동의

기초의회 의결

인프라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25

현재 인프라 구축 정도

부지 면적 및 여건 

향후 인프라 확충 계획

입지 편의성 20

지자체 정주 여건

국내 교통 편의성(고속도로 진출입로까지의 거리)

해외 항공 교통 편의성(국제공항 접근성)

항만까지의 거리

정성
평가

종합 평가(10) 10 각 지자체 사업성에 대한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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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수조건) 미 충족 시 후보부지로서 부적합

1) 안전성 

○ 지질 및 지진 조건(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조) 충족 ⇒ 예비 지질조사(대

한 지질학회) 결과에 따라 평가

○ 위치제한 조건(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5조) 충족 ⇒ 고시 제2008-7호(원

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 별표의 2에 따라 평가

○ 전력 인입선로(154kV, 50MVA 2회선)

○ 용수 인입설비(1,200ton/일)

2) 자체의 지원 

○ 13만 ㎡ 이상의 부지(무상)

○ 후보부지 정지

○ 후보부지까지 왕복 2차선 이상의 진입로 건설

3) 주민 수용성

○ 비상계획구역(원자로 중심으로부터 반경 540m) 내 주민대표 대상자*의 동의 50% 이상 확보

* 주민대표 대상자 :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이장

② (배점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1) 입지 적합성: 30점 

○ 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9조)

 - 해당 구역 내(원자로 중심으로부터 반경 540m) 거주자가 없는 경우 만점

 - 해당 구역 내 거주자가 있는 경우

� 주민의 거주 희박성 및 소개의 용이성 : 상·중·하 평가

� 비상 계획 실현을 위한 주변 인프라(소방서, 경찰서, 청사 등)의 적합성 : 상·중·하 평가

○ 기상 조건(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6조)

 - 일평균 풍속이 0.5m/s 이하인 날이 연간 60일 미만 충족 여부

 - 태풍, 대설, 호우, 강풍, 해일 경보의 누적 발령횟수가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 최근 5년 간 5회 

미만 충족 여부

○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8조)

 - 위험물*의 위치 및 수량 정도에 따른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정도 : 상·중·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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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고시 제2008-70호(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 제3조 협의대

상(폭발·진동 시설), 제4조 협의대상(유독성물질배출시설), 제5조 기타 협의대상 등에 따라 평가

○  수문 및 해양(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7조)

 - 고시 제2009-37호(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명시된 수문 

및 해양 조건 중 대표적 인자의 영향이 양호한 정도 : 상·중·하 평가

2) 주민 수용성: 25점 

○  주민대표 대상자의 동의

 - 비상계획구역(원자로 중심으로부터 반경 540m) 내 주민대표 대상자*의 동의 비율에 따라 평가

� 80% 이상 : 동의 비율에 따른 비례 점수

� 50% 이상 ~ 80% 미만 : 기본 점수

� 50% 미만 : 후보부지로서 부적합

* 주민대표 대상자 :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이장

○  기초의회 의결

 - 후보부지 해당 기초의회 의결 확보 시 만점

 - 후보부지 해당 기초의회 의결 미확보 시

� 50% 이상 : 기초의원 서면 동의 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

� 50% 미만 : 점수 없음

※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3) 인프라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25점 

○  현재 인프라 구축(관련 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정도

 - 관련 산업의 구축 정도 : 상·중·하 평가

 - 관련 대학의 구축 정도 : 상·중·하 평가

 - 관련 연구기관의 구축 정도 : 상·중·하 평가

○  향후 인프라 확충(관련 산업, 연구기관 등) 계획

 - 관련 산업 및 연구기관의 확충 계획 : 상·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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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면적 및 여건

 -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지 면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평가

� 30만 ㎡ 이상 : 만점

� 13만 ㎡ 이상 ~ 30만 ㎡ 미만 : 부지 면적에 따른 비례 점수

� 13만 ㎡ 미만 : 후보부지로서 부적합

 - 부지 여건(부지 형상 등) : 상·중·하 평가

4) 입지 편의성

○  정주 여건

 - 지자체 정주 여건(교육, 문화, 의료, 주거 여건 등) : 상·중·하 평가

○  국내 교통의 편의성

 - 부지 경계에서 고속도로 진출입로까지의 거리에 따라 평가

○  해외 항공 교통의 편의성

 - 5개국 이상 해외노선을 보유한 국제공항*까지 도달 시간**에 따라 평가

* 2~4개국 해외노선을 보유한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80% 점수 적용

** 도달시간은 교통시간 검색 서비스 활용(인터넷 검색 등)

※ 비행기를 이용한 환적시 1차 사용 공항까지의 소요시간에 2시간 추가

○  항만*까지의 거리

 - 부지 경계에서 항만까지의 거리에 따라 평가

* 항만법 시행령 별표1(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에서 정의하는 무역항

5)  발표 평가 : 10

○ 지자체별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 계획 수립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 및 사업 목적과의 부합 정도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  각 지자체 사업 담당자가 평가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발표한 후, 평가위원별로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10점내에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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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경주 양성자가속기 센터, 수출형 신형 연구로 등 주요 국책사업

과 폐기물 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들은 사업의 특성과 목적을 반영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입지선정 사례를 통해 입지선정을 위해 사용된 다양한 방

법과 평가 지표들을 분석하였음. 

○ 주요사례별로 추진 사업의 목적과 대중 수용성, 정치적 민감성에 따라 입지선정의 원칙을 지정 또는 공모로 

진행하였으며, 추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그리고 입지하고자 하는 시설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주요 평가

지표들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같이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입

지의 조성 후 사업의 발전을 고려한 관련 산업 및 기관의 집적성 또는 유치 가능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으며, 폐기물 시설과 같은 환경 영향이 큰 시설은 사회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 재해 안전성 등을 

강조하는 있는 경향을 보임. 

 - 경주 양성자 가속기 센터는 사전에 경주 내에서 입지 지역을 찾은 것으로, 경주지역의 발전에 초점을 평가

지표들이 강조되었으며, 수출형 신형 연구로 사업은 원자로 시설이 입지하는 만큼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지표와 주민 수용성을 필수요건으로 반영하여 사전에 부적합 지역을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입지를 평가함. 

표 3-25. 주요 사례별 평가항목 비교  

평가 항목
첨단의료

복합단지

국제과학

비지니스벨트
폐기물시설

양성자  

가속기 센터

수출형 신형 

연구로

국토 균형개발 ○

접근성 ○ ○ ○

환경적 조건 ○ ○ ○

자연적 조건 ○ ○ ○

사회적 조건 ○ ○ ○

기술적 조건 ○

경제성 ○

관련기관 유치·정주가능성 ○ ○ ○ ○

산업 및 관련기관 집적·연계성 ○ ○ ○ ○

부지확보 용이성 ○ ○ ○ ○ ○

지자체 지원 정도 ○ ○

지반·재해 안전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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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지 선정 관련 평가지표 설정 

○ 제2원자력연구원의 사업 목적, 입지 시설, 효율적인 추진 등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원자력시설이 입지하는 제2원자력연구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구체

적인 평가항목 설정이 필요함.  

