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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OECD/NEA 협력활성화 방안 연구(2012-2014)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NEA는 세계적인 원자력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대한 선진국 간의 국제 협력

을 주도하고 있음

- NEA는 그 규모가, 예산이나 직원 수로 볼 때, IAEA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선진국 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 원자력 과학기술 활동 주도함

- 원자력 선진국은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 및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국내 노력과 함께 NEA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에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일류의 원자력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

진 원자력 과학기술의 효율적 교류수단으로서 NEA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 및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NEA와의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해야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ECD/NEA와의 협력활성화 체계 구축 • 운영

- 우리나라와 관련된 OECD/NEA 현안 상시 파악 및 대응 체계 구축 • 운영

- OECD/NEA 협력활성화 및 활용 제고 방안 제시

 OECD/NEA 상설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 및 업무체계 조사 • 분석 

 OECD/NEA 사무국과 위원회 참여 대표단/전문가 활동 현황, 결과 파악 및 성

과 증진 방안 도출

- 참여 업무/과제/회의 핵심내용과 대표단/전문가 활동 파악

- 국내 업무와의 연계성 파악

 우리나라의 OECD/NEA 활동 백서 작성

Ⅳ. 연구개발결과

 NEA 조직 및 운영 현황 파악

- NEA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7개 상설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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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 NEA 총괄 사업계획과 예산 등 주요 정책 결정

° 산하 7개 상설기술위원회 : 상설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사무국: 정규직원 61명, Cost-free 전문가 12명(’12.4월)

- 2012~14년도에 NEA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 및 예산, 인사 동향 등을 파악

°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주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 착수(ATLAS)

° 사무총장 후보로 하재주 박사를 추천하고, 최종 후보까지 입성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부 활동 방향을 제시

° 2014년 신규 부임한 사무총장인 Macwood는 조직을 새롭게 변화시키려 함

° 2013년부터 새로 적용된 예산으로 국가별 기여금 납부 시작하였고, 우리나

라는 31개 국가중 11번째로 많은 금액을 납부함

 우리나라의 NEA의 활동 참여 현황 파악

- 2012~14년도의 NEA 사무국 및 OECD 주재 한국대표부를 통해서 한국이 참

여해 온 활동과 참가자 전체 목록 입수

- 124차~129차 운영위원회의 의제를 분석하고, 발언 요지를 작성 하는 등 한국 

대표단의 원활한 참석 지원

- 2012~14년도의 NEA 업무계획서 (Programme of Work, WOK)을 토대로 목록 

초안 및 활동내역서 양식 작성

-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약 90개 작업반/전문가그룹/공동프로젝트 및 약 

120명의 참여자의 목록을 도출

 사무총장 후보 지원 및 진출 전략 제공

- OECD/NEA 사무총장 후보로 적합한 국내 인사를 조사한 후 KAERI의 하재

주 박사를 추천

- 사무총장 진출을 위해 정부의 활동 전략과 인터뷰 방향, 경쟁 구도 현황을 조

사하여 제공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OECD/NEA와의 협력활성화를 통해서 국제 원자력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의 위상 및 영향력 제고

 국가 원자력 이용개발 성과증진을 위한 OECD/NEA의 효율적, 효과적 협력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에 기여 

 원자력 국제기구, 원자력 국제협력체제 참여 및 협력 성과증진을 위한 참고모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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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Study on Promoting Cooperation with OECD/NEA 

Ⅱ. Objectives & Needs of R&D

This year, the objectives of the study is to set-up a systematic process in 

view of building a more active and efficient cooperation with OECD/NEA, and 

to publish a resultant annual report.

- Setting-up a systematic process to monitor an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Korea-OECD/NEA cooperation  

- Researching policy alternatives of activating Korea-OECD/NEA cooperation 

for promoting national nuclear energy use and development and 

addressing the associated issues

- Publishing an annual「OECD/NEA White Paper」to provide references for 

establishing the effective policy of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Ⅲ. Scope & Contents of R&D

 Setting-up and running a systematic process for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status and issues and offering effective way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Korea-OECD/NEA cooperation;

-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systematic process, implementing the gradual 

strategies

° Monitoring Korea related overall issues of OECD/NEA in a consistency 

way and developing countermeasures

° Developing strategies for activating Korea-OECD/NEA cooperation

- Analyzing the organizational as well as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OECD/NEA

° Organization : steering committee/standing committee/working 

group/expert group/ executive office      

° NEA's Strategic Action Plan, POWs(Programme of Work) of steering 

committee, standing committee, working parties, expert group 

respectively 

- Analyzing activities and performance of Korean deleg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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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and studying the ways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 current status of regular staff in the NEA's headquarter, delegations 

and participants of steering committee, seven technical standing 

committees, sub parties and groups

° figure out the connection between OECD/NEA and Korea on the  

aspect of programme of works 

- Publishing an annual report 

Ⅳ. Results of R&D

The committee for the selection of candidates joining in the two schools 

selected nine candidates for the WNU RT School and five candidates for the 

IAEA Nuclear Energy Management School. Thereafter, the project will support 

expense for joining in the schools such as tuition, flight cost, accommodation, 

meals, etc. 

Ⅴ. Plan for Utilization on Result of R&D

 Expected Contribution

- Levelling-up Korea's status and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society through activating the cooperation with OECD/NEA

-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of Korea-OECD/NEA cooperation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national nuclear use and development

- Utilizing the White Paper as a referenc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future nuclea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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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과제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가. OECD/NEA와 협력 활성화 필요성

 OECD/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이하 NEA)의 국제협력 분야에서

의 위상

- 규모와 예산, 직원 수로 볼 때, IAEA의 10분의 1에 불과하나 선진국 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 원자력 과학기술 활동을 주도

-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성 개선과 기초과학 증진을 위한 과학

기술적 활동 증가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고 재방 방지 연구 및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기

술경제성 및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OECD/NEA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선진국의 NEA 협력 현황

- 원자력 선진국은 자국 기술의 경쟁력 및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NEA의 적극적인 활용 전략 추진 중

- 2012.5월 러시아는 NEA 가입에 성공하였으며, 인도 및 중국은 비회원국임

에도 불구하고 NEA 활동의 참여 확대 중

 우리나라 원자력이용개발 증진을 위한 NEA 협력의 가치

- 우리나라 R&D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간 교류를 통해 선도적인 연구

개발 수행을 위해 OECD/NEA와 협력하여 R&D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일류의 원자력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선

진 원자력 과학기술의 효율적 교류수단으로서 NEA 활용 극대화 도모

-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 및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NEA와 체계적인 협력 

활성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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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경 및 목적

 NEA 협력활성화 목적

- 국내 원자력 이용개발의 효율성 증진 및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

상 및 영향력 제고

- 원자력 국제기구, 원자력 국제협력체제 참여 및 협력 성과증진을 위한 참고 

모델 제공

 NEA 협력 조사·분석 현황

- NEA 참여가 개별기관이나 연구자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참여 

활동 및 성과 파악 곤란한 상태임

- 회의 참여 결과 및 국내 원자력 활동과의 연계성과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조사 • 분석 미흡함

다. 기대효과

 NEA 협력활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잇점

- NEA가 세계적 차원의 현안해결 및 미래지향적 원자력 과학기술활동을 주

도함으로 주요 업무가 상용기술의 확산보다는 신기술 혁신 중심으로 구성

- 또한 NEA 업무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 및 안전규제 활동과 매우 

밀접함

- NEA와의 협력 현황을 보다 명확히 조사ㆍ분석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과학

기술 활동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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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및 주요 내용

가. 목표

체계적인 NEA와 협력 강화 및 확대를 통해 NEA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

기 위한 정확한 NEA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의 참여현황 조사· 분석

 NEA 상설기술위원회와 사무국 조직 및 업무체계 조사 및 분석 

- 조사 대상 조직: 운영위원회, 상설기술위원회, 작업반, 전문가그룹, 사무국

- 내용 : 전략계획, 운영/상설/작업반/전문가 그룹 업무프로그램(Programme 

of Work, POW), 기타 현안 및 관심사 파악

 우리나라의 NEA 협력/활동 현황 및 성과 조사 • 분석

- NEA 사무국과 위원회 참여 대표단/전문가 활동 현황, 결과 파악 및 성과 

증진 방안 도출

 OECD/NEA 활동 상시 모니터링 체계 보완

- OECD/NEA 활성화 업무에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OECD/NEA에

서 발생하는 회의 안건 및 주요 현안 모니터링

- 원자력국제협력재단을 창구로 활용하여 각 기관 전문가 참여 활동 조사 및 

분석 활동 수행

 고위직 진출 확대 전략 수립

- 국내 인사 중 적합한 인사를 검증 • 추천하고,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OECD/NEA  고위직 추가 진출 추진

- 전략 수립을 위해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예산 확보 방안 도출

 신규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발굴

- 현재 참여중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선진국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조사

- 적합한 예산 규모 및 추진 방법을 고려하여 신규 공동연구 프로그램 제안

나. 조사 및 분석 방법

 NEA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 협력현황 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 조사·분석

- NEA 회의자료, 발간자료, 이메일 및 웹사이트 조사 

- NEA 운영위원회 준비자료 및 참가보고서, 7개 상설위원회 참가활동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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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RI 및 KONICOF 보유 NEA 관련 자료 재검토

 특히 우리나라 활동현황 파악을 위해서, NEA 운영위원회 및 상설기술위원회 

참가자를 초청하여 검토회의 개최

- 7개 기관 16명 (미래부 원자력우주협력과 관계자, KAERI, KINS, 한수원, 방

폐공단, 고려대, KONICOF 등)

- OECD/NEA 활동 총괄 컨퍼런스에 대비하기 위해 연 1~2회의 상설위원회

별 활동 현황과 성과 점검

 상설위별 산하 작업반 및 전문가 그룹 참가현황 파악을 위해서, 기존자료 정리 

후, 이를 상설기술위원회에서 전수 검토

- KAERI 및 KONICOF 자료, OECD한국대표부와 OECD/NEA 대외협력국의 

자료 수집·정리

- 출장 및 활동 보고서와 수집된 자료를 분류 • 정리하여 정책 현안을 도출하

고 이를 정리하여 활동백서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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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및 추진 실적

1.  OECD/NEA 협력활성화 체계 고안 

 NEA 협력활성화 업무체계를 구축 • 운영하기 위한 분석 체계 및 추진 방법

- NEA 회의참가자들의 회의참가 후 보고서 제출

- 상설위원회별 구체적인 활동 및 협력 현황 조사

- 상설위원회 활동과 함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NEA 운영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NEA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현황을 조사 • 분석

<그림 1> NEA 협력 활성화 업무 체계

 NEA 운영위원회, 상설위원회 및 산하 전문가 회의 참가결과 보고 

- 시기: 회의 참가 후

- 방법: 참가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KONICOF 웹사이트에 입력(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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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출장보고서, OECD주재한국대표부 전문, 원자

력협력재단(KONICOF) 출장보고서 중 공통사항 최대한 고려

  ° 추가사항: Action Items, 참가자 활동 및 국내활동과의 연계성 및 기여방안 

 NEA 상설위원회별 활동점검회의 개최

- 시기: 매년 NEA활동 총괄 컨퍼런스 개최 전

- 의장: 7개 상설위원회 대표 (간사: NEA활성화방안 과책)

- 참가자: 상설위원회, 산하 작업반/전문가회의 참가자, 정부관계자, 과제참여자

- 회의내용: 상설위원회별 활동 현황 및 성과 점검

- 방법: 상설위원회별 참가 종합 현황 및 계획 양식(별첨 2) 및 산하 작업반/  

      공동연구/전문가회의 참가 현황 및 계획 양식(별첨 3) 활용

 연간 2회 NEA활동 총괄 컨퍼런스 개최

- 시기: 매년 3월, 9월 NEA 운영위원회 개최 전

- 공동의장: 원자력우주협력과장, NEA운영위원회공동수석대표 (간사: NEA활  

          성화방안 과제책임자)

- 참가자: NEA운영위원회, 7개 상설위원회, 하위 작업반/전문가그룹 참여자,  

        NEA협력활성화방안과제참여자 (이하 과제참여자)

- 주요내용: 7개 상설위원회별 활동 현황 및 현안 점검 후 운영위원회 현안   

          및 안건 검토

 NEA 현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의장: NEA운영위원회공동수석대표 (간사: NEA활성화방안 과책)

- 참가자: 현안 관련 NEA 참여자, 외부 전문가, 정부관계자

- 회의내용: 현안 점검 후 대응 방안 마련

 KAERI - KONICOF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운영

- KAERI(과제 추진)

  ° 방법론 개발, 현안/현황 파악, 대안 및 전략 개발

  ° 총괄컨퍼런스, 현안별 자문회의 지원 및 연도별 NEA 활동백서 작성

- KONICOF(NEA 행정지원)

  ° NEA 조직 및 업무 조사, 우리나라 협력 현황 및 관련 현안 조사

  ° 참가 대표단/전문가 출장보고서 검토 • 분석

 NEA 상설위원회/작업반에 참여하는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의 협

조체제 구축 • 운영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수력원자력(주) (KHNP) 

등 NEA 상설위원회 및 작업반 위원들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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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NEA 협력활성화 체계 시범 운영

 NEA 협력활성화 체계를 구축 • 운영하기 위한 과제 분석 체계와 추진 방법의 

고안 및 시행

가. 『OECD/NEA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착수회의(간담회) 개최

(1) 회의개요

 의제: 과제 세부 추진계획 검토 및 NEA 참가자 협조 방안

 회의일자/장소: 2011.8.25(목), 대전 리베라 호텔

 참석자: 교과부 관계자, NEA 위원회 참여자, 과제참여자 등 16명

(2) 주요 결과 

(가) 과제의 배경,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관한 상호 인식 도출 

 NEA 참여 기관 및 주체 간의 네트워킹 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

인 NEA 협력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

 체계적인 NEA 대응 기반 마련을 통한 정부지원 뿐 아니라, 참여자간의 효과

적인 정보공유 측면에서의 중요성 강조

(나) 주요결정사항

의제 결정사항

NEA 회의 참가보고서 양식 기본적으로 원안에 동의

NEA 회의 참가 후 업무 절차 원안에 NEA참가자에 대한 정보 공유과정 명
시 추가

상설위 별 활동점검회의 개최 방안 상설위 별 검토의견 제시 후 종합

NEA 주요 보고서 발간 방안 상설위 별 검토의견 제시 후 종합

(다) Action Items

 상설위원회 대표들은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9월2일(금)까지 검토의견을 

과제책임자에게 제시 

- 상설위 별 활동점검회의 개최 방안

- NEA 주요 보고서 발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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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설위원회 검토회의 시범개최

(1) 회의개요

 의제: RWMC위원회 이하 산하 회의 및 과제 참여 활동 점검

 회의일자/장소: 2011.9.21(수), 대전 INTEC, 2층 소회의실

 참석자: RWMC 위원회 및 산하그룹 참가자 7명 및 과제담당자 

(2) 주요 결과 및 건의 사항

(가) 주요 결정사항

 NEA 협력활성화 방안과제 착수회의(‘11.9.2) 결정사항에 동의 

- 참가보고서 양식 및 참가 후 보고절차 및 상설위원회별 검토회의 개최 필요

성에 동의

- RWMC 및 산하 작업반/프로젝트/전문가그룹의 현황, 현안, 결정사항, 최종

결과물, 향후 계획의 종합적인 파악·정리 및 공유 필요

 RWMC위원회 검토회의 연간 2회(2월, 8월) 개최 결정

- 이번회의(2011.9.21)는 “2011년도 8월 검토회의[제1차]”로 갈음 

 RWMC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프로젝트/전문가그룹 참가현황 보고서를 연간 2

회 작성 (매 검토회의 이전)

-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목차별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확인

(나) Action Items 

 RWMC 산하 작업반/프로젝트/전문가 그룹 hierarchy 파악 및 참가자별 참가

현황 보고서 작성 (‘11.10월말까지)

(다) 대정부 건의 사항

 정부차원의 NEA 활동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 공동과제 분담금, 출장비, 국내회의개최비용 등 포함

  (IAEA의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사례 참조)

다.  NEA 상설위원회 활동 총괄 점검회의 개최

(1) 회의개요

 목적: NEA 활동 2011년 실적 및 2012년 계획 총괄 검토

 의제

- 상설기술위원회별 2011년 활동 실적 및 2012년 계획 발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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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상설위원회별 검토회의[진행예정: 2.6~3.16] 일정 확정

 회의일자/장소: 2012.1.27(금), 대전 리베라 호텔

 참석자: 교과부 관계자, NEA 위원회 참여자, 과제참여자 등 10명

(2) 주요 결과 

(가) 의제 논의 결과

 CNRA, NLC를 제외한 5개 상설위원회(TC) 실적 및 계획 검토

 검토회의 일정이 미확정된 TC는 과책에 차후 통보 

(나) 의제 외 논의 사항 

  ① TC별 대표 선발, 유지, 변경 절차의 공식화 방안 

  ② NEA 한국 측 참가자 전체 참석현황 파악 필요

  ③ 국제공동연구 등 NEA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참가예산 해결 포함)

  ④ NEA 국내 활동 협력 활성화 방안(KINS 참여 유도: 안전위원회-교과부  

       협조 포함) 

  ⑤ NEA 정보공유 방안(KAERI 내부에 우선적으로 COP개설)

(다) Action Items

 "①" 논의 사항 해결을 위해 우선 NEA 관련규정 및 입장 파악, "②" 강상욱 

과학관과 협의_과책 이태준 

 "⑤" 처음부터 KONICOF 내에 개설, 모든 기관 참여가 가능하도록 세부안 작

성방안 검토(회의 종료 후 협의: KONICOF)

라.  2012년 NEA 상설위원회별 검토회의 개최 결과

(1) 회의개요

 필요성 및 목적 

- NEA에서 우리나라 리더십 강화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 필요

- 이를 위해 NEA 상설위원회별 우리나라 참여 현황/계획 및 현안 검토

 참석자 : 지광용 NEA 부의장, 5개 상설위(CRPPH, CSNI, NDC, NSC,         

           RWMC) 대표 및 산하 활동 참여자

 일자 및 장소: CRPPH : 5.21일 오후 4:00~6:00, INTEC 회의실

                 CSNI: 5.22일 오전 10:30~14:00, 리베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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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C : 5.22일 오후 3:00 ~ 5:00, 정책연구부 회의실

                 NSC : 5.21일 오후 4:00 ~ 6:00, INTEC 회의실

                 RWMC : 23일 오전 11:00~14:00, 전민동 (라오왕)

(2) 주요 결과

(가) 의제 논의 결과

 정부/연구원 차원의 NEA 활동 지침 마련 및 운영 필요

- 연구원 차원의 차기년도 세부참여계획 (참여활동 및 참여자, 예산 확보 방안 

포함)(안) 작성 후 정부에 검토 요청

- 정부는 예산지원방안 포함 세부계획 확정 후 기관에 참여협조

- 참여자는 정부와 연구원의 사전승인을 토대로 적극적 활동수행 후 출장보고

서 작성 후 상위 상설위 대표 및 NEA COP에 제출

- 상설위 대표는 매년 2회 (4월10일, 10월10일: 회의후 추가함) 운영위원회 개

최 전 상설위 전체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운영위 대표 및 NEA COP에 제출

- NEA 과책은 COP 관리 및 상설위 별 종합보고서 정리하여 운영위 대표 지

원

 국제공동연구비 포괄적 조성 지원 필요

- 일반회계 재원조성으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외의 별도재원 마련 

- 국제공동연구비 조성으로 인한 원연사 재원축소 절대 방지 

 국제공동연구비 지원 시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선행 필요

- 활용성과 제고 위해 본 과제와 연계 수행 필요

- 단 본 과제 종료 후에도 NEA국제공동연구 지속 시에는 공동연구 성과의 

추후 결과물 및 활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지원

(나) Action Item

 상설위 대표: 산하 작업반/전문가그룹/공동연구 현황/계획 조사

- 이를 위하여 NEA과책은 해당양식을 상설위 대표에게 송부

- 해당양식에는 재원조달방안 명시항목 (참여비, 출장비 등) 포함

 NEA과책은 정부/연구원 차원의 NEA 활동 지침(안)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연

구원과 정부와의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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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OECD/NEA 운영 현황

제 1 절 OECD/NEA 개요

1. 설립 배경 및 회원국 현황

가. 설립 목적

 OECD내 준 독립기구로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하여 원자력을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원자력에 대한 회원국 간의 주요정책 협의

-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한 원자력의 개발·이용 연구

- 원자력 국제 공동연구사업 운영 및 지원

- 원자력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적 지원

나. 설립연혁

 1958.2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산하 유럽원자력기구(ENEA: European      

            Nuclear Energy Agency)로 발족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1948년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샬플랜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 서유럽 16개

국이 참여하여 설립

 1972.12월: OECD/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로 명칭 변경: 비  

          유럽국인 일본, 호주의 가입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미국과 캐나다  

          추가 가입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oment): 1961년 당시 OEEC의 회원국 18개국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가  

  합쳐지면서 OEEC를 확대하여 OECD를 설립

 1993.5월 : 우리나라 가입

 2013.1월 : 러시아 가입으로 31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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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원국 현황

 2013년 현재 가입국: 31개국

- 2012.5월 OECD이사회는 러시아 가입 승인, 2013.1월부터 NEA 정식 회원국

으로 활동   

- OECD 34개 회원국 중 NEA 회원국이 아닌 국가: 뉴질랜드, 칠레, 에스토니

아, 이스라엘 등 4개국

- 중국, 인도: 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옵서버로 각 NEA 회의에 참석

 원전 비운영국가들의 NEA 참여 동기

- 1958년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와 NEA가 설립되면서 OEEC참여국이 

NEA의 회원국이 되었으나 많은 회원국이 원자력 정책을 확립하지 않은 상

태로 가입

- 이후 회원국들의 원자력 정책이 수립되면서 비 원전 운영국 중심으로 회원

국들의 NEA 참여 동기 상이

°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NEA 활동 불참 

° 호주: 우라늄 생산국 

° 오스트리아: 주변국 동향파악  

° 덴마크: 스웨덴 원전에 대한 우려 

° 이태리, 노르웨이: 원자력, 핵물리 연구개발

지 역 원전 운영국 원전 비운영국

서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동유럽
러시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

미  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아시아 일본, 한국 호주

계 20개국 11개국

<표 1> NEA회원국의 지역분포 및 원전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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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예산 등 주요 정책을 결정

- OECD 위원회 및 NEA 법령 조항에 의거하여 부여받은 업무 수행  

- 매년 4 • 10월(연 2회), 주로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운영위원회 의장단 회의는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운영위원회 개

최 전날 NEA 본부에서 개최

- NEA 사무국과 상설기술위원회에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한 

지침을 제공 

- 운영위원회와 상설기술위원회간의 정보 교류를 촉진 

- 위원회 구조와 관련한 이슈가 제기된 경우 혹은 연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를 대표하여 발언

OECD Council

NEA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원자력 
시설안전 
위원회
(CSNI)

원자력 
규제활동 
위원회

(CNRA)

방사성폐
기물관리
위원회

(RWMC)

방사선방어 
및공중보건 

위원회
(CRPPH)

원자력 
과학 

위원회
(NSC)

원자력 
개발
위원회 
(NDC)

원자력 
법위원회 

(NLC)
Data
Bank

<그림 2> OECD/NEA 조직 체계

운영위원회 이름 국가

의장 Mr. Richard Stratford 미국

부의장

Dr. Kwang Yong Jee 한국

Ms. Marie-Elise Hoedemakers 네덜란드

Ms. Marta Žiakova 슬로바키아

Hiroshi Yamagata 일본

Freedeeric Journes 프랑스

* <참고> Full Participant :EC,  Observer : IAEA

<표 2> 운영위원회 의장단 현황 (2013.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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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설기술위원회