○ 특히 원자력 관련 시설의 입지에 있어 시설의 안전성 및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바, 

이러한 요소들을 부지선정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와 선정 기준, 평가항목 등이 설정되면,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평가항목간의 

가중치 설정 방법, 평가결과의 왜곡보정방법, 상하한점수 규정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1)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 구분 

표 3-26.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구분 및 목표  

단계 목표 및 도출방법 예상 성과

1단계
부지개념
설정단계

목표: 부지 규모 및 조건 도출, 부지확보계획 수립
도출방법

 - 입지시설 분석을 통한 부지조건 도출
 -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한 부지확보계획 수립

부지선정 기반마련

2단계
부지선정
방안마련

목표: 부지선정 평가지표 도출 및 선정방안 마련
도출방법

 - 부지조건을 반영한 평가지표 도출 
 -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평가 및 선정방안 마련

평가·선정방안 마련
절차적정당성 확보

3단계 부지공모

목표: 유치의사 지자체 확보 
도출방법

 - 조건을 만족하는 부지제공 의사 지자체 공모
 - 공모 지자체 대상 MOU 체결 

대상지역 압축 

4단계 예비평가

목표: 예비부지 도출 
도출방법

 - 자연·인문·사회환경상 제외조건 적용하여 부적합지역 제외 
 - 부지세부요건 충족부지 압축 및 도출 

공모지역→예비부
지 도출(단수)

5단계 상세평가

목표: 확정부지 도출 
도출방법

 - 사업요건 및 인허가 요건 충족부지 도출
 -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한 부지확보계획 수립

예비부지→확정부
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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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식)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단계별 절차로 추진 

○ (1단계: 부지개념 설정 단계) 건설될 시설의 기본요건에 따라 부지로서 갖추어야 할 규모와 조건의 

결정 및 부지 확보 계획을 수립 

○ (2단계: 부지선정방안 마련) 설정된 부지개념에 맞는 부지선정방안과 부지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도출 

○ (3단계: 부지 공모)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유치 공모

○ (4단계: 예비평가) 사업유치공모에 신청한 지자체 제공 부지를 대상으로 평가방안 및 지표를 토대로 평가 수행 

○ (5단계: 상세평가) 예비평가를 통해 선정된 단수부지를 대상으로 상세평가 후 확정부지로 선정

 

(2) 부지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 (부지 특성) 원자력시설은 일반 산업시설의 입지조건* 이외에 방사성물질의 취급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안정성과 방사선적 안전성,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이 동시에 확보가 필요함.  

 - 보통의 산업시설의 경우 시설설치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면적의 확보 가능성, 물류 운송여건, 공

업용수 확보, 노동인력 확보, 전력·가스·통신 등 유틸리티 인입 등이 중요함.   

○ (최소 필요조건) 부지의 인허가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법* 상 요구하고 있는 

원자로 시설 입지에 관한 최소한의 위치 조건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부지 요건, 주민 수용성 등을 필수

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부지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3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허가기준)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안전성) 원자력시설이 입지하는 부지는 다른 산업시설의 입지기준에 비해 엄격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바, 

자연재해로 부터의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 지료에 반영해야 함. 

○ (사회적 수용성) 원자력시설이 입지해야 하는 사업특성을 감안 할 때 지역주민들의 사업 이해도 및 

수용성, 지자체의 정책지원 및 일관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건설 적합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의 확보 및 개발 용이성 등의 건설적합성이 중요하며,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지 확장성을 고려해야 함.  

○ (운영환경의 우수성) 조성 목적의 달성을 위해 물류 운송조건, 우수 인력의 확보 등의 운영 용이성과 

주거, 환경, 교통 등의 정주여건을 고려한 운영환경의 우수성을 고려해야 함.   

○ (지역과의 연계성)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입지 지역의 경제·산업 파

급효과 및 연계발전 효과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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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 원자력시설 입지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3) 부지선정 평가지표

○ (대분류) 필수조건*, 안전성 조건(재해안전성, 부지안전성), 부지적 조건(부지 확보용이성 및 확장성), 

사회적 조건(사회적 수용성, 지자체의 정책, 지자체 지원), 기타 조건(운영환경의 우수성, 지역과의 연계성, 

지자체 지원) 등을 대분류 평가지표로 사용 가능함. 

 - 필수 조건의 경우, 점수화 하는 것이 아닌, 부지의 적부 판정을 위한 평가지표로 활용 

  (중분류) 각 대분류 별 세부 평가요소를 아래와 같이 중분류 지표로 제시함. 

표 3-27. 부지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요소 

필수 조건

지질조건: 일정범위의 거리 내에 활성단층 존재여부(문헌조사)등

위치조건: 일정범위의 거리 내에 위해시설 존재여부, 인구중심지로부터의 최소이격 거리 등

개발조건: 최소 부지 규모, 항만설치 및 해상수송로 확보 가능지역  

사회적 수용성: 일정 구역 내 주거 주민들의 동의 여부 

기타 기준: 국립공원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등 개발 제한지역  

안전성 조건
부지안전성: 지진 또는 화산 활동 등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 등

재해안전성: 홍수, 태풍, 산사태 등의 기상현상에 의한 재해 발생 가능성 등

부지적 조건

부지 확보의 용이성: 토지취득의 용이성, 사업의 조기추진 가능성, 토지매입비용, 개발의 
용이성 등

부지확장 가능성: 확장을 위한 토지수용가능성 등

사회적 조건 

사회적 수용성: 주거지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한 민원발생가능성, 입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들의 의견 등

지자체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의지 및 실현가능성

기타 조건
지역과의 연계성: 지역 주변 관련 산업, 인프라 등 지역경제 현황 및 파급효과

운영환경의 우수성: 우수인력의 확보, 물류 운송 환경, 주거 환경 조성 가능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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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조건) 공모를 통해 입지유치를 신청한 지자체의 제공부지에 대해 객관화된 기준 및 지표를 통해 

부적격 지역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필수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부적격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제외기준은 자연환경적 부문(지질 및 재해적 여건)과 인문·사회환경적 부

문(입지환경 및 개발여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 위치 규

제 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3-28. 부지선정을 위한 필수조건

항  목 세부기준

자연환경적 조건

지질 및 지진 
반경 8 km 이내에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예비 지질조사(ex. 대한 지질학회) 결과에 따라 평가

붕괴·함몰
원자로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암반이 분포되

어 있지 않은 지역

사면 산사태 위험지구, 평균사면경사 00% 이상인 지역 

 인문·사회환경적 
조건

위치

인구중심지와 가까운 곳 (6.5 km 이내에 25,000 명 이상의 인구 중심지가 
있는 곳)
위해 시설이 인접한 곳 (16 km 이내에 공항, 8 km 이내에 포사격장, 미사
일기지, 댐, 하구둑 등이 있는 곳)

개발여건 
부지 총면적 00만평 이상 확보하기 어려운 곳: 입지시설을 고려하여 결정
임해지역이 아닌 곳(항만 설치 및 대형선박 접안이 불가능한 곳) 

운영여건
전력 인입선로 (000 kV, 000 MVA  00회선) : 입지시설을 고려하여 결정
용수 인입설비 (000 ton/일) : 입지시설을 고려하여 결정

주민 수용성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대표 대상자의 동의를 50% 이상 확보하지 못한 곳

입지환경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연환경 보전지역(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곳 

○ (정량평가) 특히 대분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가중치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평가항목 및 평가체계의 확정 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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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본원 외 조직 설치관련 고려사항

○ 제2원자력연구원은 대전본원과 분리 된 본원 외 조직으로, 정부출연연구소가 분원 등의 본원 외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함. 

○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 및 운영지침(2014.3.21.)’을 마련하고, 본원 외 조직에 대한 

설치·운영계획과 자체 적정성 검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1.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 운영지침(2014. 3.21)

○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의 설치요건, 평가와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

인 설치·운영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출연(연) 본원 외 조직의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 추진 하기 위

해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지침을 제정함. 

가. 주요 내용

○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 및 운영지침은 15개의 조항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제1조 목적

○ 지침의 제정 목적을 설명하는 조항으로,  본원 외 조직 설치시 필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관연구기관이 부설기관, 지역조직, 해외사무소 등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

직(이하 ‘본원 외 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 범위

○ 이 지침은 분원, 센터, 연구시설 등 본원 이외의 지역에 연구를 위한 시설이 설치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음.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초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소관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이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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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조 용어정의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기관”이란 그 명칭 및 임무를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에 명시하여 설치하는 조직으로 직제, 인사, 

예산 및 회계를 연구기관 본원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지역조직”이란 부설기관이 아닌 본원 외 조직으로서 국내에 설치하는 조직(분원, 본부, 센터 등)을 

말한다.

  3. “해외사무소”란 부설기관이 아닌 본원 외 조직으로서 국외에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4. “타당성조사”란 본원 외 조직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회가 사전 검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제4조 설치운영계획 제출 및 보고

○  출연연구기관이 본원외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원 외 조직 설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함을 명시

하고, 설치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본원 외 조직이 위치하는 지자체의 부지 제공, 사업비의 분담비율, 인력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MOU를 체결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제4조(설치·운영계획 제출 및 보고) ① 연구기관이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년도 11월까지 연구회에 관련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별표 참조)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

당 사업을 정부예산요구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전년도 11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타당성조사가 면제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제출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외부전문가 또

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등 적정성 검증자료와 지자체장과 체결한 MoU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이 지자체장과 체결한 Mo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부지는 해당 지자체가 확보하여 무상으로 제공(구체적 면적제시)

  2. 건축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연구기관 포함) 간 60:40의 비율

로 분담(연구기관은 총사업비의 5% 이상 분담). 단, 해당 건설사업에 별도 장비 마련이 필요할 경우 

해당 장비구입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담

  3.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 각각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간 50:50의 비율로 분담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설치운영계획에는 해당 본원 외 조직의 정규직 인력 중 50% 이상을 본

원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제2항에 의한 MoU 체결내용도 반영되어 있어

야 한다. 다만, 부설기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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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조의 2 자문회의 등

○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은 이사회 보고 전에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회의의 검토를 받아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수립된 설치운영계획의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 

제4조의 2(자문회의 등) 연구회 이사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

획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 전에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검토를 받아

야 한다.

(6) 제5조 타당성조사 대상 

○  본원 외 조직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 운영 전에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함을 규정함. 

제5조(타당성조사 대상)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부설기관, 지역조직, 해외사무소 설치 시

  2. 건설, 장비설비구축 등 재정사업(순수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본원 외 조직

(7) 제6조 타당성조사의 면제 

○  단,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 국가 정책적 필요 등에 의해 이사장이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

정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음.  

제6조(타당성조사의 면제) 연구회는 제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

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

  3. 국가 정책적 필요,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의 이유로 감독관청 또는 연구회 이사장이 타당성조사를 면

제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8) 제7조 타당성조사 수행 방법 

○  타당성 조사 수행의 주체, 비용부담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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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타당성조사 수행방법) 

  ① 타당성조사는 연구회가 수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타당성조사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③ 타당성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회가 부담한다.

(9) 제8조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  타당성 조사의 수행기간을 4개월로 한정하여 타당성 조사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함. 

제8조(타당성조사 수행기간)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4개월로 한다. 다만, 설치 조직 및 사업의 성격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0) 제9조 타당성조사 분석방법

○  타당성 조사는 기획, 수행, 파급효과 부분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명시하고, 각 부분별로 조사 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당성 종합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제9조(타당성조사 분석방법) ① 타당성조사는 해당 연구기관이 제출한 본원 외 조직의 설치·운영계획

을 토대로 기획부문, 수행부문, 파급효과 부문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기획부문 분석 : 설치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본원 추진계획과의 일관성, 사업추진체계의 합

리성, 국고조달가능성, 예산 설정 및 배분의 기준 적정성, 사업관리의 체계성, 국가 및 지역정

책과의 부합성 등을 분석한다.

  2. 수행부문 분석 : 추진사업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추진사업의 성공가능성, 추진사업의 주체 및 

인력의 수준, 추진사업의 적절성, 추진사업 내 세부추진과제의 목적 부합성, 본원과의 연계발전

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여도, 조직의 추진사업에 대한 독자적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3. 파급효과부문 분석 : 투자적합성, 경제적 파급성 등을 분석(비용-편익분석)한다. 다만, 비용-편익

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사회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

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설치예정 조직이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 기업지원서비스 또는 기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경우, 신설예정 조직의 설치 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타당성 조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조사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또는 별도의 적절한 방법 등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타당성조사 분석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

용지침상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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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0조 타당성조사결과 활용

○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제10조(타당성조사결과 활용) ① 연구회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본원 외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제1항에 의한 타당성조사결과를 반영

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정부예산요구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이후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등을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타당성 재조사에서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12) 제11조 설치운영계획의 승인

○  본원 외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변경 계획 역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을 규정함. 

제11조(설치·운영계획의 승인) ①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타당성조사 결과,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관련 정관 개정안 등을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의 설치·운영계획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 동 계획이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3) 제12조 설치운영계획의 승인

○  부설기관의 명칭 변경 시에도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제12조(조직명칭의 변경) 부설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칭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

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 및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4) 제13조 위반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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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침의 위반 시 해당기관에 경고, 기관 평가 반영 및 예산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상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제13조(위반시 조치) 연구회 이사장은 이 지침에 위반하여 연구기관이 본원 외 조직을 설치 운영한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에 대하여 경고, 기관평가 반영 및 차년도 예

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제14조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 

○  분원 외 조직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5년단위로 본원 외 

조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을 규정하고 있음. 

제14조(조직운영에 대한 평가) ① 연구회는 본원 외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본

원 외 조직(부설기관은 제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대상 등 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본원 외 

조직의 기능 조정 및 통합,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6) 제15조 기타사항 

제15조(기타사항) 이 지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회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7) 부칙

○  부칙은 지침의 시행일, 지자체 분금규정에 대한 예외, 본원 외 조직의 평가 실시 년도 기준 등을 명시

하고 있음.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자체 등의 사업비 분담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사업비 분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 전에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추진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하되 예산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본원 외 조직에 대한 평가실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원 외 조직에 대한 평가는 2015

년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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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 국과과학기술연구회의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지침(‘14.3.21)에 따른 설립 절차 

2.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 운영지침 개정(2015. 7.20)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본원 외 조직 설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치 기준 및 절

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5년 7월 본원 외 조직 설치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함.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본원 외 조직 설치절차를 유형별로 구체화 

○ 지역조직과 해외조직으로 구분하고 설치절차는 각 유형별로 명시하고, 본원 외 조직 중 부설기관은 

본 지침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2) 설치절차 및 요건 강화 

○ 지역조직 설치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30개월의 시범사업을 의무 시행하고, 시범사업 결과는 타당성

조사 시 활용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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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사업 계획 및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출 시 연구회가 전문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통

과한 경우에만 시범사업 및 타당성 조사 실시하도록 함.