 상설기술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지침아래 개별 분야의 전략계획을 수행

- NEA 전략적인 분야의 업무프로그램(Programme of Work, POW)을 효율적

으로 실행하고, NEA의 기초역량 개발

- NEA 활동에 대한 국제협력의 증진, 조정 및 상호현안을 효율적으로 처리 

- 개별 분야의 “전략 계획”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효율성 강화

- 7개 상설기술위원회: 연간 1~2회, 주로 파리 근교 NEA 본부에서 개최되며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기술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 

 상설기술위원회 산하에 작업반/전문가그룹이 구성, 운영

- 상설기술위원회 감독 하에의 세부 업무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임무 및 기간은 위원회(level 1) 6년, 워킹그룹(level 2) 3년, 전문가그룹(level 

3) 2년으로 수준별 차이가 존재하나, 업무프로그램 혹은 전략계획 상의 필요

해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2013. 12월 현재 7개 상설위원회 산하 약 26개의 워킹그룹과 약 90개의 전

문가그룹이 활동중

(Level 1)
상설기술위원회

(Level 2) 워킹그룹(혹은 동급)

(Level 3) 전문가그룹 (특별)전문가그룹

(출처) “NEA Committee Mandates and Structures”(2013)

<그림 3> 상설기술위원회 기본 구조 및 보고 체계

 운영위원회, 상설기술위원회(Level 1) 고위직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국

가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벨기에임

- 한국 역시 2011년 제123차 운영위원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진출(KAERI 지광

용), CSNI(의장단, KAERI 백원필), CNRA(부의작, KINS 박윤원), NLC(부의

장, 고려대 박기갑)위원회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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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 의장 국가

CSNI

의장 Mr. Brian Sheron 미국

부의장
Prof. Frank-Peter Weiss  

Dr. Toyoshi Fuketa

독일 
일본

의장단
멤버

Dr. Won Pil Baek  

Mr. Jean-Claude Micaelli

Dr. Jean-Marc Cavedon

한국
프랑스
스위스

CNRA

의장 Dr. Jean-Christophe Niel 프랑스

부의장
Mr. Youn-Won Park

Mr. Eric Leeds

한국
미국

의장단 
멤버 

Dr. Petteri Tiippana

Dr. Hiroshi Yamagata

Ms. Marta Žiaková
Mr. Lennart Carlsson

Mr. Glenn Tracy

핀란드
일본

슬로바키아
스웨덴
미국

RWMC

의장 Mr. Jean-Paul Minon 벨기에

부의장

Ms. Kathryn Shaver

Mr. Gérald Ouzounian 

Mr. Mitsuo Takeuchi

Ms. Carmen Ruiz Lopez

Ms. Catherine Haney

캐나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미국

CRPPH

의장 Dr. Ann McGarry 아일랜드

부의장 

Mr. Thierry Schneider

Mr. Wolfgang Weiss

Mr. Sigurdur Magnusson

Mr. Kazuo Sakai

Mr. Michael Boyd

프랑스
독일

아이슬랜드
일본
미국

NSC

의장 Mr. John Herczeg 미국

부의장
Mr. Pierre Joseph D'Hondt

Mr. Alain Zaetta

Mr. Takamasa Mori

벨기에
프랑스
일본

DB 의장  Mr. Pierre Joseph D'Hondt 벨기에

NDC

의장 Mr. Kazuaki Matsui 일본

부의장

Mr. Theofiel van Rentergem

Mr. Jean-Guy Devezeaux De 

Lavergne

Mr. Pierre Multone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NLC

의장 Mr. Roland Dussart-Desart 벨기에

부의장 

Mr. Florence Touitou-Durand

Ms. Vanda Lamm

Mr. Ki-Gab Park

Ms. Jane Hodgson

Mr. Ben McRae

프랑스
헝가리
한국
영국
미국

<표 3> 상설위원회 의장단 명단(2014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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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의사 교환과 기술위원회 의장 회의를 통해서 상

설기술위원회의 교차 활동 및 이슈들이 도출됨 

- 1개 이상의 NEA 상설 기술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공통 이슈는 크게 

정책 및 개발과 기술 이슈 2개로 구분되며, 16개의 세부 활동으로 구성됨 

  정책 및 개발 부문

CNRA CRPPH CSNI NDC NLC NSC RWMC

후쿠시마 사고 ** ** ** * * * *

지속가능한 개발 * * * ** * * *

전력시장 자유화 * * **

방사선방호/폐기물 관리규제 * ** * **

이해 당사자 참여 ** ** * * **

지식관리 및 데이터 보존 * * ** * * ** **

인프라 및 교육 * * * ** ** * *

미래연구 수요 * * ** * ** *

원자력 사고 비용 * * * ** *

핵연료주기의 비용 ** *

  기술 부문

CNRA CRPPH CSNI NDC NLC NSC RWMC

폐로 * * * * * **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연구 ** *

핵연료 연구 ** * *

컴퓨터 코드 검증 * **

신형로 기술 ** * * *

분리 및 변환 * ** *

‘*’는 참여정도를 나타냄 ‘**’ : 주도 ‘*’ : 참여

(출처) “NEA Committee Mandates and Structures”(2013)

<표 4> 상설기술위원회 간 교차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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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사회(Council)

NEA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원자력 
시설안전 
위원회
(CSNI)

원자력 
규제 

위원회
(CNRA)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RWMC)

방사선방어 
및공중보건 

위원회
(CRPPH)

원자력과학 
위원회
(NSC)

원자력
개발

위원회 
(NDC)

원자력법 
위원회 
(NLC)

Data
Bank 

CSNI 
Programme 

Review Group
(CSNI PRG)

Task Group
on Accident 
Management

(TGAM)

RWMC 
Regulators’

Forum
(RWMC-RF)

Expert Group 
on Radiological

Protection 
Aspects of the

Fukushima 
Accident 
(EGRPF)

Working Party 
on International 
Nuclear Data 
Evaluation

Co-operation 
(WPEC)

The Joint
Evaluated 
Fission

and Fusion 
File (JEFF) 
Project

High-level 
Group on

the Security 
of Supply
of Medical 

Radioisotopes
(HLG-MR)

Working 
Group on 

Risk
Assessment 
(WGRISK)

Working 
Group on 
Inspection
Practices 
(WGIP)

Expert Group on 
Preservation of

Records, 
Knowledge and 

Memory
across Generations 

(RK&M)

Expert Group 
on the

Implications of 
ICRP

Recommendation
s (EGIR)

Working Party 
on Scientic 
Issues of the 
Fuel Cycle 
(WPFC)

Joint 
NEA/IAEA 
Group

on Uranium 
(UG)

Working 
Group 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Accidents
(WGAMA)

Working 
Group on 
Operating
Experience 
(WGOE)

Integration Group 
for the Safety
Case (IGSC)

Expert Group 
on

Radiological 
Protection 

Science(EGRPS)

Working Party 
on Multi-scale 
Modelling of 
Fuels and
Structural 

Materials for 
Nuclear Systems 

(WPMM)

Working Party 
on Nuclear
Energy 

Economics 
(WPNE)

Working 
Group on 

Integrity and 
Ageing of 
Components 

and Structures
(WGIAGE)

Working 
Group on 
Public

Communicatio
n of Nuclear
Regulatory 

Organisations 
(WGPC)

Forum on 
Stakeholder

Condence (FSC)

Working Party 
on Nuclear
Emergency 
Matters
(WPNEM)

Working Party 
on Nuclear 

Criticality Safety 
(WPNCS)

Ad hoc 
Expert Group 
on Climate 
Change

Working 
Group on 
Human and

Organisational 
Factors 
(WGHOF)

Working 
Group on the 
Regulation
of New 
Reactors 
(WGRNR)

Working Party on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WPDD)

Working Party 
on Scientic 
Issues of 

Reactor Systems 
(WPRS)

Ad hoc 
Expert Group 
on Costs of 

Decommissioni
ng

Working 
Group on 
Fuel Safety
(WGFS)

Ad hoc 
Expert Group 
on Cost of 
Nuclear 

Accidents, 
Liability Issues 

and Their 
Impact on 
Electricity 

Costs

Working 
Group on 
Fuel Cycle

Safety 
(WGFCS)

Ad hoc 
Expert Group 

on the 
Economics of 
the Back End 

of the 
Nuclear Fuel 

Cycle

Senior Expert 
Group on 
Safety 

Research 
Opportunities 
Post-Fukushim

Task Group 
on Natural 
External 
Events Ad hoc 

Expert Group 
on Managing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s of 
Uranium 
Mining

Task Group 
on Robustness 
of Electrical 
Systems of 

NPPs 
(ROBELSYS) 

(출처) OECD/NEA(2013), The OECD Nuclear Energy Agency, October

<그림 4> OECD/NEA 상설위원회 및 산사 전문가그룹 조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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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3 상설기술위원회 조직 변화

- 2012-2013 기간 중, 상설기술위원회별 종료 및 신설된 워킹그룹(level2), 전문

가그룹(level3) 현황은 다음과 같음

위원회 조직 변화

CSNI

종료 1. Level 3 Sump Clogging(SC)

신설

1. Level 3 Safety Research Opportunities Post-Fukushima

2. Level 3 Natural External Events

3. Level 3 Robustness of Electrical Systems of NPPs in Light of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ROBELSYS)

CNRA 종료 1. Level 2 Impacts of the Fukushima Accident(STG-FUKU)

RWMC 신설 1. Level 3 Operational Safety(EGOS)

CRPPH
종료

1. Level 3 Occupational Exposure(EGOE)

2. Level 3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Emergency Situations(EGIRES)

신설 1. Level 3 Radiological Protection Science(EGRPS)

NSC 종료

1. Level 3 Integral Experiments for Minor Actinide Management

2. Level 3

W
P
E
C

Methods and Issues for the Combines Use of Integral 
Experiments Covariance Data

3. Level 3 Co-ordinated Evaluation of 239Pu in the Resonance Region

4. Level 3 Scattering Angular Distribution in the Fast Energy Range

5. Level 3 Evaluation of Experimental Data in the Resolved 
Resonance Region

DB 유지

NDC

종료 1. Level 3 Economics of Long-term Operation of NPP

신설

1. Level 3 Climate Change: Assessment of the vulner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and Cost of Adaptation

2. Level 3 Costs of Decommissioning

3. Level 3 Cost of Nuclear Accidents, Liability Issues and Their Impact on 
Electricity Costs

NLC 유지

(출처) “NEA Committee Mandates and Structures”(2013)

<표 5> 2012-2013 상설기술위원회 조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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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국

 사무국은 운영위원회, 상설기술위원회 및 산하 전문가회의 지원

-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3명의 사무차장 지휘 하에 8개의 국으로 편성

� 전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인 Mr. Luis Echavarri는 1997년 이후 재직 

중이며 2014년 4월 정년퇴임하였음

� 사무부총장(Deputy Director General)은 Ms. Janice. D. Lee (미국) 퇴임 

후 2012년부터 공석으로 유지

 OECD 산하 IEA(Int'l Energy Agency)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DDG 직위 폐지

� 현 사무총장은 미국 출신의 William D. Magwood로 NRC의 커미셔너를 

역임하고 2014년 9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

구분 이름 국적 임기 비고

1 Pierre Huet 프랑스 1958-1964   

2 Einar Saeland 노르웨이 1964-1977   

3 Ian Williams 미국 1977-1982   

4 Howard Shapar 미국 1982-1988   

5 Kunihiko Uematsu 일본 1988-1995   

6 Samuel Thompson 미국 1995-1997 사무총장대행
(ActingDG)

7 Luis Echavarri 스페인 1997-2014   

8 William D. Magwood, IV 미국 2014-현재

<표 6> 역대 사무총장 리스트

- 수석사무차장은 대외담당국과 경영지원단을 관할

- 과학·개발사무차장은 원자력개발국, 원자력과학국, 원자력법무국, 데이터뱅크 지휘

� 현 Acting DDG 겸 과학 및 개발 담당 사무차장(Deputy Director)인 

Thierry Dujardin(프랑스)도 2014년 10월 정년퇴임 예정

- 안전·규제사무차장 산하 조직: 원자력안전국,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국

� 원자력안전국장(Head, Nuclear Safety Division) 2014년 초 퇴직

- 사무국 인원 (2014년 10월) : 정규직원 64명, Cost-free 전문가 8명

� 한국인 근무 이력 : 정규직 2인(현재 없음), Cost-free 11명 (현재 3명으로 

김병순(KINS), 박홍준(NRF), 김상백(KAERI) 박사가 각각 원자력안전국, 

GIF사무국, 원자력개발국에서 근무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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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EA 사무국 구조 및 담당자

(출처) OECD/NEA(2014), The OECD Nuclear Energy Agency, October

 주요 인사 변동 사항

- NEA는 2014년 4/4분기 동안 정규직 4명과 법률 사무 섹션 지원을 위한 임시직

원 1명을 채용할 계획임. 

� A2 1명 및 A3 1명 : 원자력과학섹션 지원

� A1 1명 : 데이터뱅크 지원

� B4 1명 : 사무국 지원

� 임시직원 1명 : 법률사무섹션 지원

- Dr. Ron Cameron 원자력개발국장이 2014년 7월 NEA를 그만 둠에 따라 후임

자를 채용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임. 

- Mr. Stephen Burns 법무과장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5대 위원 중 한 

명으로 선출됨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부로 NEA를 떠날 예정인 바, 공석정

보가 곧 게시될 예정임. 

년도 2014 2015(예상) 2016(예상)

사무국 94 96 96

Data Bank 20 21 21

전체 114 117 117

<표 7> OECD/NEA 사무국 및 데이터뱅크 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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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국가 담당 분야 기간(년) 만료 

FU Qiang 중국 MDEP 1.5 2014년 3월 

KATSUNORI Ishii 일본 GIF 2 2015년 7월

박홍준 한국 GIF 2 2015년 2월

AMAGASA Izumi 일본 CRPPH/RWMC 및 
전문가그룹지원 1 2014년 3월

SAITO Daichi 일본 CRPPH 관련 사무국 지원 1 2015년 3월

SOZONIUK 
Vladislav 러시아 NDD (SMR 시장 연구) 1 2015년 4월 

연장 제안

김상백 한국
원자력사고비용, 배상 이슈 및 
전력 비용에 대한 영향, SMR 

시장 연구
2 2015년 3월

HOU Rong-Huei 대만
CRPPH/RWMC 

(긴급 상황 관리 및 폐로, 
폐기물관리)

2 2015년 4월

AOKI Hiroomi 일본 RWMC 관련 협력 지원 업무 2 2015년 8월

RAKHUBA 
Alexander 러시아 러시아 전문가의 CRPPH 활동 

참가 관련 사무국 활동 지원 1 2015년 3월

SUZUKI Takashi 일본 후쿠시마 사고 식음료 및 상품 
무역에 관한 공중보건 보고서 6개월 2014년 8월

<표 8>  OECD/NEA CFE 현황 (2014. 10월 현재)

(출처) “Status Report on Cost-free Experts at the NEA”(2014)

 러시아 가입에 따라 127차 운영위원회에서 2013-2014 NEA 각 분야별 주요 프로

그램이 일부 수정, 확정됨

- 신규 추가된 프로그램은 폐로비용, 각 분야별 러시아 NEA 활동, 포스트 후

쿠시마 추가 및 보완 조치사항임

3. 주요 프로그램

가. 2013~14년도 주요 사업

(1) 원자력 과학 및 연구(Nuclear Science and Reserach)

 현재와 미래의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원자로의 물리

적 • 화학적  특성 및 과도현상, 핵연료의 거동 등에 대한 회원국의 연

구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 

 원자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재료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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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점검하고 평가를 진행

 NEA Data Bank를 통하여 과학기술자들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을 제공

- 원자력의 전 기술 분야에 걸친 컴퓨터 코드를 수집/테스트/인증하여 

공급

- 원자력 분야의 서지정보 및 실험 데이터를 편찬하고 보급

(2) 원자력 개발과 핵연료주기(Nuclear Development and Fuel Cycle)

 원자력연료주기에서의 후행핵주기(Back End)의 경제성 평가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에 대한 경험 부족에서 나타나는 관심

을 반영하여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의 타당성과 비용

을 산출

 각기 다른 탄소가격 정책에서의 원자력발전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원전의 설계수명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약 160기의 원자로 폐쇄가 예정

되어 있으므로 원전의 신규 건설과 비교한 수명연장의 경제성 평가 자

료를 제공

 주요 간행물

- 우라늄 자원의 생산과 수요(Red Book, 매년)

- OECD Nuclear Energy Data(Brown Book, 매년)

- OECD Nuclear Energy Outlook(4년 주기)

(3) 원자력 안전 및 규제활동(Nuclear Safety and Regulation)

 원전 운영 경험의 수집과 분석

- 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사건보고시스템(IRS)의 운영을 통하여 원자

력 사건의 일반적 추세, 재발사건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한 교훈 등을 

분석 

- 사고에서의 인적 • 조직적 요인(human and organizational factors)의 

영향과 편차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논의

 원자력 안전사고의 관리, 경감 및 예방

- 원자력안전연구에 필요한 연구시설을 발굴하여 이를 국제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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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일본의 HTTR 시설을 활용한 가스냉각로의 안전문제를 검토하는 신

규 프로젝트 착수(2011년)

- 원자로의 노화와 수명연장에 대응하여 원자로의 금속 부품과 콘크리

트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

-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PSA)를 원자력시설에 대한 규제, 설

계, 운전, 유지보수 및 검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규제활동 지원

- 원자력시설의 공급자들의 자기 규제를 위한 규제 안내서를 발간

- 3+ 및 4세대 신규 상업용 원자로의 부지 선정, 인허가, 감동 등에 대

한 규제 활동을 지원

- 원자력 규제활동과 관련한 대중소통에 관한 정보, 방법론, 경험 등을 

공유

(4) 방사선 방호(Radiation Protection)

 방사선 방호 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

- ICRP 권고사항의 해석과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이행비용을 산정

- 과학적 지식을 기반한 허용 방사선량의 결정, 조직적인 접근과 이해

관계자를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 

 직업 종사자의 방사선 방호

- 국제원자력비상대응훈련(INEX-4)의 결과를 분석하고 국가 • 국제적 차

원의 원자력 비상관리에서의 시사점 도출

- 원전종사자들의 직업 방사선 방호에 관한 운영경험과 모범사례를 수집

하여 보급

(5) 방사성 폐기물 관리(Radioactive waste Management)

 도덕적이고 표준적인 관리를 포함한 장기 폐기물관리정책 수립에 중요

한 전략적 요인들을 분석

- 국별로 상이한 폐기물관리 규제 체제의 표준 및 프로그램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해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수행 

 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와의 상호교감을 위한 경험 교류 

- 신뢰성 구축과 안전평가방법에 대한 회원국의 공동 평가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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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분의 장기 안전과 안전시스템에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경험과 정보를 교류 

나. 2015~16년도 주요 사업계획

 2015~2016년도에 시행될 사업 내용은 각 기술위원회에서 논의중으로 2014년 

10월까지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분   야 전 략  분  야 중간 과제 비고

중앙 사무국,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 사업

1

중앙 사무국,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사업

1.1 운영위원회 사무국 및 NEA 관리 지원 계속

1.2 NEA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계속

1.3 비회원국과의 연관 계속

법률 2

NEA 관리 • 활동 

법률지원 및 

원자력법 

2.1 원자력 입법의 개발, 강화 및 조율 계속

2.2 국제원자력배상체계의 적용, 해석 및 현대화 계속

2.3 원자력법 정보 및 교육사업 계속

2.4 NEA 관리 • 활동 법률지원 계속

원자력과학 3
원자력과학 및 

연구

3.1 연구로 물리학 및 과도 연구 계속

3.2 핵연료주기 물리학 및 화학 계속

3.3 재료과학 계속

3.4 임계연구 계속

3.5 실험 니즈 계속 

원자력개발 

및 

핵연료주기

4

경제학 및 

원자력개발 

데이터

4.1 우라늄 자원, 생산 및 수요 계속

4.2 전력생산 비용 추정 계속

4.3 원자력에너지데이터 계속

4.4 미래 저탄소에너지 사회에서의 
원자력열병합의 역할과 경제성  계속

4.5 시스템 비용연구 후속 신규

4.6 전력제공 전비용 신규 

5

원자력개발의 

전략 및 

정책분석

5.1 경수로 기술 혁신 계속 

5.2  OECD 타 분야 및 사업 지원 계속

5.3 정책 입안자에의 조언 계속

5.4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저장 신규

5.5 원자력기술의 비 발전분야 응용 신규

5.6 NEA 회원국에서의 원자력연구개발 신규

<표 9> 2015-16년도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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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및 규제

6
운영경험 수집 

및 분석

6.1 운전경험에 관한 국제보고시스템 및 피드백 계속

6.2 원자력발전소의 인적 • 조직적 인자 계속

7
사고 방지, 완화, 

관리

7.1 사고 분석 및 관리 계속

7.2 계통 및 구조 건전성 계속

7.3 리스크 평가 계속

7.4 핵연료 안전 계속

7.5 안전연구 협력 및 사업 계속

7.6 핵연료주기 안전 계속

8 원자력시설 규제

8.1 규제 이슈 계속

8.2 신형로 계속

8.3 규제 실무 (Inspection Practices) 계속

8.4 규제관련 대중 커뮤니케이션 계속

방사선 방호

9

방사선 방호 

정책의 미래 

방향

9.1 방사선 방호 정책의 미래 방향 계속

9.2 러시아 참여 관련 활동 신규

10
운영상 방사선 

방호

10.1 원자력 비상 대응 계속

10.2 원자력시설 종사자의 직업상 피폭 계속

10.3 후쿠시마 후속 보완조치 계속

방폐물 관리

11

폐기물 관리 

정책 및 

거버넌스

11.1 폐기물 관리 접근법 및 전략 계속

11.2 폐기물 처리의 장기적 신뢰 구축 계속

11.3 후쿠시마 후속 보완조치 계속

12
폐기물 처리 및 

폐로

12.1 장기 안전 및 안전 사례 연구 계속

12.2 원자력시설의 폐로 계속

12.3 러시아 참여 관련 활동 계속

데이터뱅크 

1 데이터뱅크

1.1 소프트웨어 검증 및 서비스 계속

1.2 원자력데이터 조정 및 서비스 계속

1.3 종합실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계속

1.4 NEA 데이터뱅크 미래 프로그램에 관한 TF 계속

2

데이터뱅크 

기술의 

사무국 제공  

2.1 중앙 사무국,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사업 계속

2.2 원자력 과학 계속

2.3 원자력 안전 계속

2.4 방사선 방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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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 및 예산

가. 재원 및 예산 구조

 예산 현황

- OECD/NEA의 예산은 회원국 분담금을 주 수입으로 함

� 출판물 판매, 이자, 임대 수입(약 4%)  

- 2년간(‘13-14)의 예산을 OECD 이사회에서 결정

- ‘08년, 전년대비 물가상승율에 상응하는 제로실질성장(ZRG) 증액 합의(프랑

스 인플레이션 3년 평균 적용)

 예산 구분 

-  Part I : 회원국이 모두 참여(의무)

-  Part II : 회원국이 개별적 참여 결정

� 에너지기구(IEA), 원자력기구(NEA), 개발센터(DC) 등

   비회원국도 참여가능, 예산 자율성 인정 

 회원국 분담률 산출 

-  배분기준(Scale for principal contributions)