  ○ 지자체 및 연구기관의 건축비 분담(40%→60%이상) 및 본원 정규직인력 활용비율(50%→60%이상) 상

향 조정하여 본원 외 조직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시설의 증설 시 

소요비용은 설립시 체결한 기존 MoU의 따른 분담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또한 타당성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수행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지정하였음. 

표 3-29. 개정(2015. 7.20)된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지침 주요 내용 

구분 관련내용 비고

용어의 정의
ㅇ 지역조직 설치를 위한 용어의 정의

 - 지역조직, 해외조직 등의 정의 명확화
안 3조

본원 외 조직 설치절차 
구분

ㅇ 본원 외 조직 설치절차를 해외조직과 지자체 재정분담을 요구하는 지역조직

으로 구분함(부설기관 제외)
안4조~8조

설치 절차 및 요건

ㅇ 지역조직 설치 추진 시 30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한 출연연의 해당지역 관련 

연구활동 및 기술지원 등의 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타당

성 평가 시 실증근거 마련

안 4조

ㅇ 시범사업 계획 및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한 전문가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통과

한 경우에만 이사회 보고 후 추진  
안 4조, 안 

8조

ㅇ (건축비)  지자체 50%이상, 연구기관 10%이상

ㅇ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 지자체 50%이상
안 6조

ㅇ 지역조직 설치 시 정규직 의무 활용비율 60% 이상 안 6조

ㅇ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KDI로 통일 안 10조

설치운영 계획 변경 
절차 

ㅇ 지자체와의 협약변경 등 지역조직의 운영에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
안 14조

증설 요건 ㅇ 기존 MoU 분담비율 적용 안 15조

명칭변경보고 ㅇ 명칭변경을 1년  1회,  12월 이사회로 제한하여 일괄 검토 안 16조

지역조직 평가
ㅇ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기능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안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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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 운영지침 개정(2015. 7.20)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본원 외 조직 설치 운영 지침을 두 차례 더 개정하여 아래와 

같은 최종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 지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 지침의 수정은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시범사업 시행 등의 규칙과 절차, MOU 세부 내용 등을 신

설하여 본원 외 조직 설립 절차를 좀 더 구체화 하였음.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

제정 2015. 7. 20.
개정 2016. 9. 28.
개정 2017. 3.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소관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이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원 외 조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원 외 조직”이란 지역조직과 해외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6. 9. 28.>

  2. “지역조직”이란 연구기관의 필요에 의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국내에 설치되는 조직으로서, 연구기관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분원, 본부, 센터 등을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3. “해외조직”이란 국외에 설치하는 조직으로서, 정규직 1인 이상 상근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4. “타당성조사”란 연구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본원 외 조직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증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5. “시범사업”이란 지역조직 설치 전 설치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행하는 연구활동 

및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 9. 2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기관이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 9. 28>

제4조(본원 외 조직 설치 검토위원회) ① 연구회는 본원 외 조직 설치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기술적 측면의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본원 외 조직 설치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역조직 시범사업 운영계획

   2.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3. 해외조직 설치·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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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검토위원회는 연구회 기획평가위원, 관련부처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검토위원회는 해당 검토 사안이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된 경우 운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3. 31.>

제5조(지역조직 시범사업 운영계획의 제출) ① 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 

시범사업 운영계획(이하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라 한다)과 외부전문가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시범사업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수행기간은 최소 30개월 이상으로 한다.

   2. 부지 및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

   3. 시범사업의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분담한다.

<전문개정 2017. 3. 31.>

제6조(시범사업 사전검토 및 보고)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제5조에 따라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제출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기술성 검토 시행 후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검토위원회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차년도 이후에 검토위원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검토위원회 재검토에서도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 할 경우에는 향후 3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3. 31.>

제7조(시범사업의 관리) ① 연구기관은 이사회에 보고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에 명시된 사업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시범사업 기간중 매년 말 사업결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이 포함된 연차실적·계획에 대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시점에는 전체 사업기간의 성과에 대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의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은 「소관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규정」의 사업관리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3. 31.>

제8조(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의 제출) ① 연구기관은 제7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지역조직을 설

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자체 적정성 검증자료(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2. 지방자치단체장과 체결한 양해각서 등

   3. 지역조직 시범사업 최종평가 결과 및 평가 의견

   4. 해당 지역조직의 정규직 인력 운영방안(60% 이상을 기존 본원의 인력으로 운영)

<전문개정 2017. 3. 31.>

제9조(양해각서 세부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체결한 양해각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여 연구기관에 무상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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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를 말한다)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연구기관은 10% 이상 분담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조직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운영비의 50% 이상을 분담한다. 단,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으로부터의 수탁연구 및 용역 수입으로 충당되는 비용은 분담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1.>

  

제10조(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사전검토 및 보고) ① 연구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지역조직 설치·운영

계획을 접수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기술성 검토 시행 후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 추진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검토위원회 운영 결과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설치·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차년도 이후에 검토위원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검토위원회 재검토에서도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 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 3. 31.>[종전 제7조에서 제10조로 이동]

제11조(해외조직의 설치·운영계획 제출 및 보고) ① 연구기관이 해외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해외조직 설치·운영계획에는 적정성 검증자료(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해외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접수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기술성 

검토 시행 후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이 확인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은 검토위원회 검토 결과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설치·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차년도 이후에 검토위원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검토위원회 재검토에서도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 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 3. 31.>[종전 제8조에서 제11조로 이동]

제12조(타당성조사 대상) 연구회는 연구기관이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8., 2017. 3. 31.>[종전 제9조에서 제11조로 이동]

제13조(타당성조사 수행방법) ① 타당성조사는 연구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다만, 한국

개발연구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②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7. 3. 31.>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이 부담

한다.<신설 2016. 9. 28.>  [종전 제10조에서 제13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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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타당성조사 분석방법) 타당성조사 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28., 2017. 3. 31>[종전 제11

조에서 제14조로 이동]

제15조(타당성조사 결과 활용) ① 연구회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② 연구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된 타당성조사 결과를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2017. 3. 31.>

 ③ 연구기관은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정부예산요구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④ 연구기관은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등을 거쳐 차년도 

이후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사업계획 보완 등 

타당성조사 결과가 변경될만한 주요 변경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17. 3. 31.>

  ⑤ 타당성 재조사에서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제15조로 이동]

제16조(절차 및 조건의 예외)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된 본원 외 조직 설립 절차 및 요건 등을 감독관청과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1.「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 <개정 2017. 3. 31>

   2. 국가적 임무 수행이나 정책적 필요,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의 이유로 사업수행 소관부처가 요청하는 경우

 [종전 제13조에서 제16조로 이동]

제17조(설치·운영계획의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조직 설치의 제반 

여건이 충족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가 포함된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31.>

 ② 연구회는 제1항의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설치의 제반 여건이 충족되

었는지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해당 연구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 2017. 3. 31.>

 ③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내용 중 본원 외 조직 설립 목적의 변경, 지역조직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약변경 등 본원 외 조직의 운영에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31.> [종전 제14조에서 제17조로 이동]

제18조(지역조직의 증설) 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증축, 신축, 재건축, 이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9조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 115 -

있다. <개정 2017. 3. 31.>   [종전 제15조에서 제18조로 이동]

제19조(조직명칭의 변경) 연구기관은 본원 외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월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종전 제16조에서 제19조로 이동] 

제20조(본원 외 조직에 대한 평가) ① 연구회는 본원 외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대상 등 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조직의 

기능 조정 및 통합, 폐지 및 평가결과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제20조로 이동]

제21조(위반시 조치) 연구회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 대하여 경고, 기관평가 반영 및 차년도 예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2017. 3. 31.> [종전 제18조에서 제21조로 이동]

제22조(기타사항) 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회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종전 제19조에서 제22조로 이동]

           부  칙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자체 등의 사업비 분담규정에 대한 적용례) 신규 본원 외 조직에 대한 제6조의 비용 및 인력 분

담규정은 시행일 이후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제출한 연구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본원 외 조직 설치 절차에 대한 적용례) 신규 본원 외 조직 설치 절차는 시행일 이후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제출한 본원 외 조직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개정 2016. 9. 28.,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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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 ‘본원 외 조직 설치 및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본원 외 조직 설치 운영 계획에는 설치의 필요성, 입지 

일반 여건, 상위 계획 타당성 분석, 추진계획, 사업비, 시설 구축계획, 기대 효과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30.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작성 시 주요목차

구분 세부내용

설치 필요성

정책적 추진 필요성

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관련분야 R&D 현황 및 주요 이슈

국내외 사례 분석

입지 일반여건 분석
시설입지 조건 분석

입지 지역 경제 및 현황 분석

상위 계획 타당성 분석
상위계획 관련성 분석

관련규제 및 법률 분석

추진계획

비전 및 목표

사업 내용

인력 및 조직구성(기존 인력의 활용계획 포함)

입지 선정

추진 체계

단계별 발전전략

사업비
사업비 구성(해당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방안 포함)

소요재원 확보방안

시설 구축계획

부지의 개요

시설구축 개요

시설별 세부 계획

시설 활용계획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경제적 기대효과

국가정책적 기대효과

 * 본원 외 조직의 규모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은 다를 수 있음

 * 추진계획은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며 특히 향후 5년간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산 및 인력계획은 제6조의 관련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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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원 외 조직 설치 프로세스

○ ‘본원 외 조직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할 경우,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가 요구되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진행 된다고 하더라도 약 4년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침 내 규정된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한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함. 

표 3-31. 본원 외 조직 설치 프로세스

순번 부 문 주요내용 시기

①
시범사업 운영계획 

접수
 시범사업 운영계획 접수 (2017년 9월)

② 시범사업계획 검토
 지역조직 시범사업 기술성 검토 (2017년 10월)

 본원 외 조직 설치 검토위원회 구성·운영(11월)

③ 이사회 보고  시범사업 운영계획 이사회 보고 (~12월)

④ 시범사업 수행  2018년 1월 ~2020년 6월 최소 30개월

⑤ 시범사업 평가  시범사업 성과, 효과성, 개선사항 등 도출(연구기관 수행, 2020년 7월)

⑥
자체 적정성 검증 
및 지자체와의 

MoU

 적정성 검증 자료 제출을 위한 자체 용역, 설치 조건을 위한 지자체

와의 MoU 등을 추진

⑦ 설치운영계획 접수  설치운영계획 및 관련 자료 접수 (2020년 9월)
사업 수행 
전전년도

⑧ 설치운영계획 검토
 지역조직 사업 기술성 검토 (2020년 10월)

 본원 외 조직 설치 검토위원회 구성·운영(11월)

⑨ 이사회 보고  설치 운영계획 이사회 보고 (~12월)

⑩ 타당성조사 수행  타당성 조사 수행 (2020년 1월~2021년 6월) 6개월

⑪ 출연(연) 예산확보  예산확보활동 수행 (2021년 7월~12월)

이사회 설치 승인
 예산확보 및 MoU, 부지 등 제반 활동 수행 완료 시 이사회 설립승

인 (2022년 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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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조사 

가.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현황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경제적·공공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급인력의 지방 유입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조직 

설치를 추진 중임.  

○ 2016년 기준 출연(연) 지역조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이 64개 지역조직

을 설치ㆍ운영 또는 건설 중으로, 이 가운데 83.9%인 52개가 최근 10년(2005~2016년) 간 

설치되었으며, 최근 3년(’13~‘16년) 사이 설립되었거나 설립계획이 확정된 지역조직 수가 

15개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2. 권역광역별 지역조직 현황(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기타 

17개 3개 17개 20개 7개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강원 제주

7개 9개 1개 3개 0개 0개 9개 3개 5개 4개 6개 2개 4개 4개 4개 3개

표 3-33. 최근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현황

설치

상황

설치

년도
설치개수 지역조직 설치현황

설치완료

(8)

2013 2 기계연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원자력연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2014 1 기계연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2015 4
한의학연 한의기술응용센터, 생기원 시흥기술지원센터, 기계연 부산 레이저기술지

원센터, 화학연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2016 1 지자연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건설중

(7)

2017 2 생기원 제주지역본부, 에기연 광주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센터

2018 4
한의학연 한의기술융합센터, 철도연 충북철도완성차시험인증센터, 식품연 경북본

부, 에기연 울산 차세대 전지종합지원센터

2020 1 건설연 SOC 실증연구센터

  * 출처: 국가기술분야 출연연 지역조직의 국가 및 지역 혁신 기여 방안 (2016.0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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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출연연 지역조직 현황

기관명 지역조직명
설치

년도
비고 기관명 지역조직명

설치

년도
비고

KIST(2)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2005 　

생기원 
(13)

강원지역본부 2012 　
전북분원 2012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1999 　

기초연 

(11)

서울센터 1992 　 시흥기술지원센터 2015 3년미경과
부산센터 1992 　 제주지역본부 2017 건설중
대구센터 1992 　

ETRI(3)
호남권연구센터 2001 　

광주센터 1992 　 대경권연구센터 2006 　
전주센터 1992 　 서울SW-Soc  융합R&BD센터 1997 　
춘천센터 2001 　 국보연 (1) 정보보안기술지원센터 2010 　
순천센터 2005 　

건설연 
(3)

화재안전연구센터 2006 　
강릉센터 2006 　 하천실험센터 2009 　
제주센터 2008 　 SOC실증연구센터 2020 건설중

서울서부센터 2012 　 철도연 (1) 충북철도완성차  시험인증센터 2018 건설중
오창센터 2006 　 식품연 (1) 경북본부 2018 건설중

핵융합

연(1)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2012 　 지자연 (1)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2016 3년미경과

생명연 

(2)

오창분원 2005 　

기계연 
(3)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2013 3년미경과

전북분원 2006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 2015 3년미경과

KISTI 

(5)

서울분원 1969 본원이원화
LNG  극저온기계기술시

험인증센터
2014 3년미경과

부산울산경남지원 1972 　 재료연 (1) 부안풍력시험동 2011 　

대규경북지원 1978 　 항우연 (1) 나로우주센터 2009
시설관리

조직
호남지원 1982 　

에기연 
(4)

제주글로벌연구센터 2011 　

경인지원 2009 　
수소  연료전지 산학연 

협력센터
2011 　

한의학

연(2)

한의기술응용센터 2015 3년미경과
울산  차세대 전지종합

지원센터
2018 건설중

한의기술융합센터 2018 건설중
광주  바이오에너지 연

구개발센터
2017 건설중

생기원 

(13)

뿌리산업기술연구소 1989 　
전기연 

(3)

안산분원 2008 　
금형기술센터 2001 　 의왕분원 1988 　

융합생산기술연구소 2002 　 RSS센터 2011 　
스마트의류기술센터 2001 　 화학연 

(2)
그린정밀화학연구센터 2012 　

서남지역본부 2003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2015 3년미경과
전북지역본부 2010 　 안전연 