� ① 전 3년간 GNP 평균에서 10%를 공제하여 NI 산출

� ② 인구 1인당 $ 875 감액

� ①+② 합산으로 회원국간 비율 산출

� 상한선(24.975%) 이상의 금액은 타 국가들이 분담 

-  총예산 금액(budget envelope)의 분담

� 총예산의 30%는 균등 분담(1/n)

� 나머지를 배분기준에 따라 분담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간 상한선(15%) 도입

 2013년 예산 및 한국 분담금

- 주요 변경사항

� 신규 가입국 예산이 기존 예산에 추가되어 총액 증가

� ‘13년부터 안전 비용(safety fees)을 총액 내에 점진적 도입 ’18년 100% 

반영(총 기여금 중 약 23.5% 차지)

      안전분담금 도입에 의한 아국의 기여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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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NEA 예산 : 11,112,810 유로(NEA),  3,099,372 유로(Data Bank)

�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272,670 유로(NEA) (2.490%, 31개국 중 11위)

� 주요국 분담율 : 미국(23.45%), 일본(14.47%), 독일(8.77%), 프랑스(6.72%), 

영국(5.96%), 이탈리아(5.26%), 러시아(5.22%), 캐나다(3.83%), 스페인(3.71%), 

호주(2.72%), 멕시코(2.38%)

      2012년 기준 시뮬레이션에서는 ZNG 적용 동결이나 2013년 OECD 기여

금 산정 기준(Capacity to pay)의 비율증가(‘12년: 2.466% -> 2.490%)로 다

소 증가   

 평가

- 안전분담금의 도입으로 아국의 기여금 향후 증가 예상

� ‘12년 기준 NEA내 원자력 규모는 4위, 분담금은 11위이며, 신개혁(안)에 

의한 ‘18년 기준 분담금 순위는 10위임 

- 기여금 증가를 NEA 진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 필요 

� 상위 기여국들은 주요 직위에 재임중으로 미국은 사무부총장(현재 공석), 

일본과 프랑스는 사무차장 재임

       미국은 법률부장, 독일은 방사선방호 폐기물부장으로 신규 임명

- NEA내 위상 확대를 위하여 주요 활동과 공동 연구에 국내 원자력현안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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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회원국
분담금 [KEUR] 비율 [%]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1 미국 2,567 2,559 23.448 24.975

2 일본 1,585 1,519 14.473 14.824

3 독일 960 970 8.769 9.468

4 프랑스 736 734 6.722 7.167

5 영국 652 659 5.961 6.436

6 이탈리아 575 582 5.259 5.678

7 러시아 572 - 5.223 -

8 캐나다 419 403 3.826  3.933

9 스페인 405 410 3.705 4.000

10 호주 298 277 2.722 2.704

11 한국 272 253 2.490 2.466

12 멕시코 260 263  2.376 2.565

13 네덜란드 219 222  2.008 2.168

14 스위스 169 156 1.551 1.525

15 터키 147 137 1.343 1.333

16 벨기에 138 136 1.266 1.329

17 폴란드 119 121 1.092 1.179

18 스웨덴 128 120 1.170 1.172

19 노르웨이 117 118 1.076 1.155

20 오스트리아 107 108 0.978 1.056

21 덴마크 87 88 0.796 0.859

22 그리스 83 85 0.765 0.826

23 핀란드 69 70 0.632 0.682

24 포르투갈 60 61 0.554 0.598

25 체코 53 54 0.493 0.523

26 아일랜드 52 53 0.476 0.514

27 헝가리 33 33 0.302 0.322

28 슬로바키아 23 22 0.216 0.212

29 슬로베니아 13 13 0.121 0.129

30 룩셈부르크 10 10 0.094 0.102

31 아이슬란드 10 10 0.093 0.100

 합계 10,951 10,245 100

<표 10> 2013년 및 2012년 NEA 31개 회원국 분담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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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가능한 NEA 예산체계 구축 현황

 ‘08년도 이후 OECD NEA 예산의 제로명목성장(ZNG) 동결 편성으로 야기된 실

질예산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자문그룹의 제안을 검토 

 예산(안) 제안 배경 

- 원자력 안전 활동과 신규 가입국으로 인한 업무증대 대응과 제로명목성장

(ZNG) 편성으로 인한 실질예산 감소 문제 해결 

 예산 개혁 추진경과 

- 지속가능예산자문그룹(Advisory Group for a Sustainable Budget : AG-SB)

이 협의 지속(‘12.09.17, 20차 회의 개최)

   

<주요 이슈>

° 제로실질성장(ZRG)을 위한 인플레이션 적용

° NEA 활동의 중심인 안전 비용(safety fees)의 도입

° 신규회원국(슬로베니아, 폴란드, 러시아) 가입금 추가 계상

- ‘12년 4월, 124차 운영위원회에서 1차 NEA 예산개혁(안)의 OECD 이사회 

상정 합의 도출 실패

� ‘15년 이후 10년(’15-‘24)간 제로실질성장(ZRG)을 적용하며 지불능력(GDP)

과 안전비용(원전기수 등)을 동시 고려 

- ‘12년 9월, 125차 운영위원회에 증액기간 단축 등 수정예산(안)이 제안되었으

나 합의하지 못하고 OECD 이사회에 상정

� ‘15년 이후 4년(’15-‘18)간 제로실질성장(ZRG)을 적용 

� 가입회원국의 추가 기여금만큼의 예산 증액에는 합의

- ‘12년 12월, OECD 이사회에서 수정 예산안 통과

�  2015년 이후 증액의 여지를 두는 선에서 합의

 OECD 이사회 신예산(안) 기여금 분담 원칙

- 전환기간(end of convergence) : 6년 (2년 ZNG + 4년 ZRG)

� ‘13~’14년간 명목제로성장(ZNG) 유지 : 연 10,951 k€

� '15~'18년은 실질제로성장(ZRG) 대신 “NEA 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한 수준”으로 

합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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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분담금(safety fees) 단계적 도입(총액의 30%미만)

� 안전분담금의 구분   

    • 회원국 동일 배분 : Activity 7(사고방지, 완화및관리) (4 k€)

    • 해체원전 보유국 분담 : Activity 12(폐기물처분및해체) (54 k€) 

    • 원전 보유수 기준(1기당 12 k€로 산정하되 평균용량기준 상한 설정)  : 평균 700 MWe 

이상 최대 230 k€, 700MWe 미만 최대 90 k€

� ‘13년부터 적용하여 ‘18년까지 100% 도입(phase-in)

    • 5%(’13), 12%(‘14), 30%(’15), 50%(‘16), 75%(’17), 100%(‘18)

- 분담금 상한선(cap) 및 하한선(floor)  

� ‘13~’14년(현행 유지) : 상한 24.975%, 하한 0.1%

� ‘15~’18년 : 상한 24.25%, 하한 0.097% 적용

- 분담금 변동액 한도 설정(limitation measures)

� 연간 최대 10% 증가, 최대 1% 감소

� 전환기간 중 최대 60% 누적증가, 최대 20% 누적감소

- 예산 총액의 신규가입국 기여금 증액 및 러시아 분담금 포함

° 전환 기간의 축소 : 10년 -> 6년

° 안전분담금 조기 도입 : ’15-’24년 -> ’13-’18년 

° 신규가입국(폴란드, 슬로베니아) 기여금만큼 예산증액 : 134 k€(‘13년) 

° ‘13년 러시아 분담금의 증가 : 572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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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2012년 2018년 차이
원전기수

(순위)분담금 비율 분담금 비율(순위) 차액 증가율

KEUR % KEUR % KEUR %

미국 2,559 24.975 2,549 21.51(1) -10 0 104(1)

일본 1,519 14.824 1,608 13.57(2)  89 6 50(3)

독일 970 9.468 999 8.43(3)  29 3 9

프랑스 734 7.167 919 7.75(4) 184 25 58(2)

영국 659 6.436 714 6.03(5)  55 8 16(7)

이탈리아 582 5.678 563 4.75(7) -19 -3 0

스페인 410 4.000 506 4.27(8)  96 23 8

캐나다 403 3.933 494 4.17(9)  91 23 18(6)

호주 277 2.704 267 2.25 -10 -4 0

멕시코 263 2.565 245 2.14  -9 -3 2

한국 253 2.466 391 3.30(10) 138 55 23(5)

네덜란드 222 2.168 261 2.20  39 17 1

스위스 156 1.525 236 1.99  80 51 5

터키 137 1.333 132 1.11  -5 -4 0

벨기에 136 1.329 212 1.79  76 56 7

폴란드 121 1.179 117 0.98  -4 -4 0

스웨덴 120 1.172 192 1.62  72 60 10

노르웨이 118 1.155 114 0.96  -4 -4 0

오스트리아 108 1.056 104 0.88  -4 -4 0

덴마크 88 0.859 85 0.72  -3 -3 0

그리스 85 0.826 82 0.69  -3 -3 0

핀란드 70 0.682 106 0.89  36 51 4

포르투갈 61 0.598 60 0.50  -2 -3 0

체코 54 0.523 86 0.72  32 60 6

아일랜드 53 0.514 51 0.43  -1 -3 0

헝가리 33 0.322 53 0.45  20 60 4

슬로바키아 22 0.212 35 0.29  13 60 4

슬로베니아 13 0.129 21 0.18   8 6 1

룩셈부르크 10 0.102 12 0.11   2 19 0

아이슬란드 10 0100 12 0.11   2 22 0

러시아 619 5.22(6) 33(4)

합계 10,245 100 11,853 100 363

<표 11> 2018년 NEA 예산 변경(안) 시뮬레이션(‘12.09 AG-SB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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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요 상세 내역
2014 2015 2016

€ € €

   인건비(상임직원) 6 571 957 6 760 572  6 828 178  

   기타 인건비 

   - 공식 출장비 337 500 337 500 337 500 

   - 지원 행정원 325 500 242 061  252 081  

   - 컨설턴트 및 계약직원 345 600 265 413 274 697 

   컨퍼런스 및 회의 개최 비용 276 600 269 439 261 410 

   - 컨퍼런스 및 회의개최비용 206 400  202 819  198 805  

   - 기타 제반비용   18 700 18 700 18 700 

   - 통역  51 500 47 920 43 905 

    출판비 205 000 135 800 137 200 

   - 인쇄 80 000 30 800 30 800 

   - 복사 21 000 16 000 16 700 

   - 번역료(외주) 104 000 89 000 89 700 

   사무실 임대료 및 세금 908 722 909 631 918 727 

   OECD 간접비 분담금 992 500 1 028 100 1 038 300

   고정자산 145 400 145 400 145 400 

   - 자본적지출 38 800 38 800 38 800 

   - 정보 기술료 106 600 106 600 106 600 

    커뮤니케이션 148 400 99 884 99 884 

    서비스 공급   59 931 53 211 56 104 

   - 사무실 가구 41 589 36 589 39 482 

   - 자료 및 도서관 17 842 16 122 16 122 

   - 제반 비용 500 500 500 

부분 합계 10 317 110 10 247 010 10 349 481

NEA 데이터뱅크의 기술료 제공 795 700 802 861 810 890

총 합계 11 112 810 11 049 872 11 160 371

<표 12> 2014-16 NEA 사무국 예산 예상 소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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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소요 상세 내역 
2014 2015 2016

€ € €

   인건비(상임직원) 2 456 482 2 526 983 2 552 252  

   기타 인건비 

   - 공식 출장비 66 700 66 700 66 700 

   - 지원 행정원 50 000 50 000 50 000  

   - 컨설턴트 및 계약직원 140 500  120 686  121 893 

   컨퍼런스 및 회의 개최 비용 17 550 10 100 10 100 

   - 컨퍼런스 및 회의개최비용 7 500 5 000 5 000  

   - 기타 제반비용   5 100 2 600 2 600 

   - 통역  4 950 2 500 2 500 

    출판비 35 600 15 100 15 100 

   - 인쇄 22 700 7 700 7 700 

   - 복사 7 900 4 900 4 900 

   - 번역료(외주) 5 000 2 500 2 500 

   사무실 임대료 및 세금 472 641 473 114 477 845 

   OECD 간접비 분담금 252 700 276 959 279 729

   고정자산 336 730 322 730 315 392 

   - 자본적지출 77 967 63 967 56 629 

   - 정보 기술료 258 763 258 763 258 763 

    커뮤니케이션 40 000 40 000 40 000 

    서비스 공급   26 169 20 595 20 595 

   - 사무실 가구 18 119 14 119 14 119 

   - 자료 및 도서관 7 750 6 176 6 176 

   - 제반 비용 300 300 300 

부분 합계 3 895 072 3 922 966 3 949 606

NEA 사무국에 제공한 기술료 - 795 700 - 802 861 - 810 890

총 합계 3 099 372 3 120 105 3 138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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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OECD/NEA 주요업무

1. OECD/NEA의 임무 및 전략

 의사결정 체계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for Nuclear Energy)에서 NEA의 임무를 정

의하고 NEA최상위 업무 계획인 전략계획 수립·관리하고 산하의 7개 상설기술

위원회를 통해 전략 이행

- 운영위원회 역할 설명 및 NEA 교차 이슈(cross-cutting issues)와 활동, 

NEA 사무국 구조, NEA 위원회 리스트 및 작업반 구조 보고 

 상설기술위원회는 NEA 사업 프로그램(Programme of Work)의 효과적 이행을 

수행

- NEA가 원자력안전 및 기술 개발 분야의 국제협력기구로서 회원국 간 컨센

서스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이나 자문 제공

- 각 활동 영역에서 수립된 전략 계획 (Strategic Plan)에 따라 추진 경과를 모

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실행의 효율성을 증진

  상설기술위원회의 구조, 보고체계, 권한(임무)기한

          상설기술위원회 

실무 작업반 (규율중심)

Level 1: 5년

Level 2: 3년

Level 3: 2년 전문가그룹 (업무중심) 전문가그룹(특별반)

<그림 6> 상설기술위원회 구조 및 임무 기한

- Level 2의 실무작업반(Working Parties)은 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며, 전문가

들 간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유지하고, 보다 장기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정

책 중심)

- Level 3의 전문가 그룹(Expert Groups)은 특정 과업을 수행하며, 실 무작업

반 또는 위원회에 직접 보고(과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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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의 지속기간은 다음과 같으나 필요시 상위조직의 승인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또한, 각 조직은 운영에 필요한 Executive Group이나 Bureau를 운영

 NEA의 임무

 회원국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위해 필요한 

국제협력과 과학적, 기술적, 법적 기반 제공

 권위 있는 평가를 제공하고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 의사결정에 투입

함으로써 핵심이슈에 관한 공통의 이해 형성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OECD차원의 정책 분석 지원

 2011~16년도 전략계획1)

 일반 전략

- 원자력 전문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지

- 원자력분야 주요 행위자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운영자, 규제자, 정부정책 전문가, 

연구자 그리고 개발 기술자, 국제기구와 다른 이해 당사자 간 공개대화 장려

- 원자력분야에서 중요하며, 위원회 활동에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비회원국과 핵비확산 논의 진행

- 정책입안자와 규제자들에게 중요한 과학적 발전 및 영향을 강조

- 특정한 기술적 혹은 규제적 정책 분야에서의 최신정보를 요약한 보고서 준비

- 사업을 통해 얻은 과학적, 기술적 정보 보급

- 회원국과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이고 비홍보적인 기구로서 가시성 증대

 국제협력 장려 전략

- 공통의 이슈, 교훈,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회원국 간 공통의 의견 및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사례문서와 공통 전략 개발

- 정책과 규제 결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지식 검토

- 국제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연구프로젝트와 여타 공동 프로젝트의 개발, 

조직조정 지원

- 상호이익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전략적인 공동연구 추구

 회원국의 지식 공유 및 유지 전략

- 필요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술 전문가, 의사결정자, 여론 주도자 및 

1) (출처) The Strategic Plan of the Nuclear Energy Agency 2011-2016 (OECD/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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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범위의 최신 기술을 평가하고, 실험을 기

록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

- IAEA 및 다른 관련 기구들과 원자력 에너지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 

진행

- 원자력 분야의 과학적이고, 기수적, 경제적, 법적 중심부로서 자문 제공

- 이전 회원국과 NEA 프로그램과 경험에 의해 개발된 원자력 지식의 관리와 

보호에 기여

- 회원국들의 자질 있는 인적 자원의 확보 노력 지원

- 전문가 제3자 평가(peer review) 조직   

 원자력 정책 분석 전략

- 핵주기 규제, 경제적 분석, 현재 및 미래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의 기본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수행

-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 폭 넓은 사안에 관한 연구에 기여

- OECD 관련기구들의 전문 지식, 연구결과 분석방법 이용

- 인적, 사회적 사안, 일반 대중에 관련된 사안 고려

신임 사무총장 임무 및 구조 개편제안2)()

  NEA 구조 및 접근방식 

- NEA의 업무흐름 및 실질적 결과의 극대화 및 효율성 강화 

- NEA 회원국의 최 중요가치 업무분야에 맞춘 사무국의 업무 조정을 위한 

현존 직원 구조 및 임무 배분의 잠재적 조정 

- 성공적이고 이미 증명된 회원국의 정부 관리 경험을 토대로 NEA의 구조 

및 업무절차를 검토 

- 검토한 결과에 대해 권고하기 위한 외부 자문단의 구성 및 참여 제안

  NEA 프로그램 계획 

- 원자력 안전 현안을 최우선시 하며 원자력 안전에 핵심적인 인력 및 (행정)

조직 인자 분석 활동 강화

- NEA의 업무 결과가 회원국에 의해 응용 가능한 산물로 신속하게 전환되는 

것을 돕기 위하여 NEA 사용자 친화적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개발 고려

  NEA 성과물 공유 및 확산 

- NEA 활동과 성과물의 가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상설위 및 워킹 그

룹이라는 제한된 네트워크로 부터 탈피 및 성과물 공유 대상 확대

2) 신임 사무총장 서신(201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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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 프로그램의 투자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의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NEA의 업무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노력

2. 상설기술위원회별 임무 및 주요업무 

가.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CSNI)

 임무

- CSNI는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과학기술 지식

기반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회원국을 지원함

 전략 목표 

- 2011-2016 NEA 전략계획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요건 마련 및 원

자력 시설의 관리감독과 발전을 지원하며 회원국의 원자력시설 안전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

 주요 활동

- 중요하고 포괄적인 사안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 간 안전관련 정보

의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 

- 과학적인 협업과 공동 프로젝트의 개발을 통해 회원국 안에서 원자력 안전

의 지식 기반 및 안전 전문지식 능력의 지속적인 고양 장려

- 안전 현안들의 해결에 있어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해결책과 그 실행을 위한 

자신감 강화

- 산하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주요 원자력 안전 기술 현안에 대해 논의 

하며, 필요시에는 Benchmark Study, 기술보고서 작성, 워크숍 개최 등을 통

해 정보 교류 및 기술적 이해 증진을 추구하고 있음

- WG에서 제안하는 활동은 프로그램검토그룹(PRG; Program Review Group)

에서 사전 검토 후 CSNI 정기회의에서 승인된 후 착수

- 핵심 기술현안과 관련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실험 중심)와 데이터 프로

젝트 및 국제표준문제평가(ISP)를 운영 중

- 현존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능력 유지 지원  

- 매년 2회 정기회의(6월 초와 12월 초) 개최, 산하 워킹그룹은 년 1~2회 정기

회의(50~70명 참석) 개최

- 16개 안전 분야 공동연구를 주도 

 2012-2014 조직 구조

- 의장단은 6인으로 구성되며 의장(1)은 미국, 부의장(2)은 독일, 일본, 의장단

(3)으로는 한국(백원필, KAERI), 프랑스, 스위스가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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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리뷰 그룹은 작업반 제안의 사전검토를 수행하며 6인으로 구성. 

의장(1)은 일본, 위원은 5인으로 구성되며 한국(양준언, KAERI) 포함 캐나

다, 독일, 헝가리, 미국이 참여

- 6개의 워킹그룹(Level2) : WGRISK, WGAMA, WGIAGE, WGHOF, WGFS, 

WGFCS로 구성

- 6개의 전문가그룹, 서브그룹, 테스크그룹(Level3) : 금속기기 및 구조물 건전성, 

콘크리트 구조물 경화, 기기 및 구조물의 지진거동, 포스트후쿠시마 연구방향, 

극한자연재해, 원전 전력시스템 건전성(ROBELSYS)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CSNI)

CSNI 프로그램 리뷰그룹(PRG) 인적,조직적 요인(WGHOF)

리스크평가(WGRISK) 연료안전성(WGFS)

사고분석관리(WGAMA) 연료주기안전성(WGFCS)

기기 및 구조물 건전성(WGIAGE) ④ 포스트후쿠시마 연구방향 

① 금속기기 및 구조물 건전성 ⑤ 극한자연재해

② 콘크리트 구조물 경화 ⑥ 원전 전력시스템 
건전성(ROBELSYS)

③ 기기 및 구조물의 지진거동

*Level 2         Level 3        

<그림 7> CSNI 조직도  

 산하 그룹 2012-2014 주요 업무

- CSNI는 산하 6개의 워킹그룹이 각종 벤치마크 연구, 국제공동연구 주관, 워

킹그룹 간 공동 연구, 산하 전문가그룹 운영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보임

- 2012년 종료된 격납용기 배수조 막힘에 관한 테스크그룹(Task Group on 

Sump Clogging)의 최종보고서가 2013년 제출

- 그룹별 상세활동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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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 부의장국 부의장단

CSNI 미국(1) 독일,일본(2) ,프랑스,한국,스위스(3)

CSNI PRG 일본(1) 캐나다, 독일, 헝가리, 한국, 미국(5)

워킹그룹 (Level2) 핵심연구 주요성과

1. WGRISK PSA의 이해 및 활용 
증진

신형 및 차세대 원전 PSA에 관한 
CSNI-WGRISK CAPS Task 종결

2. WGAMA 사고 분석 및 관리 핵연료집합체 열수력 현상에 관한 
국제 CFD 벤치마크 종결

3. WGIAGE

금속 부품의 노후화, 
콩크리트 구조물, 
구조물 및 부품의 

지진거동

post-IRIS-2010 착수

4. WGHOF 안전관리 관련 
국제포럼 구성 Joint WGHOF/WGRISK task 최종보고서 발간

5. WGFS 연료 안전성관련 
시스템적 평가 RIA 벤치마킹 2단계 완료

6. WGFCS 연료 주기 안전성 FINAS 시스템의 NUCLEUS로의 이전

안전분야
국제공동연구(16)

1. BIP-2 5. CODAP 9. HYMERES 13. PRISME-2

2. BSAF 6. FIRE 10. ICDE 14. SCIP-2

3. Cabri 7. Halden 11. LOFC 15. STEM

4. CADAK 8. HEAF 12. PKL-3 16. THAI-2

* 국제공동연구는「3-가.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상세참조

<표 13> CSNI 2012-2013 업무 분석

 주요 활동 및 성과

-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Benchmark (BSAF; OECD-NEA Benchmark Study of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 후쿠시마후속 안전연구 관련 고위전문가그룹(SEG-SAREF; Senior Expert 

Group on Safety Research Opportunities Post-Fukushima) 활동

- 외부사건 Task Group (Task Group on Natural External Event) 활동

- 다수의 후쿠시마 관련 기술협력 프로그램(기술보고서 작성, 워크숍 개최 등)

<그림 8> 2011년 이후 공동연구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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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GRISK(Working Group on Risk Assessment)]