(2)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2008 　

대경지역본부 2009 　 경남환경독성본부 2012 　
동남지역본부 2004 　 원자력

연(2)
첨단방사선연구소 2005 　

울산지역본부 2008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2013 3년미경과



- 120 -

나.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사례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 본부 설치 사례 

○ (설치 배경) 1차(16%), 3차(80%)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개선 및  2차 

산업인 제조업의 활성화 필요성 대두 

○ (사업 내용) 제주지역의 新성장동력원 육성과 중소업체 기술실용화 지원을 위한 생기원 제주

본부 설립 

 - 주요 임무: △지역특화산업 육성 연계 미래제조혁신산업 기반(천연생태자원 가공 및 기능성 

제품 생산고도화, 해수활용 핵심기술 등) 연구지원 △지리적 특성상 기술지원이 어려운 제

주지역의 중소기업 대상 근거리 현장 밀착형 애로기술지원

 - 규모: 대지면적 15,700 ㎡, 연면적 8,264 ㎡ (지상4층, 지하 1층)  

 - 예산: 195 억원 (국비(출연금) 117억원, 지방비 58억 5천만원, 기관부담 19억 5천만원)

 - 기간: 2015년~2017년 (3년)

○ (추진 경과) 

 - ‘12.01: 제주대학교·한국생산기술원과 R&D 협력 MOU 체결 

 - ‘13.06: 제주특별자치도-생기원간 ’2013년 생산기술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협약 체결

 - ‘13.07: 제주대학교 내 R&BD 협력단 설치 

 - ‘13.08: 제주지역본부 유치 타당성 조사(제주발전연구원)

 - ‘13.12: 자문회의 심사통과(산업기술연구회 주관)

 - ‘14.02: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생기원 3자간 MOU 체결

 - ‘14.04: 지역본부 설립 타당성 조사(산업기술연구회 주관)

 - ‘14.12: 2015년 신규예산 확정(국회)

 - ‘15.04: 기본설계 검토 완료 

 - ‘17년~: 착공 예정 

○ (입지 선정 방식)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지정 방식(비공모) 

○ (지자체 지원) 제주대학교 교내 15,700 ㎡ 규모의 부지 무상임대 및 지방비 58억원을 

출연금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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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센터 설치 사례 

○ (설치 배경) 이명박 정부의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대선 공약과 연계하여, 

광주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에너지산업의 활성화 방안 필요 

○ (사업 내용) 광주지역 선도사업으로 에너지저장, 바이오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산업 클러스터 R&D 중핵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센터 설립  

 - 주요 임무: △중대형 에너지저장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 원천핵심기술 개발과 산업화기

술 연구보급 △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기업의 기술지원 수행 

 - 규모: 대지면적 23,150 ㎡, 연면적 5,829 ㎡ (지상3층, 지하 1층)  

 - 예산: 210 억원 (국비(출연금) 126억원, 지방비 63억원, 기관부담 21억원)

    건축비: 160억원 (국비 96억원, 지방비 48억원, 기관부담 16억원)

    장비비: 50억원 (국비 30억원, 지방비 15억원, 기관부담 5억원)

 - 기간: 2013년~2016년 (2017년까지 1년 연장예정)

○ (추진 경과) 

 - ‘07.12: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신정부 대선공약 발표 

 - ‘11.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역조직 설립계획 제출 

 - ‘12.05: 지역조직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산업기술연구회)

 - ‘12.06: 지역조직 설립계획승인(산업기술연구회/ 전액 시비 조건)

 - ‘12.12: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 10억원 반영

 - ‘13.07: 광주 지역조직 사업부지 확정 

 - ‘13.12: 지역조직 설립 타당성 용역 재실시(산업기술연구회)

 - ‘13.12: 지역조직 설립 재승인(산업기술연구회)

 - ‘15.07: 실시설계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 완료  

 - ‘15.12: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완료(총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 

 - ‘16.07: 광주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센터 착공 

○ (부지 선정 방식)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지정 방식(비공모) 

○ (지자체 지원) 광주 연구개발특구 내 23,150 ㎡ 규모의 부지 무상임대 및 지방비 63억원을 

출연금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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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 방사선이용연구소(정읍) 설립 사례 

○ 설치 배경 및 필요성

 - 대규모 전력공급원으로써의 원자력기술 이외에 농학, 의학, 식품 등의 분야에 첨단기술로써의 

원자력기술의 활용 가능성 증대    

 - 농학, 의학분야 방사선 이용기술의 국내·외 요구 증대 및 농생물 신소재 개발, 신품종개발을 

통한 국가 식량에너지 정책에 기여 

 - 현재까지 개발에 성공한 식품 및 의약품의 산업화 및 수출을 위해 신규부지 확보를 통한 

관련분야의 안정적 연구개발, 생산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명)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이후 첨단방사선연구소로 승격) 설립

 - (설립부지) 전북 정읍시 신정동 금구마을 일원 (면적 약 13.8 만평)

 - (총 사업비) 약 500억원 

 - (사업기간) 2001년~2005년(5년)  

 - (주요시설) 시험농장 및 감마 온실, 감마선 조사시설(연구용 2기, 상업용 1기), 연구용 전자

선 조사시설(5 MeV), 이온빔 조사시설, 실험동물 사육실, 본관동 및 유틸리티 시설, 숙소 

및 편의시설 등  

○ 설립 경과 

 - ‘95년~: 시험부지 이전*을 위한 부지 적합성 검토(충남, 전남북, 경북 대상 약 70여곳 검토) 

    * 기존의 남양주 소재의 시험농장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매각됨에 따라 이전 필요

 - ‘00.2월: 시험농장 이전계획을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계획으로 확대

 - ‘00.4월: 센터 유치 1차 희망 공문 접수(전라북도→연구소) 

 - ‘00.10월: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계획 정부 승인(예산 및 국회 승인)

             센터 유치 2차 희망 공문 접수(전라북도→연구소) 

             상호 방문 및 협의(전라북도, 연구원) 

  - ‘00.12월: 후보부지에 대한 1차 현장 조사(정읍 3곳, 부안, 완주 1곳)

  - ‘01.1월: 후보부지에 대한 2차 현장조사(정읍 2곳)

  - ‘01.4월: 임시추진조직(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설립추진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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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월: 최종 사업부지(정읍시 신정동 일원) 선정(제104차 원자력연구소 이사회)

  - ‘01.7월: 제25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의결

    *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중심으로 非발전분야 기술을 개발육성

  - ‘01.8월: 건설기본계획 수립(부지 약 13.8만평),

  - ‘01.11월: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사업 시행계획 고시(과기부 고시)

  - ‘02.1월: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전라북도 고시)

  - ‘02.12월: 건설 1차 공사 착수

  - ‘03.6월: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기공식  

  - ‘06.1월: 정읍이전 완료

표 3-35. 첨단 방사선이용연구소 설립 경과 

일 자 항 목 내      용

2000.10. 정부승인(예산)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계획 정부 승인

2001.05.08 대상부지 선정
최종 사업부지 선정(제104차 원자력연구소 이사회) : 정읍시 

신정동 일원

2001.08.22 건설 기본계획 수립 부지 약 13.8만평 

2001.11.13 과기부 고시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사업 시행계획 고시

2002.01.05 전라북도 고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

2002.11.08 총사업비 변경 당초 247억(3년)  477억(5년)으로 증액 변경

2002.12.30 건설공사 건설 1차 공사 착수

2003.06.18 기공식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기공식

2004.01 부지매입 해당부지 매입(정읍시)

2004.09.16 연구단 신설 첨단방사선이용연구단 신설(이사회 의결-직제개정)

2005.03.28 이전 및 업무개시
125차 임시 이사회 승인 및 직제 개편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

2006.01.01 이전 완료 정읍이전 완료

2006.09.29 개원식 방사선연구원 개원

2007.03.30 소속 및 명칭 변경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로

   명칭 변경(1소, 4부, 4팀)

2008.3.25 소속변경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011.12.01 강소형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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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 부지 적합성 검토 

 - 연구목적에 따른 기본요건과 연구소 설립을 위한 일반요건의 ‘설립부지의 입지조건’에 따라 

후보부지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팀(총 7명으로 구성)이 각 항목별로 상·중·하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최종 1곳을 선정 

표 3-36. 첨단 방사선이용연구소 설립부지의 입지조건

구분 요건 

연구목적에 따른 요건

아래 활동에 적합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 

� 제2원자로 설치 및 동의원소 생산

� 방사선이용연구

� 농생물학 연구

� 산업활용 및 관련산업의 육성

일반 요건

� 지리적 조건

� 연구공간

� 원자력시설 수용도

� 전력, 용수, 정보, 통신 등의 공급 용이성

� 연구원 근무여건 및 주변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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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부지확보 관련 고려사항 

○ 제2원자력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입지하는 지자체로부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지자체가 소유한 부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지자체 소유 재산의 처분, 

양도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있어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출연연구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부지를 확보할 경우 연구원 정관에 따라 국가기술연구회 이사

회 승인 필요하며, 자체 재원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

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 운영지침 에 따라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해야 함

표 3-37. 원자력연구원의 본원외 조직 부지 확보 현황

구분 소재지 규모(㎡) 소유권 재원

분원 

부지

첨단방사선연구소 전북 정읍 372,359 취득 자체재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경북 경주 440,000 미확정1) -

사업 

부지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부지 
부산 기장 130,328 취득

지자체(기장군)

보조금2)

 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업무협약서(2010.05.31) 에는“사업부지 제공”에 관한 조문만 있으며 

제공 형태 미확정 [사업유치 시 부지 제공 조건은 양여 또는 무상대부]

   → 지자체(경주) 사업비 미확보에 따라 사업완료(연구지원시설 준공) 후 논의 예정  

  2)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협약서(2013.08.01.) 에 지자체(기장군)가 보조금을 교부하여 

연구원이 부지를 매입하는 조항에 따라 소유권 확보 

1. 공유재산(지자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검토 

가. 공유재산의 개념 

○ 포괄적인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지칭하나 법적인 개념의 공유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부동산과 동

산의 일부 및 권리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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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재산의 요건

○ (법적 요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조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 지자체의 부담 :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을 말하며, 주로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 대부분

이나 교환이나 공용수용에 의한 것도 있음

 - 기부채납 : 국가 등이 사인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과 승낙으로 성립됨

 - 법령 조약 등 : 민법형법 등 법령이나 조약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 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주로 승계취득이나 민법에 의한 무주물 선점, 형법에 의한 몰수 등과 같이 

원시 취득하는 경우도 있음

(2) 공유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서의 공유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지자체가 소유한 

부동산 역시 공유재산에 해당됨.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③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⑤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⑥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⑦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3) 공유재산의 구분

① 행정재산

○ 행정재산은 공유물 중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출자 사권설정 신탁이 불가한 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 (성질) 행정재산은 공유물 중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출자 사권설정 신탁이 매우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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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행정자산의 구분 

구분 성질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 청사, 국공립학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지자체 사업을 위한 부지 등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 도로, 교량, 제방, 항만, 공원, 주차장, 지하도 등

기업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 병원, 지하철 등 

보존용 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

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보존림,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② 일반재산

○ 일반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를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변제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재산이며, 대전답임야 및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가 폐지된 재산이 모두 이에 해당됨

○ 이러한 일반재산은 그 내용에 있어서 경제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과 성질을 가진 잡다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14. 공용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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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재산의 법적 특징

○ (융통성의 제한)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수행에 사용되는 공물로서 원칙적으로

사권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처분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동 재산에 대한 사인의 사

용 및 수익행위는 일정한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강제집행의 제한) 공유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행정재산의 불융

통성을 고려할 때 강제집행이 제한되나, 일반재산은 강제집행이 가능함. 

○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공공수용의 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제19

조 제2항에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도시재개발법

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용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유 일반재산을 협의 매

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을 거쳐 토지수용이 가능함

○ (관리의 원칙) 

 - 재산의 보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며 행정재

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

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함 

 -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과 공부관리: 관리청과 재산담당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공부를 비치하고 기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직원의 행위제한: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전

에는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됨

2. 부지 확보 방식에 따른 법적 검토 

가. 지자체 부동산 양여 방식 

○ 양여란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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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양여라 함은 민법상 증여로서 무상양여를 의미함.

○ 따라서 양여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양여의 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특약을 하는 등 특수성이 있음. 

○ 지자체가 출연연구기관의 본원 외 조직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소유의 부동산을 양여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은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일 경우와 일반재산일 

겅우로 구분하여 양여를 제한하고 있음. 

(1) 해당 부동산이 행정재산일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 재산의 경우 대부, 매각, 양여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

에 따른 사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양여가 가능한 예외사항(요건) 또한 명시하고 있음. 

 - 해당 법은 양여 당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상태에서 용도를 폐지하지 않고 그 성질을 계속 유

지할 것을 내용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경우(지방도→국도, 지방하천→국유하천, 도

립공원→국립공원, 군유구거→도유구거, 군유유수지→구유 유수지) 에 한하여 행정자산의 양여를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가 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제공하는 부동산이 행정재산일 경우, 무상 양여가 불가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8.12.26.>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10.2.4.>



- 130 -

(2) 해당 부동산이 일반재산일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자체의 공유재산(부동산)이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경우

보다 덜 제약적이며, 아래와 같은 요건 하에서는 양여가 가능함.   

   -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일반재산의 양여 조건을 고려해 보면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을 용도에 따라 양여하

는 경우’가 출연연의 본원 외 조직 설치를 위한 부지 양도에 적용 가능한 요건이 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 경우 출연연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를 해당 목적으로 국고 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방 교부세 등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해당 재산이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이 될 가능성이 커 양도가 불가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8.12.26.>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양여 <개정 2008.12.26.>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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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부동산이 국유 재산일 경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

익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 내의 제약 요건에도 불구하고, 양여가 가능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

산법」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나. 지자체 부동산 무상임대 방식 

○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여러 제약요

인이 있음. 

(1) 해당 부동산이 행정재산일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 재산의 경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사용료를 면제 받는 무상대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함.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따라서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의 변경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수 는 있을 것이나, 출연연 본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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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설치가 행정자산의 목적과 용도의 변경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무상 임대(대부)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8.12.26.>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

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

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

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

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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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부동산이 일반재산일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 재산의 경우 대부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8.12.26.>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 일반 재산의 대부 기간은 토지와 그 정착물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 동 법의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8.12.26.>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

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4.1.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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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9.4.24.>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

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 위와 같이 대통령령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0년간 대부가 가능하며, 1회에 한

하여 대부계약의 갱신이 가능함을 고려할 때 총 40년간 임대 방식으로 부지 확보가 가능함.  