1) 연구 범위

- WGRISK는 회원국들의 원자력 안전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써,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의 이해 및 활용 증진을 주요 업무로 함

2) 연구 동향 (2012-2013)

- 신규 원전의 설계 및 시운전을 위한 PSA, 신형 원자로를 위한 PSA에 관한 활동은 이 

분야에서 현재의 활동을 파악, 특징화하고, 주요 기술적 이슈, 접근법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최적의 실행 가이드라인 및 실패 모드 분류법 에 대한 연구가 지속 중이며, PSA를 위

한 디지털 I&C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를 위함임. 2012년 이에 대한 2번의 워크샵이 개최

되었으며, 2013. 6월 가이드라인이 CSNI 승인을 위해 제출

- PSA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정보교류에 관해선, 보고서 “The Use and Development of 

PSA in NEA Member Countries”가 업데이트됨

- OECD/NEA 프로젝트(FIRE, ICDE 등) 데이터 사용에 관한 활동이 진행 중이며, 이는 현

재의 데이터의 사용을 파악 및 특징화하고, 프로젝트 간 상호작용과 조정을 위함임. 관

련 논의가 2012. 10. 15-16 회의 기간 중 진행됨

- 신형 및 차세대 원전 PSA에 관한 CSNI-WGRisk CAPS Task 종결: 보고서 발간완료

(2012년 12월), 수행기간 2008.6-2012.6

2. [WGAMA(Working Group 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Accidents)]

1) 연구 범위

- WGAMA는 원자력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를 주요 업무로 함

2) 연구 동향 (2012-2013)

- WGAMA는 2012년 기간 중 최적의 측정 방법 및 불확실성 평가에 있어, 시스템 열수력 

컴퓨터 코드에서 물리적 모델의 불확실성을 수량화하는 새로운 벤치마킹 프로그램인 

“Post-BEMUSE Reflood Input Uncertainty Methods” 착수와 더불어 진전이 있었음. 프로

그램은 5단계로 이루어지며 1,2단계와 관련된 회의는 2012. 2월과 6월 각각 개최됨

- 한국 KAERI MATIS 실험장치를 이용한 CFD Benchmark Exercise 2012. 9월 완료, 12월 

최종보고서 승인    

 CSNI/WGAMA CFD Benchmark Exercise

: KAERI MATIS 실험장치를 이용한 핵연료집합체 열수력 현상에 대한 새로운 

국제 CFD 벤치마크의 성공적 추진

- 한국원자력연구원 MATiS 장치 실험데이트를 이용하여 2011~2012 수행 

- CFD for Nuclear Reactor Safety 제4차 워크샵 성공적 개최(2012. 9월)

- "핵연료집합체 열수력 현상에 대한 국제 CFD 벤치마크(International CFD 

Benchmark on Rod Bundle Thermal Hydraulics)" 보고서가 최종 승인, CFD 

Benchmark Exercise 종결(2012. 12월) 

- OECD/NEA-KAERI Rod Bundle CFD Benchmark Exercise (2011~2012) 보고

서 2013. 7월 발행됨 [OECD/CSNI/R(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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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GIAGE(Working Group on Integrity and Ageing of Components and Structures)]

1) 연구 범위

- WGIAGE가 다루는 주요 주제는 금속 부품의 노후화, 콩크리트 구조물, 구조물 및 부품

의 지진거동 등임

2) 연구 동향 (2012-2013)

- 2012년엔 참여국들에 업데이트 및 블라인드 시뮬레이션 개선을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해 

post-IRIS-2010이 시작됨 

- 2012. 6. 25-29 제3차 THICKET세미나를 개최함. EC와 IAEA의 지원으로 조직되었으며, 

지난 30년간 열수력분야에서의 CSNI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지식, 역량 전승을 위

함임. 최적예측방안, 불확실성평가, 컴퓨터 유체 역학, 추가 안전성 평가 및 적용 등의 주

제를 다룸

- WGAMA는 CSNI에 후쿠시마 이슈 관련 몇 가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여기엔 a) 여과

식 격납용 배기시스템에 관련 동향 보고서, b) 원전 사고 중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 

설계를 위한 빠른 소프트웨어 실행 툴 관련 국제벤치마킹 프로젝트, c) 수소의 생산, 이

동, 리스크 평가에 대한 동향 보고서, d) 냉각계통 사고 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관한 

동향 보고서 등이 포함됨

- 2013년 상반기, 수소가스 생성, 이송, 리스크 관리에 대한 Status Report 제출 : AECL 

주관(IRSN 협조)

- 2013. Filtered Containment Venting에 대한 Status Paper 제출: 2012년 6월 활동 승인, 9월 착수 

회의 개최

- Fast-running Software Tools used to Model Fission Product Releases during Accidents at NPPs 에 

대한  International Benchmarking Project: 2013년 1월 착수회의 개최, 2013년 12월 보고서 제출 

- OECD-ATLAS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제안/논의: 2012. 9월 한국 KAERI 제안

4. [WGHOF(Working Group on Human and Organisational Factors)]

1) 연구 범위

- WGHOF는 특별한 국제포럼을 구성하며 안전문화, 인적 및 조직적 요인, 원자력 시설에

서의 인적 활동 등을 포함 안전관리를 다룸

2) 연구 동향 (2012-2013)

- 2012년엔 원자력 리스크 측정에 있어서 HRA(Human reliability analysis)의 주요 속성 연

구를 목적으로 하는 joint WGHOF/WGRISK task가 지속, 2013년 말 최종보고서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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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 극한 조건하에서의 의사결정 등 인간 활동과 

개입에 관한 연구임  

- 2012년 기술의견서(TOP)인 “Nuclear Licensee Organisational Structures, Resources and 

Competencies: Determining Their Suitability”와, 워크샵 프로시딩인 “Licensee Leadership 

and Management for Safety, Including Safety Culture”가 발간됨

- “일본 사고의 안전성 및 조직 문화의 영향”에 대한 서베이 수행

- HRA에 관한 WGHOF/WGRISK 공동 연구 완료(2010. 6. ~ 2013. 6.)

 Joint WGHOF/WGRISK task on “Establishing Desirable Attributes of Current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echniques in Nuclear Risk Assessment”

가.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배경: 국가별로 다양한 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사용자로 하여금 각 방법의 속성들을 파악하게 하여 용도에 적절한 방법을 선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줄 필요성

- 목적 및 필요성: HRA 방법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속성들을 파악하고, 후보 방

법들에 대하여 각 속성들의 만족 수준을 평가

나. 목표 및 주요 업무

- 과제 수행기간: 2010. 6. ~ 2013. 6. 

- 최종목표: HRA 방법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정리와 후보 방법들에 대한 각 속성

의 만족 수준을 평가하여 보고서 형태로 작성

다. 추진 방법 및 경과

- 추진 방법: 영국의 원자력규제기관인 ONR (Office for Nuclear Regulation) 측이 

총괄 Task Leader 역할을 담당하고, 나머지 참여국(약 10개국)의 개별 참여로 

Task 수행

- 세부일정 및 경과 

° 1차 미팅(2011/9/12-13): 각국의 규제기관 및 사용자 그룹에서 제시하고있는 

HRA 요건 파악 및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HRA 방법 소개

° 2차 미팅(2012/3/29-30): HRA 요건에 대한 최종 정리, HRA 방법에 대한 평가 

방안, 후보 HRA 방법 선정

° 3차 미팅(2012/11/6-9): 각 HRA 방법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

라. 주요 결과

- 19개 HRA 속성을 도출, 정의함

- 9개 후보 HRA 방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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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GFS(Working Group on Fuel safety)]

1) 연구 범위

- WGFS는 현재의 안전 기준 및 기준의 고연소 적용가능성 , 새로운 연료 설계 및 재료

를 위한 기술적 기반의 시스템적 평가를 다룸

2) 연구 동향 (2012-2013)

- RIA(radioactivity-initiated accident)에 대비한 핵연료피복재의 기계적 실험의 결과는 보고

서 “Mechanical Testing for RIA Applications"로 정리되었으며 2013년 발간. RIA 벤치마

킹 2단계가 2013년 완료

- 2012년 연료누출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현재 회원국들의 실례를 

검토, 논의하고 연료봉 결함이 있는 원자로 가동 컨디션의 사양에 관한 결정 지원을 

위함임

- RIA Code 벤치마크 보고서 2013년 상반기 완료: (2010년 6월 활동 승인) IRSN 및 JAEA 주

도, 한국 KINS 참여

6. [WGFCS(Working Group on Fuel cycle Safety)]

1) 연구 범위

- WGFCS는 안전평가, 원자력 임계 안전성,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안전관리, 폐로, 부지 

복원 및 방재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룸

2) 연구 동향 (2012-2013)

- FINAS(joint NEA/IAEA Fuel Incident Notification and Analysis System)는 규제자와 각국 

정부에 연료주기시설에서의 중대사고 교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제시스템 

- FINAS 웹 기반 시스템은 2008년부터 운영 중이며 총 154건의 등록되어 있음. 2013년엔 

NUCLEUS 시스템으로 이전되어 IAEA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활용 가능함

- WGFCS는 “Ageing Management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에 관한 기술의견서 작

성 완료 이후 2013. 5월 독일 Munich에서 장기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워크샵 

개최, 본 워크샵의 범위는 국내 활동 검토 및 논의, 장기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에 관한 

계획 및 규제적 접근, 사용후연료(SF), 고준위폐기물(HLW) 등임

 2013년 회의 개최 성과

- CSNI 위원회 포함, 산하 29개 워킹그룹(6), 전문가그룹(6), 공동연구프로젝트

그룹(16)에서 총 36회 회의가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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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그룹/회의명 날짜 그룹/회의명

1.21-22 제5차 BE-TMI2 테스크그룹 5.14-16 제1차 ROBELSYS 회의

1.22-23 워크샵 조직위원회 회의 5.22-23 제4차 LOFC 회의

2.12 CADAK 회의 5.30-31 제5차 CODAP 회의

2.27-28 HYMERES 착수회의 6.5-7 제53차 CSNI 회의

3.6-8 제19차 FIRE, 제2차 HEAF 9.9-13 제14차 WGFS 본회의

3.12-13 BIP2 회의 9.19-20 HYMERES 회의

3.13-14 STEM 회의 9.23-27 WGFCS 연차 회의

3.18-19 WGHOF/WGRISK HRA 공동회의 10.15-17 ICDE 운영그룹 회의

3.18-19 WGRISK 의장단회의 10.21-25 SFP 워크샵

3.18-19 BPGs on Failure Mode 
Taxonomy 회의 10.22-24 제15차 WGHOF 회의

3.19-21 제14차 WGHOF 회의 11.4-5 제28차 CSNI/PRG 회의

3.20-22 WGRISK 연차회의 11.12-13 BIP2 회의

3.25-27 NEA/NSD SPRT 안전 
프로젝트 리뷰 팀 회의 11.13-14 STEM 회의

4.8-12 제36차 WGIAGE 회의 11.13-15 제3차 HEAF, 제20차 FIRE 

4.8-11 제18차 WGIAGE Metal 회의 11.18-20 THAI2 회의

4.8-9 제6차 SC 회의 12.3 제16차 SCIP 운영위원회 

4.23-25 제36차 ICDE 운영그룹 회의 12.4-5 제54차 CSNI 회의

5.6-7 제27차 CSNI/PRG 회의 12.6 Halden 의장단 회의

* 기술위원회본회의(2) 국제공동연구(18) 워킹/전문가그룹(16)

<표 14> CSNI 2013 회의 개최 결과

나. 원자력규제위원회(CNRA)

 임무

- 회원국 원자력규제기관간 안전규제와 관련한 정보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새

로운 안전현안에 대해 각 회원국이 규제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전략 목표

- 회원국들이 원자력 사용에 있어 현재의 기술과 규제지식에 근거한 원자력 

규제활동을 유지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주요 활동 

- 신규 원전 건설관련 회원국들 사이에 보다 활발한 경험 교류 추진 

- 후쿠시마 사고이후 사업자의 발전소 비상대응계획 및 규제기관의 검사철학 

관련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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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이후 위기 시 대중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비상

상황 시 소셜미디어 등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새로운 방법론 개발 

- 후쿠시마 이후 각국 규제기관의 대응 상황 및 발전소 점검내용에 대한 정보 

교환활동 보고

 2012-2014 조직 구조

- 의장단은 8인으로 구성되며 의장(1)은 프랑스, 부의장(2)은 한국(박윤원, KINS), 

미국, 의장단(5)으로는 핀란드, 일본, 슬로바키아, 스웨덴, 미국이 활동 중

- 5개의 워킹그룹(Level2) : TGAM, WGIP WGOE, WGPC, WGRNR로 구성

원자력규제위원회(CNRA)

사고관리(TGAM)

수검사례(WGIP)

원전운영경험(WGOE)

원자력규제기관의 
대중커뮤니케이션(WGPC)

신형원자로 규제(WGRNR)

*Level 2         Level 3        

<그림 9> CNR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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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 부의장국 부의장단

CNRA 프랑스 한국, 미국 핀란드, 일본, 슬로바키아, 스웨덴, 미국

워킹그룹 (Level2) 핵심연구 주요성과

1. TGAM 사고관리절차 Accident Management Report 작성 및 보고

2. WGIP 발전소검사관련 
경험교류

“Inspection of Licensee Emergency 
Arrangements" 최종보고서 승인

3. WGOE 운전경험 교류 “Precursors to Fukushima Accident" 
최종보고서 승인

4. WGPC 규제기관의 
대중커뮤니케이션

Crisis Communication Workshop 개최, 종결 및 
후속조치

5. WGRNR 신규원전 규제 경험 교류 ConEx Data Base 2차보고서(2011-2012) 발행

MDEP 기술사무국 *「3-나. MDEP 기술사무국」상세참조

 산하 그룹 2012-2014 주요 업무 

- 사고관리 및 심층방어 등에 대한 분석, 부지 선정 규제 및 위기 커뮤니케

이션 관리 등

- 2013. 6월 후쿠시마 대응 위한 STG-FUKU 최종보고서 완료 및 활동 종결

- 신규원전의 관리감독 시행(스위스 Baden, 2012. 5월)에 관한 워크샵 이후 

안전성(미국 Atlanta, 2012. 10월)에 관한 워크샵 개최

- 그룹별 상세활동은 다음과 같음

<표 15> CNRA 2012-2013 업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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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GAM(Task Group on Accident Management)]

1) 연구 범위

- TGAM은 STG-FUKU의 권고에 따라 2012년 3월 전문가 회의(10개국 참여, 한국은 불참)

를 통해 활동 방향을 정하고, 6월 CNRA 회의에서 구성을 결정한 Task Group임

2) 연구 동향 (2012-2013)

- 2012.10.10~12 1차 회의 개최: USNRC에서 의장 수행

- 지금보다 범위를 확대한 통합적 사고 관리 개념을 개발할 계획을 밝히고, 사고관리절

차는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강조 

- 4개 Sub-Group 운영: ① Guidance on Overall Principles of an Integrated Accident 

Management (IAM), ② Procedures & Guidance for IAM Strategies, ③ Equipment, 

Infrastructure, & Instrumentation, ④ Human & Organizational Resources

- 매년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말 최종보고서 완료 계획

- 2013. 5월 10월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담은 Accident 

Management Report 작성, 보고함

 2. [WGIP(CNRA Working Group on Inspection Practices)]

1) 연구 범위

- WGIP는 원전의 검사 관련 각국의 경험을 교류하기 위해 조직된 그룹으로 관련 사안을 

다룸

2) 연구 동향 (2012-2013)

- “Inspection of Licensee Emergency Arrangements" 설문조사를 시행 및 최종보고서 작성

(Lead: UK) 2013년 12월 제출

- 원전 검사에 타국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에 미국 주도하에 한국을 포함한 스페인, 멕

시코, 폴란드 등이 참여중이며, 2013년 중에 미국과 스페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먼저 

2013. 4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comanche peak npp에 대해서 시행, 스페인과 프랑스 

검사원이 참여함, 스페인 원전은 2013년 10월 진행, 한국을 포함한 캐나다, 미국에서 한

명씩 참여, 2014년 영국 원전, 2015년에는 멕시코와 프랑스 원전이 참관 대상이 될 예

정임

- 제12차 WGIP 워크숍 2014. 4.16일 미국 개최 예정, USNRC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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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WGOE(Working Group on Operating Experience)]

1) 연구 범위

- WGOE는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 경험 교류를 위해 조직된 워킹 그룹으로 관련 사

안을 다룸

2) 연구 동향 (2012-2013)

- 2014 Workshop Proposal: Identifying, Defining & Measuring the Effective Use of 

Operating Experience by Licensees & Regulators (미국)이 승인됨

- 독일 Philippsburg 2 원전에서 구조적 화재방호 조치 및 영국 Dungeness-B 원전에서 후

쿠시마 후속조치 결과 활동 등에 대해 보고

- 사용후핵연료저장조(Spent Fuel Pool)의 안전 이슈 관련, Configuration control errors로 

인한 사건/사고에 관한 토론이 진행됨

- WGRNR의 건설경험 데이터베이스(ConEx)와 WGOE의 운전경험 데이터베이스(OpEx)의 

관계 및 상호 정보 공유 관한 논의

- 운전경험(OPEX) 관련 OPEX feedback effectiveness 워크샵 2014년 가을 독일 GRS에서 

개최 예정

- 2013. 12월 “Precursors to Fukushima Accident" 최종보고서(운전경험 반영 강화 강조) 승

인 

- 2013. 10. 28-30 스웨덴에서 효과적 규제자의 특성에 관한 특별 테스크 그룹

(STG-Characteristics of an Effective Regulator)이 “Regulatory Approach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n Effective Regulator" 워크숍 개최, 논의된 내용응 바탕으로 Green 

Book 작성, 2014. 6월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4. [WGPC(Working Group on Public Communication)] * 의장:하연희(KINS)

1) 연구 범위

- WGPC는 규제기관의 대중 커뮤니케이션 관련 워크샵을 조직, 각국의 경험을 교류함

2) 연구 동향 (2012-2013)

- 2012 Crisis Communication Workshop을 개최, 위기(Crisis) 이전/도중/이후에 각각 초점을 

맞추어야 할 행위가 도출되었으며, 후속 활동, 규제기관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용, 

NRO Communication Plan 등 주요 사안 협의

- 2014. 4. 8-10, 파리 개최 예정인 제16차 회의 시 언론, NG, 지역주민 대표 등 이해관계

자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 의견 청취 자리 마련 계획

- 대중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규제기관이 인터넷 및 social media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2013년 12월 말 보고서(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 The What, How and Why of Its Use as Communication Tool) 초안 작성, 2014

년 WGPC 회의 및 CNRA 회의에 보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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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WGRNR(Working Group on the Regulation of New Reactors)]

1) 연구 범위

- 신규 건설 원자로에 대한 각국의 규제 경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MDEP과는 참여국과 범위에서 

차이를 보임

2) 연구 동향 (2012-2013)

- 제2차 WGRNR International workshop on Siting, Licensing and Construction Experience 

개최 (12.10.24-26, 16개국 45명 참석)

- ConEx(Construction Experience) Data Base 2차보고서(2011-2012) 발행

- NEA ConEx(건설경험공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조, 수록된 정보 등 논의

- 부지 선정 및 준비에 대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보고, 인허가(Licensing)와 관련하여 

설문조사가 진행중, 2단계 설계(Design)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한 설문을 보완하여 진행 

예정

- 3단계 건설(Construction)과 관련한 인허가 설문조사 계획을 설명 WGRNR은 MDEP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 및 활동을 공유할 계획

 MDEP(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 다국간설계인증프로그램) : 특정 국가만 

참여, 설계 측면을 주로 다룸 vs CNRA-WGRNR : 모든 OECD 국가가 참여, 신규 원전과 

관련한 모든 측면을 다룸

 [STG-FUKU(Senior Task Group on the Impacts of the Fukushima Accident)] 

진행경과 및 성과 (2011.3-2013.6 종결)

- CNRA는 2011.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규제측면 영향력 연구를 위해 관리자수준 

규제자로 이루어진 STG-FUKU(Senior-level Task Group on Impacts of the Fukushima 

Accident)을 구성, 후쿠시마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국내활동 및 안전리뷰에 관한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포럼을 제공함 

- CSNI, CRPPH 참여

- 사고에 대응해 NEA의 안전관련 활동을 조정·모니터링하며, 1개 이상의 기술위원회의 

임무에 해당되는 사안을 다룸

- CSNI의 심층방호 재평가와 관련된 활동/ 사고관리 재평가/ 사고 전개과정의 완전한 이

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안전에 유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 파악을 위한 선행 

사고의 검토를 포함함. 또한 CSNI는 내적·외적 위험요소 고려에 대한 접근방향 검토/ 

원전 견고성 및 심층방호 고려사항 평가/ 극한 자연조건이 위기 대응 활동 시 끼치는 

영향 연구/ 중대사고의 전개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수행 등의 활동을 전개함 

- CRPPH 영역 내 활동은 특히 부지 밖 지역 위기준비 사안 평가를 포함. 예를 들어 인

허가취득자, 정부 및 규제기구는 위기대응 시 연계시스템/ 국가 간 자국민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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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의 조율/ 유출 및 선량 비교/ 각국의 위기준비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기구의 역

할 및 권한 관련 사항을 지휘 및 통제함    

- 2012에는 후쿠시마 사고의 반향 및 그 대응에 관한 위원회 수준의 토론회가 지속, 

CSNI 및 CNRA 간 심층방호, 후쿠시마 사고에 비추어 그 개념 및 실행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

- 2012.10.8~10 4차 회의 개최. CNRA-CSNI-CRPPH Bureau 공동 회의 개최, 정보 공유, 심층

방어, 사고관리, 향후 활동 등 논의, 후쿠시마 사고 대응 위해 3개 위원회 간 협력 활발히 

진행

-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닌 안전문화 및 조직문화 연구 필요성 강조

(* 일본 국회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을 후쿠시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강조)

- 새롭게 구성된 CNRA TGAM(Task Group on Accident Management)와의 공동 회의 개최 

- 2013.6.5 파리에서 이 주제에 대해 CSNI, CNRA가 공동 주최하는 워크샵 개최, CRPPH

도 참여

- 2013년 6월 최종보고서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OECD/NEA 

Nuclear Safety Response and Lessons Learnt” 완료 및 활동 종결.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 보

장, 책임의 공유, 인적 및 조직적 요인, 심층방어, 이해당사자 관여, 위기 시 커뮤니케이션 

및 국제적 측면, 연구개발, 국제 협력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함 

 [2012 Crisis Communication Workshop] 

진행경과 및 성과 

- 도출된 결론

• 규제기관의 신뢰성 구축(리스크 관리 + 리스크 소통)

• 솔직함과 공감 필요(감성/감정을 고려하여 대중의 관심에 대응)

• 적절한 Communication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인지리스크도 고려)

• 규제기관 간의 일관성 중요

• 규제기관의 소통 시 국제적으로 사고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Crisis communication)을 위한 7개의 원칙 제시 및 과제 종료

- 향후에도 동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NEA 웹사이트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로드맵을 개발할 계획임

사고 이전 사고 기간 사고 이후

관리

CC 계획 설정 CC 계획 실행 - 사고 종료 공시 

명령 라인 규정 브리핑/ 코디네이션 일관성유지 NRO 액션 분석

대변인 임명 일간업무 재설정 - 팔로우업 인터뷰

전문기술자 명단 
리스트업

프레스 컨퍼런스 
준비

정확성/차분함 
유지

NRO 
커뮤니케이션 

평가

인트라넷:위기관리 
영역 설정

인트라넷 업데이트 - 인트라넷에 
사고교훈 게시

<위기 커뮤니케이션 로드맵> 



- 51 -

 2013년 회의 개최 성과

- CNRA 위원회 포함, 산하 6개 워킹그룹 및 MDEP기술사무국에서 총 16회 

회의가 개최됨

날짜 그룹/회의명 날짜 그룹/회의명

1.23-25 제11차 MDEP EPR 회의 4.8-12 ACIRS/제13차 WGOE 회의

1.29-31 제19차 MDEP 기술운영위 4.22-25 제45차 WGIP 회의

2.20-22 제2차 TGAM 회의 4.29-30 효과적 규제의 특성 회의 

2.26-28 제5차 STG-FUKU 회의 5.14-16 제15차 WGPC회의

2.26 STG-FUKU 서브그룹 회의 6.3-4 제29차 CNRA 회의

2.26 STG-FUKU 준비 9.16-20 제14차 WGOE 회의

3.4-6 제11차 MDEP CSWG 회의 10.21-24 제46차 WGIP 회의

3.25-27 제10차 WGRNR 회의 12.2-3 제30차 CNRA 회의

* 기술위원회본회의(2) MDEP기술사무국(3) 워킹/전문가그룹(11)

<표 16> CNRA 2013 회의 개최 결과

NRO 및 이해관계자 
명단 리스트업

플래쉬뉴스/
IAEA ENAC - 내부적 교훈 도출

로지스틱
스

적정인력 파악 인력계획 활성화 - 훈련 효율성 평가

정기 훈련 수행 EC 활성화 - EC 해산

EC 장비 유지 콜센터 활성화 - 콜센터 해산

콜센터 준비 미디어센터 개설
미디어에 전반적 

상황 제시 
미디어 만족도 

평가

미디어니즈 파악 통번역가 소집 주요정보 통번역 수단(tools) 평가

통번역수단 마련 풀 기자단 준비 - 자가평가 

공공 PR

PR 템플릿 마련 1차 PR 신속 발행 차기 PR 시기 언급 사고 후 전보

미디어컨택리스트 
업데이트 MC에 전보 -

바람직한 MC 
관계 설정

“dark"웹사이트 준비 웹사이트 업데이트 평상시 웹사이트 
차단  

웹사이트 정상화

SM 계정 오픈 SM 사용 결정
SM을 웹사이트 

링크시킴 SM 정상화

SMS 사용 준비 SMS 송신 - -

미디어모니터링 준비 미디어 모니터링 체크 잘못된 정보 수정 송신 효과 평가

미디어를 위한 문서 준비 진상 보고서 제공 - MC에 추가정보 배포

CC: Crisis Communication  MC: Media contact  SM: Social Media
EC: Emergency Centre  PR: Press Release  SMS: Text message
* 사고 전, 중, 후 기간 중 관리, 로지스틱스, 공공 PR 3가지 수준에서 취해져야 할 액션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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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RWMC)

 임무

- RWMC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술적 및 정책적 정보 공유를 도모하

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폐물 관리 전략 이행

을 지원

 전략 목표

- 회원국의 규제기관,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 연구개발 기관에서 참여한 대

표들로 구성되는 국제적 위원회로서, 회원국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정책의 채택에 기여하고 회권국간 국제협력 증진 

 주요 활동 

- 방사성폐기물과 관련 물질의 관리를 위한 공통의 이해를 달성하며, 오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적, 경제적인 사항 고려     

- 폐기물 관리의 구성과 실행, 폐로전략을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모범안 제시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 규제적 접근의 공통적 이해 조성 지원

- 폐기물 관리 및 폐로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와 기술적 접근을 위해 제3자 전

문가 평가(peer reviews) 제공

- 지식 보존 및 기억 유지에 관련된 장기 프레임과 관련 과제의 영향 탐구

- 관련된 기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이해관련 특정 사안들

을 조사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발판 제공 

 2012-2013 조직 구조

- 의장단은 6인으로 구성되며 의장(1)은 벨기에, 부의장(5)은 캐나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미국이 활동 중

- 4개의 워킹그룹(Level2) : IGSC, WPDD, DCEG, FSC로 구성

- 6개의 전문가그룹, 서브그룹, 테스크그룹(Level3) : CLAY CLUB, SALT 

CLUB, EGOS, DCEG, TG-RCD, DECOM-R&D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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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RWMC) 규제자포럼
(RWMC-RF)

세대간 기록, 지식, 기억 보존 
(PK&M) 이해관계자 신뢰(FSC)

안전사례종합(IGSC) 폐로 및 해체(WPDD)

① CLAY CLUB ④ 폐로비용 산출(DCEG)

② SALT CLUB
⑤ 방사선특성규정 및 

폐로(TG-RCD)

③ 원전운영상 안전성(EGOS)
⑥ 폐로관련 R&D 및 혁신 

수요(DECOM-R&D)
*Level 2         Level 3        

<그림 10> RWMC 조직도  

 산하 그룹 2012-2013 주요 업무 

- 2012년 스웨덴 산업계의 사용후연료 심층처분장(Östhammar지역) 안전지침, 

벨기에의 중저준위 폐기물 천층처분시설(Dessel 지역)의 안전성 측면 국제

피어리뷰 실시

- RWMC 규제자포럼과  IGSG는 지질학적 처분장 건설 및 운영 준비를 위한 

국제 워크샵 개최

- 회원국(지질학적 처분장의 하나의 잠재적 형태로 암염을 보유한 국가들) 간 

“Salt Club” 런칭

- 규제자의 새로운 역할 및 과거 수십 년 간의 트렌드, 폐로프로젝트를 위한 

비용 관리 가이드에 관한 보고서 발간

- 그룹별 상세활동은 다음과 같음

의장국 부의장국

RWMC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미국

워킹그룹 (Level2) 핵심연구 주요성과

1. PK&M 기록, 지식과 기억 RK&M에 관한 2차 워크샵 개최

2. IGSC 지질학적 처리 
안전지침 지질학적 처리에 관한 종합의견서 발간

3. FSC 이해당사자 신뢰구축 제13차 정기회의 개최 및 자료집 발간

4. WPDD 폐로 DCEG의 폐로 프로그램 비용관리지침 승인 • 발간

방사성폐기물관리분야
국제공동연구(2) 1. CPD 2. TDB

* 국제공동연구는「3-가.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상세참조

<표 17> RWMC 2012-2013 업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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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K&M(Expert Group on Preservation of Record, Knowledge and Memory across Generations)]

1) 연구 범위

- 기록, 지식 및 메모리(RK&M)의 세대간 보존을 다루며, 방사성폐기물처분 프로그램이 

부지선정, 운영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

2) 연구 동향 (2012-2013)

- 2012년 RK&M에 관한 2차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폐기물관리관련 기구의 대표자 및 

사회과학자 등이 참여함

 2. [IGSC(Integration Group for the Safety Case)]

1) 연구 범위

- 방사성폐기물의 지질학적 처리를 위한 안전지침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며, 산하에 

CLAY CLUB, SALT CLUB, EGOS가 활동함

2) 연구 동향 (2012-2013)

- 2012년 초 RWMC/RF(규제자포럼)의 지원과 함께, IGSG는 지질학적 처분장의 건설과 운영 

준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ICGR-2012)를 개최, 15개국, 200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본 포

럼에서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하며 방사성폐기물 장기 관리의 안전한 옵션이 될 지질학

적 처리에 관한 의견을 재확인함. 종합의견서 “National Commitment  Regional and 

Local Involvement”가 발간됨 

- 2012 연례회의에서 IGSG는 안전지침의 불확실성 관리에 관한 검토를 진행함 

- Salt Club은 공식적으로 2012. 4월 설립되었으며, 고준위, 장반감기 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

분장을 위해 암염을 모암화하는 과학적 정보의 개발 및 교환을 위해 조직됨. 현대 

2012-2014 업무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몇몇 과학적 활동이 시작됨. “Natural Analogues for 

Safety Cases of Repositories in Rock Salt“에 관한 워크샵이 2012. 9월 독일 Braunschweig

에서 개최됨

- Clay Club은 “Clays in Natural and Engineered Barriers for Radioactive Waste Confinement

“에 관한 제5차 국제 워크샵을 2012. 10월 프랑스 Montpellier에서 개최. 500명 이상의 참가

자가 방사성핵종 확산방지를 위한 자연적, 인공적 점토 방벽의 역할에 관해 논의함. 차기 

연례회의는 Honorob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 의해 일본에서 개최됨



- 55 -

 3. [FSC(Forum on Stakeholder Confidence)]

1) 연구 범위

- FSC는 이해관계자 신뢰와 대중 인식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행, 모니터링 함

2) 연구 동향 (2012-2014)

- 2012. 10. 22-24 기간 중 제13차 정기회의를 체코에서 개최함 

- 워크샵 “Deliberating together on geological repository siting; expectations and challenges 

in the Czech Republic”은 13개 NEA 회원국 50명의 이상의 국제 사절단이 참가, 60명

의 체코 국내 이해당사자, 시민 및 현재 미래 시설 건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7개 

화강암질 지역의 대표가 참여함, 2013. 10월 워크샵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

- 2013. 9. 17-19 기간 중 제14차 정기회의를 OECD/NEA 본부에서 개최함

- 이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송명재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한국의 방사성폐

기물 관리체계, 경주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 현황, 사용후핵연료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준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 2014년 FSC 워크샵 한국유

치 제안을 발표하였으나 2014년 6월 27일 관계자 회의를 통해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유보함. 

 4. [WPDD(Working Group on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1) 연구 범위

- WPDD는 재처리나 물질의 처분, 건물이나 부지의 해제 및 수명이 다된 원자력시설의 

폐로에 대한 전략 및 정책을 다룸. 산하에 DCEG, TG-GCD, DECOM-R&D 테스크그룹

이 활동함

2) 연구 동향 (2012-2013)

- WPDD는 영국 Penrith에서 연례회의를 개최, 영국 국내 폐로 현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 

Sellafield의 폐로프로젝트 시설을 방문

- 실무그룹으로부터 폐로의 단계별 방사선 특성에 관한 보고서를 취합, 2012. 4월 스웨

덴 규제기구 및 3개의 폐로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Studsvik 부지에서 워크샵을 개최, 23

개국, 4개 국제기구에서 120명이상이 참가함

- WPDD는 2013년 기간 중 IAEA의 안전성 강화와 관련 기술 전파 보다 비용효과적인 기술에 

역점을 두는 활동이 돋보였음. DCEG의 비용 관리 지침(“Cost Control Guide")를 승인 및 

발간(2013. 2), 이 지침은 주요 폐로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관리 실행에 있어, 프로젝트 

예산과 스케쥴 초과를 최소화해, 실용적이고 사용자 호혜적인 접근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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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WMC-RF(RWMC Regularots' Forum)] 제16차 회의 결과 (2013. 3월)

- 각국의 자체 안전규제 능력 배양을 위해서 IAEA의 규제체계 점검 및 NEA 등의 Peer Review의 

중요성 강조, 결과를 자국의 규제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의지 및 노력 당부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ICRP-122)를 반영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있어서의 신개념

(Oversight) 도입에 대한 논의

• 신개념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선정부터 최종 폐쇄 후 시설감시까지 종합적인 안전

규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폐쇄 후 처분시설의 “수동적 관리(passive control)”의 

중요성을 강조

 2013년 회의 개최 성과

- RWMC 위원회 포함, 산하 12개 워킹그룹(4), 전문가그룹(6), 공동연구프로젝

트그룹(2)과 RWMC-RF에서  총 9회 회의가 개최됨

날짜 그룹/회의명 날짜 그룹/회의명

2.6 RWMC-RF 핵심그룹회의 6.26 RWMC 의장단 회의

2.20 REMC-DNV 클라이언트 회의 9.24-26 제3차 PK&M 회의

3.12 제16차 RWMC-RF 회의 11.18-20 제14차 WPDD 회의

3.13-14 제46차 RWMC 회의 11.21-22 제32차 CPD 회의

4.16-18 PK&M 회의

* 기술위원회본회의(4) 국제공동연구(1) 워킹/전문가그룹(4)

<표 18> RWMC 2013 회의 개최 결과 

라.  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위원회(CRPPH)

 임무

- CRPPH는 방사선방호 정책, 규제 사안 및 접근법 및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및 상황에서 이행 등에 관한 회원국간 방사선 방호 및 공중 보

건 기관간의 경험, 정보 교류

 전략 목표 

- 2011-2016 NEA 전략계획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요건 마련 및 원

자력 시설의 관리감독과 발전을 지원하며 회원국의 원자력시설 안전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

 주요 활동

- 방사선방호 과학에서 새로 발생한 사안들을 확인하고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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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지식의 적용 촉진

- 원자력에너지 이용과 관련하여 작업자 및 일반대중의 보호 목적으로 전리방

사선의 이용을 위한 모든 행위 취급

- 방사선방호 정책을 개발 및 향상시키는데 있어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을 반

영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 지원

- 방사선방호의 규제와 실행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권고사항 및 그 기

준에 대해 평가

- 관련된 공중보건 사안 등 방사성방호에 대한 규제적 사안을 위한 조화에 도

달하도록 기여 

- 회원국들이 방사능 위기대처와 관리 등 방사선방호의 운영능력을 향상시키

도록 지원

- 회원국들을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사회적 도전과제 대처 지원

 2012-2014 조직 구조

- 의장단은 6인으로 구성되며 의장(1)은 아일랜드, 부의장(5)은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미국이 활동 중

- 1개의 워킹그룹(Level2) WPNEM과 3개의 전문가그룹인(Level3) EGRPF, 

EGIR, EGRPS로 구성

* IAEA, EC, ICRP, WHO, WMO, UN-OCHA가 Co-sponsor로 이 분야는 UN 

UNSCEAR가 주로 주도

방사성방호 및 공중보건위원회(CRPPH)

① 후쿠시마사고 
방사선 방호(EGRPF)

원자력비상대응문제
(WPNEM)

② ICRP 권고안의 
함의(EGIR)

③ 방사선방호과학
(EGRPS)

*Level 2         Level 3        

<그림 11> CRPPH 조직도

 산하 그룹 2012-2014 주요 업무 

- 2개의 전문가 그룹(EGOE, EGBAT) 활동이 종결

� EGOE(Occupational Exposure)는 종합 리스크 관리 및 방사선방호의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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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피폭관리 측면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 2012. 1월과 10월 보고서 초

안 완료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으며, 2013. 5월 승인을 위해 CRPPH에 제출

� EGBAT(Best Available Techniques)는 2012년 대부분의 연구를 완료, 

2013. 1월 “Good Practice in Effluent Management”에 관한 워크샵 개최, 

최종보고서는 2013년 말 발행 

- 후쿠시마관련 공동 프로그램이 신설, 일본에서 유출수 관리 등을 위한 워크

샵 조직(“Science and Values in Radiological Protection Decision Making”, 

“Asian Regional Conference on the Evolution of the System of 

Radiological Protection”), 이해당사자 참여 및 복구 관리, 위기상황관리, 사

고이후 식료품 및 상품거래 체계 및 중대사고 관리 종사자의 작업 중 보호 

등에 초점

- IAEA 및 몇몇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IAEA의 “Safety Requirements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a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y, 

GS-R-2” 개정에 참여

- 임시 작업자의 방사선 관리 및 원전 통합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 완료

- INEX-4(International Nuclear Emergency Exercise 4)결과 평가 보고서 완료

- 국제원자력비상훈련 (INEX-5)의 훈련 목적 및 유형 등 시나리오 준비 및 개

발 그룹 수립

- 그룹별 상세활동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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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 부의장국

CRPPH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미국

워킹그룹 (Level2) 핵심연구 주요성과

1. WPNEM 원자력 위기상황 및 
복구관리 INEX-4 결과 최종보고서 발간

전문가그룹 (Level3) 핵심 연구 주요 성과

1. ① 후쿠시마 사고의 
방사선방호 결과 후쿠시마 교훈 반영위한 회원국 설문조사 실시

2. ② 국제적 방사선방호 
시스템의 진보 ICRP의 2009 권고안 이행

3. ③ 방사선방호 과학 및 
정책판단 “방사선방호 과학과 가치” 제3차 워크샵 개최

방사선방호분야
국제공동연구(2)

1. ISOE

* 국제공동연구는「3-가.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상세참조

<표 19> CRPPH 2012-2014 업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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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PNEM(Working Group on Nuclear Emergency Matters)]

1) 연구 범위

- WPNEM은 원자력 위기상황 및 복구관련하여 INEX4 연관 업무 및 ICRP 방재분야 제

안 반영을 위한 업무를 추진

2) 연구 동향 (2012-2013)

- WPNEM 전문가 그룹은 새로운 IGRP 권고사항에 대응하여 국가 위기관리프로그램의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 2013년 상반기에 발행

- 위기관리시행과 관련, 2013년 초 WPNEM은 최근 NEA 회원국들이 이용하는 단기 대처 

기준에 관한 2013 보고서를 업데이트함

- 2011-2012 17개국에서 수행된 국제원자력비상대응훈련(INEX-4 exercise)은 도시 내 방

사성물질 누출 등에 대응하여, 결과관리 및 복구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요

약보고서가 완료, CRPPH/WPNEM에 제출되었으며 2012. 11월 회의에서 승인됨. 

INEX-4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2013. 5월 완료

 ①. [EGRPF(Expert Group on Radiological Protection Aspects of the Fukushima Accident)]

1) 연구 범위

- EGRPF는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사고의 방사선방호 결과 분석 연구를 수행

2) 연구 동향 (2012-2013)

- 후쿠시마사고 이후, CRPPH는 일본정부가 이용 가능한 경험 제공을 위한 체계를 세웠

으며 동시에 사고 교훈을 취합하기 시작, 특히 방사선방호시스템의 진화, 이해당사자 

참여, 의사결정, 위기관리 및 작업상 피폭에 관한 활동들이 전개됨

- 이 부문 활동들은 NEA 내부적으론 CNRA, CSNI, 외부적으론 IACRS(Inter-Agency 

Committee on Radiation Safety)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짐. 위기 및 복구관리 교

훈 취합, 새로운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권고안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 개발 등을 진행하였음. 또한 일본에서 개최된 

2차례의 ICRP 토론 및 오염지역의 식료품 및 공산품 거래 프레임웍 개발에 참여함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EGRPF는 2013. 2월 후쿠시마 교훈 반영(사고시 커뮤니케이션 

최적화 방안 및 복구 관련) 현황 조사를 위해 NEA 회원국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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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GIR(Expert Group on the Implications of Recommendations)]

1) 연구 범위

- EGIR은 국제 방사선방호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작업을 수행 중

2) 연구 동향 (2012-2013)

- IAEA 및 6개 공동스폰서기구(EC, FAO, ILO, PAHO, UNEP, WHO)와의 신규 국제 

BSS(Basic Safety Standards) 완성 및 승인과 더불어, 방사선방호시스템 개선의 초점은 

위기 및 복구관리로 전환됨

- ICRP의 2009 권고안에 따라 IAEA는 2002 IAEA 안전성요구사항(Safety Requirements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a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y, GS-R-2)의 

업데이트 필요성에 동의함. NEA는 GS-R-2와 함께 신규버전 작업에 참여에 동의함

- CRPPH는 또한 RWMC와 공동으로 “Radiological Protection in Geological Disposal of 

Long-lived Solid Radioactive Waste”에 관한 ICRP 권고안 초안을 분석, IGRP에 초안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 피드백 제공 노력을 지속중임

- NEA는 일반대중 이해 증진을 위해 ICRP와 공동으로 ICRP 권고안을 간략히 요약한 

안내문 2013년 발행

 ③. [EGRPS(Expert Group on Radiological Protection Science)]

1) 연구 범위

- EGRPS는 신규 신설된 그룹으로 방사선방호 과학 및 정책판단에 관한 연구를 담당함

2) 연구 동향 (2012-2013)

- 방사선방호결정은 과학 및 판단의 조화이며, 이러한 두가지요소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결정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킴 

- CRPPH는 일련의 과학과 가치 워크샵을 통해 이러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Science 

and Values in Radiological Protection”에 관한 제3차 워크샵(1,2차 2008, 2009년 실시)이 

2012. 11월 일본에서 개최됨

 2013년 회의 개최 성과

- CRPPH 위원회 포함, 산하 4개 워킹그룹(1), 전문가그룹(3)에서  총 4회 회

의가 개최되었음

날짜 그룹/회의명 날짜 그룹/회의명

3.4-5 IACRNE 유선회의 5.13-16 CRPPH 본회의

4.17 PC 배제 원격회의 5.13-16 WPNEM 회의

* 기술위원회본회의(1) 워킹/전문가그룹(3)

<표 20> CRPPH 2013 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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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자력과학위원회(NSC)

 임 무

- NEA의 헌장과 전략계획에 의해 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원자력과학 분야

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임무 수행 

 전략 목표 

- NSC 원자력과학프로그램의 목적은 현존 원전시스템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

는 가동 및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회원국 간 기초 과학 및 기술적 지식의 

파악, 공동관리, 개발, 보급 지원임

- 또한 국제 벤치마크 활동의 계산 및 실험결과 비교를 통해, 여러 원자력 시

스템의 거동 및 성능 예측을 위해 회원국에서 사용되는 모델 및 데이터의 

인증을 목표로 함

 주요활동

- 현재 원자력 시스템의 실행능력 및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향상을 지원

- 미래세대의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위한 견고한 과학적, 기술적 토대 마련  

- 원자력 과학 분야에서 중시되는 지식보존 지원

 2012-2014 조직 구조

- 의장단은 4인으로 구성되며 의장(1)은 미국, 부의장(3)은 벨기에, 프랑스, 일

본이 활동 중

- 5개의 워킹그룹(Level2) : WPEC, WPFC, WPMM, WPNCS, WPRS와 22개의 

전문가그룹, 서브그룹, 테스크그룹(Level3), 그리고 별도의 조직인 DB 및 

DB 산하 1개의 서브그룹(Level3)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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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뱅크(DATA BANK MANAGEMENT COMMITTE)

 임무

- Data Bank는 회원국들에 국제적 레퍼런스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원자

력 분야 현상들을 분석,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컴퓨터 코드, 원자력 데이터와 

같은 기본 툴 제공

 전략 목표 

- 컴퓨터 코드와 원자력 데이터 등의 분석 틀 개발, 발전, 유효화하고 이용 가

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주요활동

- 회원국 과학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 및 확장

- 실증되고 인정된 원자력 데이터와 최신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확보 및 유지

- 회원국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지식 및 원자력 데이터 비준을 유지하도록 

지원 

- 지식 유지 노력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유지 지원

- 전문 지식이 NEA의 다른 부문들에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2012-2014 조직 구조

- 의장(1)은 벨기에가 맡고 있으며, 총 24개국이 참여

- 1개의 서브그룹(Level3) : JEFF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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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학위원회(NSC) DB관리위원회

국제원자력데이터평가협력
(WPEC)

데이터베이스 및 과학관련 
서비스

① 원자력데이터 우선요청 리스트(HPRL)

 JEFF
연료주기의 과학적 사안(WPFC)

② 액체금속로 기술

③ 핵연료재처리 화학

④ 선진핵연료주기 시나리오

⑤ 혁신적 구조재(EGISM)

⑥ 혁신 연료(EGIF)

⑦LACANES를 위한 열수력장치 벤치마킹

원자력시스템 핵연료 및 구조재 
다중모델링(WPMM) 

⑧ 방법론 검증 및 벤치마킹(VBM)

⑨ 다중 스케일 모델링 방법론(M3)

 구조재 모델링(SMM)