○ 부지를 임대방식으로 확보할 경우, 부지 임대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다

고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8.12.26.>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

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

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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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상임대 방식으로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9.4.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2.>

  1. 제29조 제1항제 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6.7.12.>

  1. 제29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함을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 축

조를 허용하고 있음. 

  ○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29조 제 23호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회 연장을 할 수 

있다면 40년간 대부가 가능하며, 동법 제 34조 1항 2항에 의거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 면제

를 받을 수 있으며,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원자력연구원이 대부 기간이 끝났을 때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연구시설 등의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가능함. 

  ○ 따라서 무상임대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해당 부지에 연구시설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임대 기간이 

끝나는 40년 이후에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발생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

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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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7.>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5. 제29조제1항제13호ㆍ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

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

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

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

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다. 지자체의 출연금 제공 및 연구원의 부지 직접매입 방식

(1) 지자체가 출연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법」제122조 제3항은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

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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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조항은 국가는 기관의 신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

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

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혹은 출연금 지급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의 신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

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의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 반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3항 “지방자치

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기관 분원 설치 시 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

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ㆍ운

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11.>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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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분원 등을 설

립ㆍ운영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22조제3항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은 상충된다고 할 수 없음

(2) 행정재산의 매각 가능성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 재산의 경우 매각을 금지하고 있는바, 출연금을 확보 했더라도 

부지가 행정 재산의 경우에는 매각이 불가능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8.12.26.>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 일반재산의 매각 가능성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연연구기관의 본원 외 조직 설치는 이러한 제외 사항이 아닌바, 시설 건설을 위한 매각이 가능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절 매각 <개정 2008.12.26.>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각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

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

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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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안전법 상 부지 확보 필요성 

○ 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및 시행령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는 원자로 및 관

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주체는 일정범위의 부지(제한구역)를 소유권 취득 또

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원자력 안전법]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⑤ 국가 외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범

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을 설정하

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②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국유·공유의 도로, 철도, 도랑, 하천, 해양, 임야 및 공원에 대해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

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관련 시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 즉 이 법률조항에 따라 원자로 시설이나 핵연료 주기 시설 등이 입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임대 방식으

로의 부지 확보는 불가능 하며, 소유권 확보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식으로 반드시 부지를 확보해야 함. 

○ 부지 소유권 확보의 경우, 앞서 서술한 지자체가 출연금 재공하고 연구원의 직접 매입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지상권 설정의 경우는 공유 재산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가. 공유 재산에 대한 지상권 설정  

○ (행정재산의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지 못하고, 사권

(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상권 또는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8.12.26.>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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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경우) 지자체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고,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8.12.26.>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일반재산의 사권설정)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地上勸)을 설정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

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

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

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5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1.8.4.]

○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공유재산에 대한 지상권 설정이 가

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2원자력연구원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자체가 공유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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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지 확보 방안 

○  분원 또는 사업부지 확보 시 연구원 자체 재원이 없는 경우,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무상임차는 가능하나 무상양여는 불가능함.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에 의해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을 통해 부지

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임차 또한 불가하며, 지자체로부터 부지매입을 위한 출연금을 수

령하여 지자체가 기 보유하고 있는 부지나 지자체가 조성한 부지를 연구원이 매입하여 소유권

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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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과 요약 

○  본 연구는 정책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원자력 연구개발의 역할과 기능을 현안해결, 안전 강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의 진전에 따라 하드웨어 중심의 실증연구 단계로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제2원자력연구원의 설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제2원자력연구원 설치를 위해 행정적법적 고려사항 등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파리협정 등 新기후체제의 출범 등의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원자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반면, 

現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행 등으로 국내의 원자력 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원자력 연구

개발의 환경 또한 이러한 정책적 환경 변환에 맞추어 새로운 임무와 역할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개발 인프라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  또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하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는 2082년까지는 운영되어야 하며, 9.12 경주지진 

등으로 대중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바, 이러한 가동중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중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적공학적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증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또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의 해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등 미래 

시대에 대비한 원전의 사후관리 기술에 집중할 수 있는 신규 연구단지의 정책적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그리고 타 원자력 이용국가의 원자력 연구개발 수행 기관에 대한 사례 조사와 기 수립된 국가 원자력 

장단기 R&D 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단지 필요성을 재확인 하였음. 

○  한편, 제2원자력연구원을 설치하려는 입지를 선정할 경우 원자력 시설 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려

되어야 하는 입지 조건을 자연환경 조건, 인문사회 환경조건, 시설 운영조건 등을 검토하였으며, 제2

원자력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원자로 시설 또는 핵연료 주기 시설 등이 입지할 때의 고려사항

들을 제시하였음.  

 - 원자력 시설의 입지는 무엇보다도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어 원자력안전법상에서 요구하는 

지반 안전성, 재해사고 안전성 등이 확보되고, 방사선 영향성이 적은 곳으로 선정해야 

하며, 각 항목별 세부 기준 등을 제시하였음. 

○  그리고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 등을 수립하기 위해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사업의 성격과 완벽하게 일치

하지는 않지만 입지의 선정과정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유사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지의 선

정의 절차 및 단계와 개략적인 부지 선정 평가 지표 등을 마련하였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출연연구기관은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연구회의 ‘소관연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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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고려하여, 해당 지침의 세부 내용과 본원 외 조

직의 설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타 출연기관의 본원 외 조직 설치 사례를 조사하여, 제2원자력연구원 

설치 계획 작성 시의 현안으로 도출하여 관련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였음. 

○  그리고 제2원자력연구원과 같은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소유의 부동산인 공유재산을 양도 받거나, 무상 임대 받거나, 매입해야 하는바, 

이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도출하였음. 

  -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부동산이 행정재산일 경우와 일반 재산일 경우로 나누어 

양도, 무상임대, 매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원자로 시설 등의 

입지 시 원자력 안전법에서 요구하는 부지의 확보 요건 등을 확인하였음. 

○  이러한 검토를 통해 분원 또는 사업부지 확보 시 연구원 자체 재원이 없는 경우,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무상임차는 가능하나 무상양여는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에 의해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을 통해 부지

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임차 또한 불가함을 확인한 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수령하여 

지자체 소유의 부지를 연구원이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음.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1. 시사점

○  원자력 시설의 입지해야 하는 제2원자력연구원의 특성상 설치를 위한 입지를 선정 할 때 다양한 고려

사항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대중 수용성의 문제가 원자력 시설의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 선정 시 대중의 수용성이 반영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부지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의 무분별한 본원 외 조직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본원 외 조직 설치

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는바, 본원 외 조직의 설치 운영 계획의 수립에 있어 설치의 타당성

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지자체의 공유재산의 경우, 양도 등의 처분 행위와 지상권과 같은 사권 설정에 매우 제약적인바  

부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 법적 검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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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지급하는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정책적 협력 프레임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함. 

2. 향후 연구방향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개발 인프라의 필요성은 확인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바, 새롭게 요구되는 연구개발 인프라의 수요 분석과 기술개발의 시급성, 정책적 부합성을 

반영하여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함. 

○  또한 신규 연구개발 인프라의 구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타당성의 확인과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바, 신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의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해 관계

자들에게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후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함. 

○  그리고 구축되는 연구개발 인프라의 활용성을 극대화 하고 입지하는 지자체와의 상생을 위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발전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며, 구축되는 시설과 인접 산업연구개발 인프라와의 연계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인 미래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계획과 조화되도록 제2원자력연구원이라는 새로운 연구 플랫폼

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부 사업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후속 연구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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