 핵연료 다중 스케일 모델링(M2F)

 일차 방사선 손상(PRD)

핵임계안전성(WPNCS)

 선진 몬테카를로 기술

 국제 임계안전성 벤치마크 평가
(ICSBEP) 

 연소도이득

 임계 과도출력 분석

 사용후핵연료의 순도분석 데이터

 인계안전성평가의 불확실성 분석

원자로시스템의 과학적 
사안(WPRS)

 원자로 물리 및 선진원자력시스템(EGRPANS)

 모델링 불확실성 분석(EGUAM)

 핵연료 성능(EGRFP)

 방사선 수송 및 차폐(EGRTS)

*Level 2         Level 3        

<그림 12> NSC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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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 부의장국

NSC 미국 벨기에, 프랑스, 일본

워킹그룹 (Level2) 핵심연구 주요성과

1. WPEC 마이너 악티나이드 
관리를 위한 통합 실험 신형원자로시스템관련 데이터 니즈 대응

2. WPFC 연료주기 물리학 및 화학 “Innovative Structural Materials“ 보고서 발간

3. WPMM 핵연료재료멀티스케일
모델링 LWRs 혁신연료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4. WPNCS 원자력 임계 안전성 SFCOMPO 데이터베이스 개편 시작

5. WPRS 원자로시스템과학  2013 IRPhE 핸드북 발간

DB
원자력데이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 서비스
JEFF 11개 마이너 악티나이드의 최종 

검증결과 발표

원자력과학분야
국제공동연구(1)

1. TAF-ID (*TDB : 폐기물관리분야 데이터베이스 공동 논의)

GIF 기술사무국

* 국제공동연구, GIF 기술사무국은「3-가.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다. GIF 기술사무국」상세참조

 산하 그룹 2012-2014 주요 업무

- UAM-6(Uncertainty Analysis in Modelling LWR transients)에 관한 제6차 

워크샵 개최

- 국제 원자로 물리 실험(IRPhE)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툴의 테스트 

버전인 IDAT 공개

- 연료주기 이슈에 대한 두 개의 벤치마크 보고서 발간

- 제12차 IEMPT(Information Exchange Meeting on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체코에서 개최

- JANIS, DICE, IDAT, ISOE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 그룹별 상세활동은 다음과 같음

<표 21> NSC 2012-2014 업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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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PEC(Working Party on International nuclear Data Evaluation Co-operation)]

1) 연구 범위

- WPEC는 원자력데이터평가, 측정분야의 진보를 검토하며, 주요 원자력 데이터 평가 프

로젝트간의 전세계 협력 프레임웍을 제공함. WPEC은 다른 실무그룹과 달리 자료 검증

을 위한 sub-group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연구 동향 (2012-2013)

- 현재 WPEC 하위그룹 활동은 신형원자로시스템 등을 위한 원자력데이터 니즈 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산하에 원자력데이터 우선요청 리스트 전문가 그룹이 존재

- 2013. 최근에 새롭게 제안된 새로운 핵자료평가 프로젝트(CIELO)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

었으며 필요성을 공감함

 2. [WPFC(Working Party on Scientific Issues of the Fuel Cycle)]

1) 연구 범위

- WPFC는 연료주기 물리 및 화학 관련 주요 활동을 진행함. WPFC는 산하에 5개의 전

문가그룹과 1개의 TF(LACANES)가 존재

2) 연구 동향 (2012-2013)

- 연료 재처리 화학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Fuel Recycling Chemistry)이 신규 조직

되었으며, 현재 마이너 악티아니드 분리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 중

- 성능, 모델링, 결과측면에서 현존 코드들의 비교연구를 다룬 a) “Benchmark Studies on 

Nuclear Fuel Cycle Transition Scenarios Analysis Codes”, 납합금 냉각 시스템의 열수력 

거동을 다룬 b) “Benchmarking of Thermal-Hydraulic Loop Models for Lead-Alloy-Cooled 

Advanced Energy Systems (Phase I)”가 완료되었으며, 2013년 초 “Innovative Structural 

Materials” 보고서가 발간됨

- 2013. 4월 WPFC-EGISM 제8차 회의 개최, SMINS-3에 대한 기획 협의

- 2013. 3월 WPFC-EGIF회의 개최, “Status Report on Innovative Fuel" 보고서 최종 검토, 

핵연료성능 분석코드 관련 벤치마크 추진 계획 협의

- WPFC 의장 2013년 2월, 미국의 Kathryn McCarthy에서 프랑스의 Nathalie Chauvin으로 

교체

- 제4세대 시스템을 비롯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함

- WPFC-EGISM : 2013. 4. 29-30 회의 개최(제8차) : SMINS-3 기획 

- WPFC-EGIF : 2013. 3. 8 회의 개최

• “Status Report on Innovative Fuel” 보고서 발간을 위한 최종 검토

• 핵연료성능분석코드 Benchmark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회원국별 참여 계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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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WPMM(Working Party on Multi-scale Modeling of Fuels and Structural Materials for 

Nuclear Systems)]

1) 연구 범위

- WPMM은 핵연료 및 구조재의 멀티스케일 모델링 관련 연구를 진행 함

2) 연구 동향 (2012-2013)

- 연료와 피복재의 멀티스케일 모델링에 관한 3개의 최신보고서 a) 재료의 멀티스케일 

모델링과 연결 수단에 적용되는 수치계산법의 가능성 및 한계 측정에 관한 보고서 b) 

미래 연료 개발의 최근 진전 및 애로사항에 관한 비판적 검토보고서 c) 방사선조사로 

인해 유발되는 구조재 내 변화를 설명하는 멀티스케일 모델링 이용 평가 보고서가 완

료됨

- LWRs를 위한 사고안전성이 높은 혁신적 연료에 관한 국제워크샵이 2012. 12월 개최됨. 

현재 2세대,3세대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 노력의 일환으로 본 워크샵은  중

대사고 조건 시 유예기간 증대를 위한 혁신적 해결책에 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

며, 2013년 상세 업무계획이 개발됨

- 2013. 전반적으로 활통이 부진, 따라서 상대적으로 활동이 양호한 전문가그룹을 중심으

로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중

 4. [WPNCS(Working Party on Nuclear Criticality Safety)]

1) 연구 범위

- WPNCS는 산하에 두 개의 전문가 그룹이 연소도이득, 임계안전성 평가의 불확실성에 

관한 국제벤치마크활동을 수행중임. 4년 주기의 ICN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Criticality)회의를 주관

2) 연구 동향 (2012-2013)

- WPNCS는 ICSBEP(the International Criticality Safety Benchmark Evaluation Project), 

SFCOMPO(Spent Fuel Isotopic Composition Database) 활동을 조직

- 2012년 SFCOMPO 데이터베이스 개편을 시작하였으며, Expert Group on Advanced 

Monte Carlo Techniques 활동 역시 재개됨

-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임계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Expert Group on Burnup 

Credit의 논의 초점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

- 2013 현재 Expert Group on Burnup Credit은 20년간 유지되고 있어 연구의 초점을 확

장, 변경하는 것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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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WPRS(Working Party on Scientific Issues of Reactor Systems)]

1) 연구 범위

- WRPS는 원자로시스템의 과학적 사안을 탐구, 산하에 EGRFP, EGRPANS, EGRTS, 

EGUAM 4개의 전문가 그룹에서 모델링 불확실성, 핵연료 성능, 방사선 수송 및 차폐 

등을 다루며 3개의 관련 데이터베이스-IFPE, SINBAD, IRPhE-를 관리

2) 연구 동향 (2012-2013)

- 원자로 물리와 관련된 NEA 연구의 상당부분은 일체형원자로의 모델링 불확실성 선전

에 있음. 측정된 데이터에 기반한 많은 벤치마크 연구들(VVER 1000(러시아설계원자로) 

coolant transient 벤치마크, PWR/BWR 벤치마크 등)이 모델 입증에 활용됨

- PBMR, SFR, HTGR의 연료손실계산 등 신형원자로시스템과 관련된 벤치마크 활동 역

시 진행 중이며, 연료성능 및 방사선 수송 및 차폐, 실험 데이터베이스 개발도 다루고 

있음

- 국제 원자로 물리 실험(IRPhE)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몇 년간 상당히 개발되었으며 이

용자 접근 향상을 위해 IRPhE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함

- 2012년 IRPhE 기술리뷰그룹에서 데이터베이스 툴의 테스트 버전인 IDAT의 검증이 이

루어짐. 프로토 타입 버전은 DVD 형태로 2013 IRPhE 핸드북에 포함될 예정

- 2012년 6월 이후 회의가 없었음. 4년전에 개최했던 Workshop on Advanced Reactors 

with Innovative Fuels (ARWIF)의 개최를 논의하였으며 의장이 사무국과 협의하여 회원

국의 관심을 확인하기로 함

 Data Bank Management Committee

1) 연구 범위

- DB는 컴퓨터 프로그램 서비스, 핵자료서비스의 관리 및 회원국 제공 업무를 담당

2) 연구 동향 (2012-2013)

- 원자력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시각화, 비교 및 조작을 활성화하는 JANIS를 활용, 이용자

들은 평가(ENDF/B, JEFF, JENDL) 및, 실험(EXFOR), 서지(CINDA) 데이터 세트에 접근 

가능

- 2012. 6월 JANIS 3.4 공개, 현재 JANIS BOOK, DVD 및 온라인으로 이용가능

- DB는 국제적 네트워크인 NRDC(Nuclear Reaction Data Centres)의 설립 멤버이며, 2012. 

4월 NRDG 회의를 주최, 8개국, 2개의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13개 데이터 센터에서 23

명이 참여. EXFOR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담당

- 2012년 체코에서 개최된 제12차 International Exchange Meeting on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IEMPT)에서 차기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제안되었으며 지지를 받

음

- 2013. 현재 러시아의 가입으로 인해 현재 협의가 진행중인 DB의 RSICC 소프트웨어의 

배포에 관한 미국 수출통제 문제 해결이 시급 과제임을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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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FF(Joint Evaluated Fission and Fusion File Project)]

1) 연구 범위

- JEFF는 회원국들이 생산/제공하는 원자로 및 핵융합용 핵반응자료 평가 및 검증 활동

을 진행, 최신 JEFF 라이브러리 개발 및 관리를 담당

2) 연구 동향 (2012-2013)

- JEFF-3.1 인증 보고서인 JEFF Report 23이 완료되어 출판 예정이며, 열중성자로, 연료

주기, 저장 및 재처리, 핵융합 및 기타 적용을 위한  JEFF-3.1 라이브러리의 통합 인증

을 포함함

- JEFF-3.1의 최신 버전인 JEFF-3.1,2가 2012. 2월 공개되었으며, 새로운 하프늄 평가 및 

보다 완전한 광자생산 데이터를 포함함

- JEFF-3.2 역시 2012년 기간 중 업데이트 준비가 진행, JEFF-3.2 테스트 파일의 최종 

컨텐츠가 2012년 말 결정되었으며 주요 동위원소 평가 개선사항 등이 포함, 2013년 말 

공개 

- 2013. 11월 JEFF 회의 개최, 11개 마이너 악티나이드의 최종 검증결과 발표

 2013년 회의 개최 성과

- CSNI, DB 위원회 포함, 산하 29개 워킹그룹(5), 전문가그룹(23), 공동연구프

로젝트그룹(1)에서  총 35회 회의가 개최됨

날짜 그룹/회의명 날짜 그룹/회의명

1.24 TCADS-2 워크샵 4.24-25 GIF GFR PMB&SSC 회의

1.30 NSC-WPRS 회의 4.25-26 NSC 마이너악티나이드 회의

2.5 DB-VESTA회의 4.29-30 NSC-WPFC회의

2.18-22 DB-WPRS 회의 5.13-15 NSC-WPMM

2.18-19 DB-WPFC/AFCS회의 5.15-17 NSC-ICSBEP회의

2.20 DB-WPFC회의 5.20-24 DB-WPEC회의

2.21-22 NSC-WPFC/FRC회의 5.27-31 DB-WPEC 2013회의

2.21 DB회의 5.31 NSC-WPMM회의

2.22 DB-WPRS 회의 6.12-14 NSC본회의

2.26 NSC 마이너악티나이드 회의 8.29-30 NSC-LACANES회의

2.27-3.1 GIF SFR 회의 9.30-10.4 NSC-WPEC회의

3.7-8 GIF LFR SSC 회의 10.7-11 NSC-WPNCS회의

3.8 DB-EGIF회의 10.9-11 DB-TDB IV회의

3.14-15 TAF-ID 킥오프미팅 10.10-11 GIF LFR 회의

4.8 NSC-UAM K3 O2 워크샵 10.23-25 NSC WPNCS-EG회의

4.10-12 DB-UAM K3 O2 워크샵 10.29-30 NSC-WPFC회의

4.15-19 DB JEFF SCG 11.25-29 JEFF회의

11.27 NSC 뷰로회의

* GIF기술사무국(4)  기술위원회, DB본회의(3) 국제공동연구(2) 워킹/전문가그룹(26)

<표 22> NSC 2013 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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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자력개발위원회(NDC)

 임무

- NDC는 회원국들의 원자력에너지 경제성 평가를 지원하며, 원전의 직·간접

적 비용, 연료주기의 경제성, 신뢰도 높은 원자력 기술의 적용 및 온실가스 

배출 경감에의 원자력 발전의 잠재력 시험 및 공급 안전성 향상을 지원함

 전략 목표 

- 정부와 기타 관련자들이 정책 분석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

위 있고,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

-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그리고 국내외 에너지 정책이라는 폭 넓은 관

점 안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 역할에 대한 전망 제공

 주요활동 

- 총 원자력 연료주기의 총체적인 원자력 경제학을 분석하며, 회원국들이 에

너지 정책에서의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

- 혁신적인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협력 촉진

-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 고찰

- 현존하는 그리고 미래의 원자력 발전의 원자력 연료와 인프라의 활용가능성

을 평가하고 궁극적인 차이 확인

- 새로운 원자력 기술과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문제를 관해 회원국들 지원

- OECD 틀의 안팎에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원자력 현안에 대

한 사실적 정보 제공 

- 새로운 원자력 기술에서의 연구개발(R&D)의 역할과 에너지 생산 및 비전력 

응용에서의 영향 고찰

 2012-2013 조직 구조

- 의장단은 4인으로 구성되며 의장(1)은 일본, 부의장(3)은 벨기에, 프랑스, 스

위스가 활동 중

- 3개의 워킹그룹(Level2) : HLG-MR, UG, WPNE와 5개의 전문가그룹, 서브

그룹, 테스크그룹(Level3)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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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개발워윈회(NDC)

의료용동위원소 공급안전성 
고위그룹(HLG-MR)  

① 후행핵연료주기 경제성

NEA/IAEA 공동 우라늄(UG) ② 우라늄광산업의 환경, 
인체적 영향

원자력에너지경제성(WPNE)
③ 기후변화에 있어 NPP의 
취약성 및 적응 비용 평가

④ 폐로비용

⑤ 원자력 사고, 손해배상 및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Level 2         Level 3        

<그림 13> NDC 조직도 

 산하 그룹 2012-2014 주요 업무

- 2013. 12월 “Nuclear Energy Data 2013” 출간; 후쿠시마 사고의 실질적, 잠

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

- 정책개발과 관련 사무국 중심으로, IAEA와 공동으로 브라질에서 개최된 

Rio+20 컨퍼런스에 기여 

- 원자력 산업계의 인적자원 상황을 평가한 NEA 연구보고서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 From Concern to Capability”출간; 인력의 유동

성을 장려하며, 직업분류체계안 채택을 제안함)

- IEA의 핀란드, 독일, 스웨덴의 에너지정책 검토에 참여, 

- World Energy Outlook 2012 및 2012년 발간된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개정에 참여

- 그룹별 상세활동은 다음과 같음

의장국 부의장국

NDC 일본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워킹그룹 (Level2) 핵심연구 주요성과

1. HLG-MR 의료용 동위원소의 
공급안전성

의료용 동위원소 공급보장을 위한 
OECD/NEA 성명서 채택

2. UG 우라늄 자원 및 데이터 “Uranium 2011” 출간

3. WPNE 경제성 및 자금조달 원전장기가동, 연료주기 백앤드단계 경제성 연구 
보고서 발간

<표 23> NDC 2012-2014 업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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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G(Joint NEA/IAEA Group on Uranium)]

1) 연구 범위

- UG는 IAEA와 공동으로 전세계 우라늄의 자원, 생산, 수요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레드

북” 발간을 담당

2) 연구 동향 (2012-2013)

- IAEA와 공동으로 2012. 7월 “Uranium 2011: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Red 

Book)” 출간, 우라늄 자원과 생산의 증가추세와 따라서 우라늄 공급안전성이 장기적으

로 확보되어야 함을 보여줌
• 총 확인된 자원량은 2009년 이래 12% 증가되었으며, 서방 3개국의 원전 점진적폐지 

정책 및 기타 국가의 원자력개발 지연에도 불구하고 Red Book 예측치는 우라늄 수요

가 당분간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보여줌

 3. [WPNE(working Group on Nuclear Energy Economics)]

1) 연구 범위

- WPNE는 지속적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조사가치가 있는 주요 경제적 이슈에 대한 자문

을 제공

2) 연구 동향 (2012-2013)

- 2012. 11월 “Nuclear Energy and Renewables: System Effects in Low-carbon Electricity 

Systems” 출간

- 본 보고서는 “그리드-수준의 시스템 비용”에 초점, 시스템비용의 일부는 전기그리드로 

해결 가능. 이는 송, 배전망 그리드의 확대 및 강화 비용, 신규 그리드 연결 비용, 증가

하는 단기적 수급균형 및 적절한 장기적 전기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함

- 시스템 비용은 전력산업 전무가 및 의사결정자들에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풍력과 태양력과 같이 분산화 되어 있고, 때때로 중단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많은 시스

템비용 때문임

- 시스템 비용 외에도 표면적인 보조금에 또 추가적인 상당한 암묵적 보조금이 존재함. 

이러한 상당한 시스템비용의 존재는 탈( )탄소 전력시스템에서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공생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함. 이는 원자력과 같이 실

행 가능한 저탄소기술 투자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탄소 가격, 장기계약 

및 수용량 메커니즘을 포함함

- 2012. 12월 원전 장기가동(LTO)의 경제성 연구 보고서 발간

- 연구결과, 거의 모든 경우에서, 원전의 지속적인 가동은 최소 10년 이상일 경우 수익성

이 있으며, 이는 후쿠시마사고 이후 개선 추가비용을 고려한 경우도 동일함. 후쿠시마 

이후 개선비용용 초기 계획된 투자금의 10-17%정도임. 그러나 LTO의 경제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리스크 및 불확실성, 예를 들어 공공수용, 국가정책의 변화 혹은 안

전성 우려 등이 원전의 가동수명증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연료주기 백앤드 단계의 경제성 연구 2013년 완료

- 2013 WPNE는 보고서에서 후행핵연료주기 경제성 평가결과 및 장기운전의 경제성 결

과를 도출하였음. 파이낸싱 관점에서의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문가 그

룹이 아니라 WPNE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WPNE 운영기간을 3년 연장(∼2016)하

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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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회의 개최 성과

- NDC 위원회 포함, 산하 8개 워킹그룹(3), 전문가그룹(5)에서 총 16회 회의

가 개최됨

날짜 그룹/회의명 날짜 그룹/회의명

1.30-31 제3차 HLG-MR회의 6.19-20 제62차 NDC 본회의

2.1 MI Full-cost recovery 워킹그룹회의 7.9-10 제4차 HLG-MR회의

2.6-7 기후변화 적응 비용 1차회의 9.19-20 원자력에너지경제성그룹회의

4.4-5 비전력기기관련 워킹그룹회의 10.28-29 제2차 기후변화그룹회의

4.29-30 제1차 폐로비용그룹회의 10.29 NDC 뷰로회의

5.28-30 제1차 원전사고, 
손해배상관련그룹회의 10.30-31 NDC 본회의

6.12-14 제49차 우라늄그룹회의 11.6-8 우라늄그룹회의

6.18 제62차 NDC뷰로회의 11.10-12 제2차 원전사고, 
손해배상관련그룹회의

* 기술위원회본회의(4) 워킹/전문가그룹(12)

<표 24> NDC 2013 회의 개최 결과

사.  원자력 법위원회(NLC)

 임무

- NLC는 원자력 법률 제정의 개발, 강화, 조화를 촉진하며, 회원국 및 일부 

비회원국 내 안전한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을 통제함

- 국내 및 국제 원자력손해배상체계의 채택, 시행, 현대화를 지원하며, 정기 

출판 프로그램 및 2개의 교육프로그램(the International School of Nuclear 

Law, the International Nuclear Law Essentials)을 통해 원자력 법에 관한 

정보 분석 및 배포를 수행함

 전략 목표 

- 원자력 물질과 장치의 국제 무역 등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건실한 국내적, 국제적 법체계 조성 지원

- 원자력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각국이 동등한 배상을 규정한 법률 조항

을 채택할 것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 수행

- 특히 원자력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간 배상과 관련된 사안과, 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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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 기금이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안전성 확보 방안 모색

 주요활동

-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사용을 위한 국제원칙을 기반으로, 원

자력 법률의 발달, 강화, 조화의 측면에서 회원국 지원 

- 국제적인 원자력 법적 책임 체계의 현대화에 기여하며, 원자력 사고의 법적 

책무와 보상을 다루기 위해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 간 협정관계 강화 장려

- 원자력법에 대한 정보 및 원자력 법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 

 2012-2014 조직 구조

- 의장단은 6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벨기에, 부의장은 한국(박기갑, 고려대) 

포함 프랑스, 헝가리, 영국, 미국이 활동 중

 2012-2014 주요 업무

- 파리 협정과 브뤼셀추가협정 개정을 위한 2004 의정서 협정국들은 관련 조

항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비준 작업이 진행 중

- NLC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두된 원자력 제3자손해배상책임 이슈 관련 

특별 세션을 개최하였으며 규제기구의 개혁 및 독립의 법적 측면도 다룸

- NLB는 IAEA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의 개정, 인도의 원자력 

손해배상체계, 국제 핵물질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이탈리아의 

폐로 상황 등을 다룸

- NLC는 현재 특히 다음 활동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테러 행위로 야기된 원자력손해의 증가/확대된 위험과 환경손상과 같은 보

험 불가능한 위험에 관하여 적절한 재정적 담보 확보

� 아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이나 환경문제 관련 대중 참여에 관

한 유사 입법이 원자력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원자력 법제의 개발 및 조화)

- 2012. 3월, 11월 회의기간 중 NLC는 후쿠시마 사고의 법적 측면에 관한 특

별세션을 개최,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체계 및 후쿠시마 사고에의 적용에 

관해 언급, 보상절차에 관한 상세한 개관을 제공

- 2012. 3월 회의에는 또한 인도 전문가가 초청되어, 인도의 원자력손해배상 

체계를 설명하였으며, 11월엔 원자력 규제기구의 개혁 및 독립에 관한 특별 

세션이 열림,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등 20개 국가에 입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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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 사무국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있어 EU 국가들의 국내법 조화 가능성 

분석을 위해 EU가 조직한 비공식전문가그룹에 참여하였으며, IAEA 사무총

장에 의해 조직된 INLEX(International Expert Group on Nuclear Liability)

에도 참여

(원자력 법 출판 프로그램)

- NLB(Nuclear Lqw Bulletin)는 원자력 법 부문에서 전문적이며 학술적인 특

별한 출판물이며 연간 2회 영어와 프랑스어로 발간되며, 저명한 법제 전문

가에 의해 작성됨

- 2012년엔 IAEA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의 개정, 인도의 원자력 

손해배상체계, 국제 핵물질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이탈리아의 

폐로 상황 등을 다룬 NLB89호, 90호가 발간됨

(원자력 법 교육 프로그램)

-  NEA와 Montpellier 1 대학 공동으로 조직된 특별한 학술프로그램으로 진

행된 제12차 ISNL(International School of Nuclear Law) 세션이 2012. 8. 

27-9. 7일 기간 중 개최되었으며 30개국 55명이 참여

- 지난 12번 ISNL 세션 동안 6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 높은 수준의 교육

경험을 제공

- 2012. 6월에는 제2차 INLE(International Nuclear Law Essentials)을 개최, 14

개국 23명이 참여하여 1주일간 국제원자력법의 포괄적인 사안을 다룸 

 2013년 회의 개최 성과

- NLC 위원회 포함, 원자력 법제관련 총 4회 회의가 개최됨

날짜 그룹/회의명 날짜 그룹/회의명

4.22 ITER프로젝트관련 CPPC회의 6.14 CPPC회의, 2004의정서

6.12-13 NLC본회의 6.14 ITER프로젝트관련 CPPC회의

* 기술위원회본회의 

<표 25> NLC 2013 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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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기술사무국

가.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명 착수
시기

참여국 및
참여기관 사업기간 협약기간 총예산 참가비 참여

기관

1 BIP-2 2007 10개 국
2011.4
~2014.3 2012~2014 900,000€ 27000 Euro KAERI

2 BSAF 2012  8개국 2012.11
~2014.3 

2011~2014 160,000$ 20,000 $ KAERI

3
CABRI

Water Loop 1999 12개국
2004.3
~2014.3 2004~2014  7,400,000€ 585,000€ KINS

4 PRISME-2 2006 11개 국
2011.7
~2016.6 2011~2016  7,000,000€ - 참여x

5
Halden 
Reactor 
project 

1958 20개국
2012. 1
~2014.12

6단
계

2009~2011 6단
계

46,600,000€ 11억원
KAERI 

7단
계 2012~2014

7단
계 54,800,000€ 7억7백만원

6 HEAF 2000 7개국
2012.7

~2015.12 2012~2015
현물(In-kind) 

기여 현물기여
KINS
KHNP

7 HYMERES 2013 12개국 2013.1 
~ 2016.12 

2013~2016 3,900,000€ 120,000€ KAERI

8 LOFC 2011 7개국 2011.4
~2016.3

2011~2016
(후쿠시마로 

2년연장)
3,000,000€  

79,000€
 KAERI
KINS41,000€

9 PKL-3 2004 14개국 2012.4
~2015.12 

2012~2015
연간1,000,000€

독일이 50% 
부담

110,000€
(4년간 연 

27,500유로)
KAERI

10 STEM 2011 7개국 2011.6
~2015.6

2011~2015 3,500,000€ 90,000€ KAERI
KINS

11
SCIP-2 
Project 2004 13개국

2009.7
~2014.6 2009~2014 1,650,000$

7,000만원/년
(원화계약) KAERI  

12 ThAI-2 2007 11개 국
2011.7
~2014.6 2011~2014 3,600,000€ 126,000€ KAERI 

13 CADAK 2011 9개국 2011.11~
2014.12

2011~2014 3,600,000€ - 참여x

14 CODAP 2011 13개국 2011.6~
2014.12

2011.6~2014.12 455,000€

17,500€
(KAERI) KAERI  

KINS17,500€
(KINS)

15 FIRE 2003 12개 국
2010.1

~2013.12 2010~2013 336,000€

7,000€ /년
(한국전체)

KINS
1,750€ /년

(KINS)

16 ICDE-6 1994 11개 국
2011.4

~2014.12 2011~2014 연간 110,000€ 43,335€ KEARI

17 TAF-ID 2013 6개국 2013.1
~2015.12

2013~2015 336,000€ 57,000€ KAERI

18 CPD 1985 17개국
2009.1~
2013.12 1985~ 276,000€ 연간 3,000€ KAERI

19 TDB 1984 13개 국
2008. 2~

2014 2011~2014 2,600,000€ 43,335€ KAERI 

20 ISOE 1992 29개국 1992~2013 2012-2015 1,900,000€ 3,000€ KHNP
KINS 

21 ATLAS 2014 15개국 2014.4
~2017.3

2014-2017 2,500,000€

1,250,000€
(한국전체)

KAERI
KINS
KHNP

KEPCO E&C
KEPCO NF

1,250,000€
(14개국 전체)

<표 26> 2014년 NEA 국제공동연구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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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현재 총 21개의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가 해당 위원회 주관 하에 수행 

중이며, 이중 우리나라는 19개에 참여중임

- 2012-2013 기간 중 종료된 프로젝트 상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프로젝트 참여국 수행기간 예산

1. ROSA-2 15 2009.4-2013.3 2.7million€

2. SFP 13 2009.6-2013.2 3.6million€

3. SERENA 10 2007.10-2012.3 2.6million€

 신규 조직 공동연구프로젝트

- 현재 한국 제안으로 ATLAS(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프로젝트가 2014년 4월에 착수되었음

- ATLAS 프로젝트는 한국 KAERI의 ATLAS 실험장치를 이용, 가압경수로의 

설계기준초과사고 및 복합다중사고에 대한 열수력종합효과 실험을 수행하

여, 안전해석 코드의 검증 및 스케일링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

공하기 위함임

나. MDEP(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me) 기술사무국

 개요

- 신규 원전설계 검토를 수행하는 규제기관들의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각

국의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다국간 설계평가프로그램임

- 주관사무국: OECD/NEA

 참가국 및 기관

- 총 11개 회원국(캐나다, 한국, 중국, 러시아, 핀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

스, 영국, 일본, 미국, 인도(2012.4월 신규가입, 1차. 2012.5월 PG회의참석)이 

활동

- 2012. 4월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아랍에미레이트(FANR)가 준회원국으로 참

여하고 있음(1차. 2012.9월 STC회의참석)

- IAEA 참여

 2014 조직 구조

- MDEP 산하에 프랑스가 주도하는 EPR 작업반과 미국이 주도하는 AP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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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 등 구성 • 운영

- 2013. 하반기 MDEP 의장단에 변화가 있었음. 정책그룹은 미국이(기존 프랑

스), 기술위원회는 영국(기존 미국)이 의장직을 수행하게 됨

<그림 14> MDEP 조직도

 산하 그룹 2012-2014 주요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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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행
- 한국이 제안한 APR1400 워킹그룹 신설

- MDEP 자가측정 평가가 완료 및 추가조치 실행

정책그룹 활동

- 2013. 3. 15 회의개최, 워싱턴

- 2013-14 POW 승인, EPR 워킹그룹의 커미셔닝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 승인

- Terms of Reference 및 연차보고서 출간 승인

- 스웨덴 규제기구인 SSM의 MDEP 가입 절차 개시 승인

기술운영위원회 활동

- 후쿠시마 추가조치 사항 논의

- 새로운 주제로 커미셔닝 협력 논의

- WNA CORDEL 그룹과 협력 논의

- VVER 워킹그룹의 도전과제 및 ABWR 설계리뷰에 있

어 잠재적 협력 논의

- IAEA의 안전등급분류 기준에 유용한 조언 제공

- 워킹그룹들의 진척사항 및 기술보고서 검토

다. GIF 기술사무국

 개요

-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은 2001년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활동

이 활발한 주요 9개국이 Gen IV 공동 개발을 위하여 결성

- GIF는 출범부터 국제기구의 공동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Gen-IV 국제공동연

구의 기술사무국을 담당한 OECD/NEA는 연구수행 조직인 시스템운영위원

회(SSC), 프로젝트관리위원회(PMB), 방법론개발그룹(MWG) 지원 등 GIF 

R&D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도모

 참가국 및 기관

- 현재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이

상 창설국), 스위스('02 가입), EU('03 가입), 중국 러시아(‘06 가입) 참여

- 회원국 10개국 중 3개국은 비 OECD 국가

 조직 및 구조

- 의장 1인(미국 DOE), 부의장 2인(프랑스, 일본)으로 구성되며 정책디렉터는 

프랑스, 기술디렉터는 한국 KAERI의 한도희 소장이 맡고 있음

- 유럽위원회와 IAEA가 옵서버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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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디렉터: 전문가그룹 의장 겸직

<그림 15> GIF 조직도

 주요활동

- GIF 기술사무국은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관리의 실질적 역할

수행, Gen-IV 공동연구의 지원과 협의 진행에 참여하여 GIF 회원국의 동향

과 협의체 내에서의 역학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

- 기술 선진국들의 협의체로 공동연구를 수행, 첨단 원자력기술 동향에 대하

여 항시 접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원자력 

기술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함



- 81 -

제 3 장 우리나라 활동 현황 및 성과

제 1 절 우리나라 활동 개요

1.  우리나라의 NEA 협력 개요

가.  연혁 및 분담금

 우리나라는 ‘93. 5월부터 NEA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중

- ‘93년 당시부터 우리나라는 원자력 전체발전규모가 세계 10위권(현재는 6위

권), 원자력에 대한 전력의존도가 약 40% 정도로 원자력활동이 매우 활발한 

국가로 평가

 우리나라는 NEA 분담금의 약 2.7~2.8% 분담

 2013년 우리나라의 NEA 분담금은 272,670 €로 31개국 중 11위

 이는 2012년 분담비율 2.46%에서 약간 상승한 수치

NEA Data Bank 계

Total Contributions 
by Member Countries 11,112,810 € 3,099,372 € 14,212,182 €

한국분담금(€ ) 272,670 € 120,864 € 393,534 €

한국분담비율(%) 2.490% 3.899% 2.76%

 2012년 한국분담금(비율) 253,000(2.466%) 120,864(4.091%) 373,864(2.79%)

<표 27> 2013년도 우리나라의 NEA 분담금 현황

 운영위원회, 상설상설기술위원회 및 산하 회의에 우리나라는 약 120개 중 90개 

회의 참석

-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3개 상설기술위원회의 부의장 및 부의장단으로 활동

 2013년 현재 한국은 NEA 공동연구사업 20개 중 18개 프로젝트에 참여 중

- CADAK, PRISME-2를 제외한 원자력 안전/안전데이터베이스 분야 14개 프

로젝트, 원자력 과학 분야(TAF-ID),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CPD, TDB), 

방사선 방호 분야(ISOE)에 참여 중

 Cost-free 전문가는 2003년 이후 11명이 파견되었으며 이중 현재 3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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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원은 없음

 MOST NEA간 인력교류약정(’02.10)에 근거 ‘원자력국제전문가’ 사업 등으로 추진

- 2013년 신규로 박홍준(NRF), 김상백(KAERI) 박사가 각각  GIF기술사무국과 

원자력개발국에 파견됨

 김상백(KAERI) : “원자력사고 비용 추정” 및 “미래 저탄소 에너지 시대에

서 원자력발전의 역할과 경제학” 프로젝트 참여

위원회 수준 직위 성명 및 국내 직위 기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부의장 지광용 KAERI 
연구개발부원장 ‘11.10-현재

상설기술위원회

NLC 부의장 박기갑 고려대 교수 '07.02-현재

CNRA 부의장 박윤원 KINS 원장 ‘11.12-현재

CSNI 의장단 백원필 KAERI ‘12.12-현재

워킹그룹(Level2) RWMC/WGPC 의장 하연희 KINS 
국제협력실장 -현재

<표 28> 우리나라의 NEA 위원회 의장단 진출 현황 (2013.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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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속기관 성 명 기 간 근무부서

정규 직원
- 나병찬 ’98.9-’06.2 Databank

- 최용준 ‘06.5-’11.12 Databank

Cost-free 
Expert

만
료

KAERI 이광석 ’03.9-’06.8 원자력개발과

KINS 류용호 ’04.2-’06.2 원자력안전과

KHNP 정동욱 ’04.4-‘07.3 GIF 기술사무국

KINS 김한철 ’06.3-‘08.2 원자력안전과

KAERI 이태준 ‘07.2-’09.06 원자력개발과

KAERI 이용선 ‘07.9-’09.10 GIF 기술사무국

KINS 조종철 ‘08.6-‘09.6 원자력안전과

KAERI 정익 ‘10.3-’12.6 GIF 기술사무국

재
직

KINS 김병순 `11.2-14.2 예정(3년) 원자력안전국

KAERI 김상백 ‘13.3-15.3 예정(2년) 원자력개발국

NRF 박홍준 ‘13.3-15.3 예정(2년) GIF기술사무국

<표 29> 우리나라의 NEA 정규직원 및 Cost-free Expert 근무 실적 현황 (2013. 12월 현재) 

회의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운영

위원회

(SC)

제116차, 

4.17-18

류재수(KAERI) 

정서영

(KONICOF)

제118차, 

4.28-29

김봉수(과학관) 

장문희,최선주

(KAERI)

정서영

(KONICOF)

제120차, 

4.21

김봉수(과학관)

122차,

4.28-29

강상욱(과학관)

이영진

(KONICOF)

지광용,이태준,

지성균(KAERI)

124차,

4.26-27

강상욱(과학관)

지광용,이태준

(KAERI)

김지영(KONICOF)

126차,

4.25-26

강상욱(과학관)

지광용,정익

(KAERI)

손승연(NSSC)

김지영(KONICOF)

제117차, 

10.16-17

윤세준,정서영

(KONICOF)

장문희,류재수

(KAERI)

제119차, 

10.29-30

김봉수(과학관)

장문희(KAERI) 

정서영

(KONICOF)

제121차, 

10.20-21

김봉수(과학관) 

이태준(KAERI) 

정원표

(KONICOF)

123차, 

10.27-28

최종배, 최두

용(MEST), 

강상욱(과학관)

지광용, 이태

준(KAERI), 

125차,

10.18-19

강상욱(과학관)

지광용,이태준

(KAERI)

김지영(KONICOF)

127차,

10.24-25

문해주, 곽재

규(MEST)

오성환(MOFA)

강상욱(과학관)

<표 30> 한국 NEA 운영위원회 및 상설기술위원회 참가현황 (‘08~’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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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정원

표(KONICOF)

지광용,정익 

(KAERI)

이민정(NSSC)

이계석(NRF)

김지영(KONICOF)

원자력

과학

위원회

(NSC)

제19차, 

24-27

장종화,김영진

(KAERI)

불참

제21차,

6.9-10

이기홍(KAERI)

제22차, 

6.14-19

임채영(KAERI)

23차,

6.13-15

임채영(KAERI)

24차,

6.12-14

임채영(KAERI)

원자력

개발

위원회

(NDC)

제54차, 

2.12-13 

이광석(KAERI) 제56차,

6.25-26

김봉수(과학관)

임채영(KAERI) 

제57차, 

1.27-28

김봉수(과학관)

김현준(KAERI) 제59차, 

6.9-10

원병출(KAERI)

60차,

2.1-2

이태준(KAERI) 62차,

10.30-31

원병출, 이영

준(KAERI)
제55차, 

12.2-3

김봉수(과학관)

임채영(KAERI)

제58차, 

11.24-25

김봉수(과학관)

김현준(KAERI) 

61차,

10.3-4

정익(KAERI)

방사성

폐기물

관리

위원회

(RWMC)

제41차, 

3.12-14

최종원(KAERI) 

김봉수(과학관)

이윤근(KINS)

제42차, 

3.25-27

김봉수(과학관)

김창락(KRMC)

최종원(KAERI)

제43차, 

3.23-25

김봉수(과학관) 

김창락(KRMC) 

최종원(KAERI) 

김기인(KINS) 

제44차, 

3.22-24 

김기인(KINS), 

최종원(KAERI)

45차,

3.20-21

최종원(KAERI)

46차,

3.13-14

최종원(KAERI)

송명재,박주완 

(KRMC)

최경우(KINS)

방사선

방호 및

공중보건 

위원회

(CRPPH)

제66차, 

5.20-22

장시영(KAERI)

최호신(KINS)

불참 불참

69차, 

5.17-19

진영우(KHNP), 

최호신(KINS)

70차,

3.21-23, 정승

영(KINS)

71차,

5.14-16, 이병

수(KINS)

원자력

규제

위원회

(CNRA)

제19차, 

6.12-13

한국 불참

불참

제23차, 

6.7-8

한국 불참

제25차, 

6.6-10

백원필(KAERI)

27차,

6.4-5

박윤원,하연희

명창연(KINS)

29차,

6.3-4

박윤원,하연희

명창연(KINS)

제20차, 

12. 8-9

류용호(KINS)

제22차, 

12.7-8

류용호(KINS)

제24차, 

12.6-7

류용호(KINS),

양준언(KAERI)

제26차, 

12.5-6

하연희(KINS)

28차,

12.3-4, 백원필

(KAERI)

하연희(KINS)

30차,

12.2-3

하연희(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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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시설안전

위원회

(CSNI)

제43차, 

6. 9-10

하재주(KAERI)

제45차, 

6. 10-11

류용호(KINS)

제47차, 

6.9-10

양준언(KAERI)

제49차,

6.9-10

백원필(KAERI)

51차,

6.6-7

백원필(KAERI)

박윤원(KINS)

53차,

6.6-7 백원필

(KAERI)

제44차, 

12.10-11

류용호(KINS)

양준언(KAERI)

제46차, 

12.9-10

류용호(KINS)

양준언(KAERI)

제48차, 

12.8-9 

류용호(KINS)

양준언(KAERI)

제50차.

12.7-9

백원필(KAERI), 

설광원, 변민

정 (KINS)

52차,

12.5-6

백원필(KAERI)

54차,

12.4-5 백원필

(KAERI)

원자력법 

위원회

(NLC)

11.5-6

박기갑

김상원

6.2-3

박기갑, 김상

원
11.17-18

박기갑

6.15-16

김상원(KINS)

3.28-29

박기갑(고려대)

김상원, 유정 

(KINS) 

6.12-13

박기갑(고려대)

11.17-18

박기갑, 김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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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운영위원회 및 상설기술위원회 활동 현황

1. 제125차 OECD/NEA 운영위원회 참석 및 지원

가. 회의 개요

 기간 및 장소: '12. 10. 18(목)~19(금) 2일간, OECD 본부(프랑스 파리)

 참가국 : NEA 30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IAEA, IEA, EC)

 한국측 참석자: 주OECD한국대표부 강상욱 과학관, KAERI 지광용 연구개발부

원장, KAERI 이태준 원자력교육훈련센터장,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김지영 주임

 주요의제 

- OECD/NEA 신규 분담금 산정 개혁안 

- 2013-2014 NEA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 후쿠시마사고 관련 일본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원자력손해배상법) 

나. 주요 결과

(a) NEA 예산개혁안 제안 OECD 이사회 상정 합의 도출 재실패 

- 예산개혁안 도입 전환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 ‘13년-’18년 2년간 제로

명목설장(ZNG)에 이은 4년간 제로실질성장(ZRG)적용 및 원자력용량 추가 산정방

식 도입 등에 관한 124차 대비 수정된 개혁안을 제안하였으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극심한 반발 (표결결과 찬성 9, 반대 7)로 124차 회의에 이어 재차 

예산 결의안의 OECD 위원회 상정을 위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 

 찬성 9 (미국, 일본, 한국, 폴란드, 영국, 독일, 스위스, 슬로베니아, 덴마크), 

반대 7 (벨기에, 프랑스, 체코,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헝가리, 오스트리아)

- 자문그룹의 예산개혁안 합의 도출을 위해 19차례에 거친 회의 개최 및 그간의 

노고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위해 예산개혁 결의안을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 및 

예산개혁안에 대한 운영위의 논의 경과를 OECD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 

� 동 보고서 제출전에 사무국은 동 보고서를 재 회람하여 회원국의 추가 의견을 별

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 

(b) 신규 회원 분담금 처리 방식 합의 도달 

- 당초 신규회원국 가입(러시아, 슬로베니아,폴란드)의 분담금 본 예산 편입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미국은 금번 회의에서 신규 회원국 분담금 추

가 계정 계설을 타협안을 제시한바, 동 계정의 분담금은 신규 회원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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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한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함 

- 이에, 회원국은 신규 회원(슬로베니아, 폴란드)의 분담금은 러시아와 마찬가

지로 추가 계정 계설을 통한 운용에 동의한 바, OECD 이사회에 상정 승인됨 

다. 우리나라 대표단 지원

 회의참가를 위하여 NEA에서 제공한 의제 검토

- 의제별로 관련 상설기술위원회 참가전문가의 검토의견 정리<표 28> 

의 제 내 용 아국입장

4. 지속가능한 NEA 

예산을 위한 

자문위 의장 보고

ㆍNEA 분담금 산정 방식 개정안 

OECD 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ㆍ2013-2014 NEA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자문그룹 의장의 

보고 청취

2013년-2018년까지 전환기간 축소로 

인한 한국분담금 대폭 증대로 산정 

방법론 이해 및 국가 확보 어려움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힘 

5. 2013-2014 PWB  

프로그램 제안 및 

예산 

ㆍ2013-2014 PWB 및 데이터뱅크의 

사업 및 예산에 대해 승인 요청함. 

승인된 내용은 사무총장을 거쳐 

OECD 전체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침

동의

6. GIF 활동 구두보고  
ㆍGIF 기술사무국로서의 NEA 활동 

현황 보고 
-

7. NEA 신규 출간 

정책 보고 

ㆍ124차 이후 신규 출간 정책에 

따른 NEA 예산 영향에 대한 

추가 사항 검토 이후 NEA 

신규 출간 정책 결정  

ㆍ안건 B 택 

NEA 웹상 무료 이용 및 OECD library의 

구독 가능한 전자 문서 형태로 이용  

8. NEA 위원회 최신 

구조 및 임무   

ㆍNEA 위원회 구조 및 위임

  업데이트 
변경 사항 동의

9. NSSC 발표 
ㆍ신설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현황 및 주요 활동
-

10. 벨기에도엘(Doel)  

원전3호기압력용기 

균열 현황 보고 

ㆍ벨기에연방원자력통제청(FANC) 

  사무청장의 현황 보고 
-

11. 신규공동프로젝트 ㆍCSNI 주관 HYMERES 프로젝트 향후 예산 확보 후 참가 의향 밝힘

<표 31> 제125차 NEA 운영위원회 의제 검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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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회의 시 수석대표의 발언 지원

- (결과) 지속가능한 NEA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개혁안 수정안 

� (발언요지) 많은 회원국이 경제 위기 및 본국의 재정 긴축에 따른 신규 

개혁안 분담금 증액 예산 확보의 난항을 겪고 있음을 이해함을 밝힘 

� NEA를 통해 개별회원국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회원국간의 상생 발전을 기

대하며, 동 개혁안의 위원회 상정을 위한 컨센서스에 도달하기를 희망함

- (결과) 안전분야 신규 공동 프로젝트 HYMERE 참여

� (발언요지) 중요한 중대사고 현안인 수소가스 폭발 예방 및 완화와 관련

하여 매우 중요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분담금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참여 추진 할 예정임을 밝힘 

12. 원자력개발분야    

세부의제 I

ㆍ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 

저탄소전력시스템에서의 

시스템 효과 

초안 검토시 참고데이터 대체사용 

관련 반영여부 확인 

13. 원자력개발분야    

   세부의제 II 
ㆍ우라늄 2011 : 자원, 생산 및 수요

보고서 가치 향상 및 가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 일환으로 유관 

기관 활용 노력 요청  

14. NLC 의장 보고 
ㆍ원자력법위원회(NLC) 의장

  현황 보고 
-

15. 일본 원배법 

ㆍ후쿠시마사고 관련 일본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원배법)

  구두 발표 

사고 복구 및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노력 치하 및 원전 사업자에 대한 

무한책임의 파급 효과에 대한 질의 

16. ENET 현황 보고 
ㆍ유럽원자력에너지법원(ENET)

  운영 절차규칙에 관한 개정 승인
-

17. 타기구 활동 보고 ㆍOECD 산하 타기구의 활동보고 -

18. 의장단 선출 ㆍ의장단 선출 -

19. 차기 회의 일정 
ㆍ차기 회의 일정 (2013.4.25-26) 

ㆍ차차기 회의 일정(2013.10.24-25) 
-

20. 기타 논의사항 ㆍ기타 논의사항 

 [정책토론 차기주제 제안]

•파이낸싱(신규 원전 건설)

•폐로 (현황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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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영위원회 의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사전 회의 및 의장단 회의 논의 지원

- (운영위 의장직 유지) 운영위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Stratford가 

124차 운영위 시 사의 의사를 밝혔으나, 후보자 추천이 없어 당분간 계속 

수행할 예정임

- (대만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사안) 대만이 보유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

트에 대한 상호평가를 의뢰했으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NEA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이 전문가 선정을 통해 수행할 예정임. 관련 경비는 대

만측에서 부담할 예정임 

- (중국 CAEA와의 MOU 2013년 초 체결 예정) CAEA와 내년 초반 MOU 체

결 예정이나, 중국의 원자력 규제분야의 안전규제 등 법령과 법규 미비 및 

조직과 기술인력에서의 약점을 고려했을 경우 중국의 규제기관과 NEA의 

CNRA 및 CSNI와의 별도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국 

규제기관의 옵저버쉽 등 참여에 대한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 [의제7] 신규 출판 정책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B안의 채택을 권고함 

 차기 정책 토론 의제 논의 결과 

-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새로운 국제적 연구 방향에 따라 “후쿠시마 사고 이

후 원자력안전 정책” 및 “인허가 절차” 제안됨

- 원전 파이낸싱을 포함한 원전 개발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주제도 논의됨  

마. 정책 건의 : 회의참가 후 제안

 NEA 내 한국의 역할 모색과 영향력 증대 노력 강화

- 미국 및 일본 주도의 NEA 분담금 산정방식에 관한 예산 개혁안이 프랑스

를 포함하여 유럽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124차 이어 회원국간 합

의 도달에 실패함에 따라, 선진국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러시아 가입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4자 구도로 전개될 가능

성이 다분하며, 미국은 프랑스에 이어 러시아와 대립 구도 양상이 가질 것

으로 보임 

- 이에 미국 및 일본은 중국의 NEA 참여 및 활동 확대를 통해 러시아의 주

도권 견제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 이러한 선진국간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틈새 역할 수행을 통

한 영향력 발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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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NEA와 공동으로 워크샵 개최 등 중견국으로서의 Convener 역할 이

행이 필요함 

 NEA 내 한국 인력 진출 및 활동 활성화 필요성 제고

 러시아의 가입에 따른 NEA 활동 및 인력 진출 변화 양상 

- 러시아의 가입에 따라 그간 미국, 일본, 프랑스 주도로 추진되어 오던 NEA

의 POW에 프로그램 다각화 및 확대 등 많은 변화가 초래될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고위급 진출을 위한 선진국간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 출신의 인력이 NEA 진출 예정임에 따라, NEA사무국내에 인력 진

출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한국 NEA 인력 진출 적극적 모색 필요 

- 현재 NEA사무국내에 한국인 정규직 0명이며, CFE 파견 역시 1명으로 최악

의 인력 진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 빠른 시일내에 한국인 CFE 및 정규직 진출 도모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CRPPH 및 RWMC 분야의 한국 활동 참여 독려 필요 

- 두 분야 모두 한국의 회의 참석 및 관련 프로젝트 참여가 미진함에 따라, 

동 분야에 대한 홍보를 통한 전문가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한국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립 등 중대한 사안을 고려할 경우, 

NEA에서 이행되고 있는 폐로 관련 워크샵 및 Salt Club 참여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에 참여를 통해 정보 수집 및 경험 공유가 필요

- 스웨덴 및 벨기에의 경우 사용후 연료 심층처분저장소 및 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 처분 시설 허가의 일환으로 NEA의 상호평가를 의뢰한바,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정부의 정책 이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이에,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무 담당 기관의 RWMC 활동 참여를 통

한 국제적 처분 시설 현황 파악 및 국제공동 연구 참여가 필요함

- 세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NEA 전문가 그룹의 상호 평가 이행 역

시 한국의 대중들에게 처분 시설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NEA사무총장의 임기가 2년 연장 예정(‘14.4.30일): 2013년 초부터 교체과정 착

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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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6차 OECD/NEA 운영위원회 참석 및 지원

가. 회의 개요

 기간 및 장소: ‘13. 4. 25(목) ~ 26(금) 2일간, OECD 본부(프랑스 파리)

 참가국: NEA 30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IAEA, IEA, EC)

 한국측 참석자: KAERI 지광용 연구개발부원장 (수석대표), 주OECD한국대표부 

강상욱 과학관, NSSC 손승연 사무관, KAERI 정익 에너지정책연구팀장, 한국

원자력협력재단 김지영 주임   

 주요의제 

- ‘13～’14 NEA 사업계획 및 예산

- 의료용 동위원소 고위그룹 성명서 채택 및 활동 보고

- 중국 원자력청과 NEA 간 공동선언 승인 

나. 주요 결과  

 사무총장 임기 만료에 따른 각국의 동향 파악 및 진출 가능성 타진 

- 2014년 4월,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회원국의 진출 의사 동향 

및 진출 후보자 정보 등을 파악하여, 한국측의 고위직 인사 진출 가능성 모

색하기 위해 비공식 만찬 등을 통한 비외교적 네트워크 활용

- 동향 조사 결과 차기 사무총장에의 미국측 인사 지원이 확실시 되고, 프랑

스 측의 지원 의사가 있는 확인되었으나, 2013년 5월에 개최될 OECD 각료 

이사회에서의 NEA 차기 사무총장 선임절차 협의 이후에, 사실상 회원국의 

지원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임   

 HLG-MR 정책 이행 성명서 및 각 회원국 전달 승인

- 의료용동위원소 공급 보장을 위한 고위급 그룹(HLG-MR)가 2014년까지 전 

비용 회수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정책 이행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각 회원국 

해당 장관급에게 전달함을 승인함 

 (성명서 주요내용) 의료용 동위원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2014년 까지 Mo-99 생

산시설이 “전 생산 비용 회수(full cost recovery)“로 운영되기 위한 정부 조치 이

행 등 6 가지 원칙의 이행의 촉구 

 (논의결과)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미국 등이 성명서 전달에 적극 동의하였으

며, 캐나다의 일부 수정 제안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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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원자력청(CAEA)와 NEA간 협력 공동 선언서 승인

- 운영위는 중국원자력청과 NEA가 평화적 원자력 이용 분야의 협력에 관한 

공동 선언을 승인함. 

 1999년 NEA 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오랜 기간 NEA 활동에 참여 

및 협력(MDEP, GIF 및 국제공동프로젝트 참여)을 유지해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출범에 대한 현황 발표 

-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 원자력규제 이행기관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

여 원자력안전위원회(NSC)와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이 폐지

- 2012년 9월 환경성 산하의 독립규제위원회인 원자력규제청으로 일원화되어 

출범함 

 차기 정책 토론 주제 “폐로” 채택 

- 한국은 향후 국내의 폐로 사업 추진의 준비과정으로서 이미 폐로 경험을 보

유한 NEA 주요 회원국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으로부터의 주요 기술 현황 

등을 청취하고 해결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폐로”를 차

기 주제로 제의

- 금번 운영위에서 채택됨 

다. 우리나라 대표단 지원

 회의참가를 위하여 NEA에서 제공한 의제 검토

- 의제별로 관련 상설기술위원회 참가전문가의 검토의견 정리<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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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 내 용 아국입장

4. 2013-2014 프로그램

  제안 및 예산 

   

ㆍ2013-2014 PWB 및 데이터뱅크의 사업  및   

예산에 대해 승인 요청

ㆍ2012 잉여 출판 수익금 운용을 통한 후쿠시마 

사고 관련 추가 활동 시행 지원 승인 

ㆍ부록 I의 ‘12-’13 NEA 예산 보고

ㆍ부록 II의 상설위 연간 활동 보고 (연례보고서)

ㆍ부록 III의 공동연구프로젝트 현황 보고

ㆍ부록 IV의 CFE 현황 보고   

동의 

5. CAEA-NEA 

  협력 공동선언 

ㆍ중국 원자력청(CAEA)과 NEA간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분야의 협력에 관한 공동 선언 승인  

•공동선언 채결을 

환영함을 밝힘  

6. HLG-MR 

  활동현황 보고 

ㆍ의료용 동위원소 고위그룹 활동 보고 청취

ㆍHLG-MR 정책 권고안 이행에 관한 자기 

평가 결과에 대한 경과 보고 청취

ㆍ의료용 동위원소 관련 성명서 승인 및 회원국의정부 

장관급에 사무총장 성명서 전달을 요청함  

• ‘17년 동위원소 

생산국으로서 HLG-MR의  

정책 이행 권고 중요성 인식

•국내외 차별 언급  

7. MDEP 

  활동현황 보고 

ㆍ다국간 원전설계평가프로그램(MDEP)활동 보고 

ㆍMDEP 기술 사무국으로서의 NEA 활동 보고 
- 

8. 일본 NRA 발표 
ㆍ일본의 신설된 원자력규제청 (Nuclear 

Regulation Authority) 현황 발표 
•NRA 신설환영   

9. BASF* 공동

  프로젝트 이행 

ㆍ후쿠시마사고 벤치마킹 연구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 이행 보고 
동의 

10. HEAF** 공동

   프로젝트 이행 

ㆍ고에너지 Arcing Fault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 

이행 보고 
동의

11. CRPPH         

현황보고
ㆍCRPPH 현황 및 주요 성과 보고  -

12. NDC           

현황보고 
ㆍNDC 현황 및 주요 성과 보고 -

13. NPP장기운영의   

경제성에 관한   

보고서 

ㆍ“NPP 장기운영의 경제성”에 관한 보고서 발간 

보고  
-

14. 2012년 NEA    

연감초안승인 
ㆍ2012 NEA 활동 연감 초안 채택에 관한 보고  동의

15. 차기운영위원회 
ㆍ차기회의는 2013년 10월 24-25일 개최 예정임 

ㆍ차차기회의는 2014년 4월 15-16일 제안
동의

16. 기타 사항 ㆍ2013년 운영위 정책토론 주제 제안 요청 -

<표 32> 제126차 NEA 운영위원회 의제 검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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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회의시 수석대표의 발언을 지원

- (결과) 중국원자력청과 NEA 협력 공동선언서 채택

� (발언요지) NEA와 CAEA간 공동선언 체결을 환영하며 동 공동선언을 통해 

중국이 NEA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POW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NEA 

회원국에 상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 (결과) 일본의 원자력규체청 신설

� (발언요지) NRA 규제의 독립성 강화 및 규제 업무 일원화를 통해 출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중일 3국간 상시/비상시 정보교환체제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북아 지역 원자력안전에 기여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  

- (결과) 의료용동위원소 고위급 그룹 HLG-MR 성명서 승인  

� (발언요지) 전 세계 대중 건강 및 핵이학 발전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

는 동위원소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 인식하

고 있으며, 전 생산 비용 회수 등을 포함한 HLG-MR 그룹의 정책 이행 촉

구에 대해 관련 당국과 추가적 논의를 할 예정임. 

� 그러나 국내 동위원소 생산 목적의 원자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됨에 따

라, 세계 공급망을 교란시키지 않는 선에서 아국 내 국민에 대한 혜택을 주

는 등 내외국 차별을 둘 필요성을 역설함  

- (결과)제127차 운영위 정책토론 “폐로” 주제 채택

� (발언요지)아국 수석대표는 사무총장과의 의장단 사전회의를 통해 “폐로”를 

제127차 운영위 정책토론으로 다룰 것을 제안한바 있으며, 운영위 [기타의

제-정책토론] 논의시 사무총장의 주제 채택 지원 발언을 통해 반대의사 없

이 채택되었음 

� 2013년 10월 개최 예정인 127차 운영위 정책토론에 국내 전문가의 발제를 

위해 “폐로”분야의 고위급 전문가 추천이 필요함   

라. 운영위원회 의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의장단 회의 논의 지원 

- (사무총장 임기 만료) NEA 사무총장의 임기가 2012년 4월 만료됨에 따라 

금년 5월 OECD 각료 이사회에서 NEA 사무총장 임기 만료가 공식화될 예

정이며 이에, 사실상 차기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가 착수될 예정임 

� 한국측 대표는 사무총장의 임명 절차 및 추천 시기를 정하는 공식 채널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공식 절차 및 추진 시기 결정 권한은 OECD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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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y General)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 유럽의 현지 상황상 6~8월(휴가기간)은 행정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일에 예

상됨에 따라 가시적 후보 등록 절차 등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 될 것

으로 판단됨 

- (운영위 의장직 유지) 운영위 의장인 R. Stratford는 124차 회의시 사임 의사

를 밝힌 후 적임자가 없어 의장직을 연장 수행하고 있으나, 사무총장의 교

체 등의 시기를 고려하여 2014년 4월 (제128차) 운영위까지 의장직 유지 의

사를 밝힘

- (인도의 Halden Project 참여 사안) Halden 국제공동프로젝트에 인도가 NEA 

사무국을 통해 참여의사를 밝히고 NEA측이 이를 승인하였으나, 인도 참여 

확인이 추후에 진행되어, 노르웨이측은 인도 참여여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인도의 프로젝트 첫 분담금 납부가 완료 되는 등 큰 혼선이 빚어졌음

� 더욱이 노르웨이는 NPT 비원회원국인 인도의 동 프로젝트에 참여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명하여 양국간 외교 갈등 조짐으로 번짐에 따라 문제 해결

을 위해 노르웨이 및 뉴델리로 협상단을 파견, 현재 협상 진행 중임  

- (대만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사안) 대만이 보유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

트에 대한 상호평가가 이행되었으며, NEA 기술적 지원에 대한 보고서가 곧 

발간될 예정임

마. 정책 건의: 회의 참가 후 제안

 NEA 내 인사 관련 주요 동향 및 전망, 한국의 대응 전략

 차기 사무총장에 미국측 고위급 인사 지원 가능성 확인 

- 비외교 네트워크에 따르면, 미국측의 고위급 인사가 차기 사무총장으로 지

원할 가능성이 대두됨.  

� 프랑스측도 차기 사무총장직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시사됨에 따라, 미·프 

양국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외교적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프랑스측은 2012년 NEA 예산개혁안 상정에 강력히 반대하여 예산개

혁 주도국인 미국측 및 NEA 사무국과의 입장 차이를 보인바 있음

 사무총장 지원 예상 국가는 임기가 함께 만료하는 사무총장과 운영위 의장직을 

연계하는 전략을 감안하고 있음. 

- 미국 고위급 인사의 사무총장 출마가 확실해 질 경우, 한국은 사무부총장

(DDG, 전임: Janice Lee(전 NRC, 현 IAEA)) 또는 각 국(Division)의 국장

(Head)직 등 고위직에 한국 전문가 진출을 위한 미국 또는 프랑스 등과의 

협상 전개 및 진출 대비책 마련을 위한 사전 전략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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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 사무국 고위급의 임기 만료에 따른 사무국 인력 교체 예상  

- 사무총장(Mr. Echavarri(스페인, 2014.04 임기만료), 사무차장 겸 사무부총장

대행 Mr. Dujardin(프랑스, 2014.10)) 등 사무국 고위급의 대규모 임기 만료

에 따라, 오랜기간 고위직을 차지해오던 인력이 대거 교체될 예정임 

- 한국은 동 환경변화를 국내 전문가 인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

기구 인력풀 DB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획 등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러시아의 가입에 따른 NEA 주요 활동 및 인력 진출 변화 양상

- 러시아 환영 리셉션에 OECD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인 Mr. Angel Gurria

가 참석하여, 러시아의 NEA 가입을 러시아가 OECD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한 

첫 계단으로 평가하므로, 향후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미국, 일본, 프랑스 주도로 추진되어 오던 NEA의 프로그램 및 사무국의 고

위직 안배가 러시아의 가입으로 ‘15~‘16년부터는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러시아가 NEA 활동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이전인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NEA 위상확보를 위한 전략적 추진이 완료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NEA 고위직 진출 및 국내 수요에 적합한 NEA 프로그램 발굴 

등에 대한 조속한 실천방안 마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 주요 이슈 관련 동향 파악, 한국의 대응 전략

 중국의 NEA 향후 정식 회원국 가입을 위한 초기 단계 협력의 증진 양상을 보임 

- NEA 및 회원국이 중국 규제기관의 협력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동 선언서 채택은 향후 규제 기관 및 정부 부처와의 MOU 체결을 논

의에 필요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짐

- 이는 향후 정식 회원국 가입을 위한 초기 단계의 협력으로 보여짐

 "의료용 동위원소의 안정 공급에 대한 공동 성명서“가 NEA로부터 회원국 정부

에 전달될 예정으로 합의 사항의 이행과 가격 상승 예상에 따른 국내 부처간 대

응책 마련이 필요함

- 주요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국(미국, 네델란드 등)의 전 생산 비용 회수조치

가 이행되고 있으며 의료용 동위원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관계부처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의료 수가 보상을 통해 전 생산 비용 회수 조치 및 저농축우라

늄 (LEU) 연료로의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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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7차 OECD/NEA 운영위원회 참석 및 지원

가. 회의 개요

 기간 및 장소:  ‘13. 10. 24(목) ~ 25(금) 2일간, OECD 본부(프랑스 파리)

 OECD/NEA 사무총장 진출 관련 외교활동을 위해 2013.10.21~24 OECD 사무총장 

비서실장, OECD 사무차장, 미국·프랑스·일본 대표단과 양자면담 수행

 참가국: NEA 30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IAEA, IEA, EC)

 한국측 참석자: 문해주 우주원자력정책관(수석대표), 곽재규 사무관(미래부), 이

민정 사무관, 안지현 사무관(원안위), 김민지 서기관(외교부), 지광용 부원장, 

정익 팀장(원자력연구원), 이계석 팀장(연구재단), 김지영 주임(원자력협력재단), 

당관 강상욱 참사관

 주요 의제

-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NEA의 안전대응과 교훈

- 프랑스, 일본 운영위 의장단 후보 선임에 대한 회원국 승인

나. 주요 결과

 NEA 사무총장 진출 관련 외교활동 전개, 현지 동향 파악

- 한국 대표단은 OECD/NEA 사무총장 진출 관련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OECD(사무차장, 비서실장) 및 주요 회원국(미국, 일본, 프랑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후보자 하재주 소장(원자력연구원 신형원자로개발연구소)의 

OECD/NEA 사무총장 진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미국은 NEA 사무총장 

진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회원국 및 OECD 사무차장과 협력방안 논의

- 프랑스,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회원국과의 양자면담 및 OECD 사무차장과

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양국간 원자력협력방안 및 OECD와의 협력방

안을 논의함

� (프랑스) 고속로 개발 협력, 원자력안전 협력, 원자력공동위 개최방안 협의 

� (미국)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용성 확보,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 논의

� (일본) 원자력 R&D 및 국제공동연구 협력,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협력 

강화 등 협의

� (OECD) 과학기술 장관급 회의 개최를 통한 창조경제 협력 강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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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 대표단 지원

 회의참가를 위하여 NEA에서 제공한 의제 검토

- 의제별로 관련 상설기술위원회 참가전문가의 검토의견 정리<표 30> 

 

의 제 내 용 아국입장

4. 2013-2014 프로그램 
및 예산

 

ㆍ2013-2014 PWB 및 데이터뱅크의 사업    
수정 사항에 대한 승인 요청

ㆍ승인된 내용은 사무총장을 거쳐 OECD     
전체사업 및 예산에 대한 이사회 검토를 거침

동의

5. 후쿠시마 사고  관련 
NEA 

   보고서 보고  

ㆍ“후쿠시마 원전 사고 : OECD/NEA의 원자력    
안전 대응 및 교훈”에 관한 보고서 발표 

ㆍ후쿠시마 사고 관련 NEA 향후 활동 계획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반영한 OECD/ATLAS 
프로젝트 한국주관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약속, 
타국의 적극참여 요청

6.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황 발표 ㆍ일본 대표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최근 현황   

 구두 발제

•일본정부에 사고 
복구 제염 현황의 
식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요청

7.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위한 NEA 
참여 계획안 승인 

ㆍ비회원국과의 협력을 위한 NEA 참여 계획안 
승인 

ㆍ승인된 계획안을 대외활동위원회를 통해 
OECD 이사회 송부에 동의 

동의

8. GIF 활동보고
 

ㆍGIF 활동 및 기술사무국인 NEA의 활동에 
관한 현황 보고 청취  

-

9. NEA 위원회 임무 
및 구조 ㆍNEA 위원회 임무 및 구조 업데이트 보고 동의

10. RWMC 현황보고 
ㆍRWMC 현황 및 주요 성과 보고 청취

•제15차 FSC 연례회의 
및 국제워크숍(2014.6월) 

한국개최 협조 요청

11. NEA 폐로 활동 
보고  

ㆍ폐로 및 해체에 관한 작업반(WPDD)의 주요 
활동 현황 및 최신 연구 성과에 관한 보고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폐로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밝힘 

12.후행 핵연료   
주기의 비용에  
관한 보고서 발행

 

ㆍ후행 핵연료 주기의 비용에 관한 보고서 
발행 보고 

•‘94년 이래 20년만의 
핵연료주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로써 큰 기여를 환영

13. 타기구 활동     
보고 

ㆍOECD 산하 타기구의 활동보고 
 -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OECD 환경국  -

14. 의장단 선임  ㆍ위원회 의장단 선임 동의

15. 차기           
운영위원회 

ㆍ차기회의는 2014년 4월 15-16일 개최 예정임 

ㆍ차차기회의는 2014년 10월 30-31일 제안
동의

16. 기타 사항 
ㆍ2013-2014 NEA 공동주최 컨퍼런스 및 

심포지움 리스트  

ㆍ2014년 운영위 정책토론 주제 제안 요청 

-

<표 33> 제127차 NEA 운영위원회 의제 검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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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회의시 수석대표의 발언을 지원

- (2013-2014 프로그램 및 예산 수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2013-2014 NEA 

프로그램 중 「원자력 사고와 손해배상 이슈의 비용 및 전기요금에 대한 영

향」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0,000유로를 특별 기여하겠다고 밝힘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황 발표와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의 최인접

국으로서 후쿠시마 사고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으로 한국 대중들의 관심

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실상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현황 및 정보 공유를 통

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발언

- (GIF 활동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한국대표단은 GIF 기술사무국으로서의 

NEA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관리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 및 

GIF 회원국의 동향과 협의체 내에서의 역학 관계를 객관적으로 수행 등 기

여도를 높이 평가하며 금년 3월부터 기술국장(Technical Director)으로 한국

의 한도희 박사가 선임된 것에 대해 한국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함. 한국은 

GIF 전문가그룹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

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의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언급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수석대표는 내년 6월 15차 

FSC(Forum on Stakeholder Confidence, 이해관계자 신뢰에 관한 포럼) 연

례회의 및 국제 워크숍의 한국 개최를 통해 전 세계의 폐기물 분야 이해 관

계자와 해당 지역사회간의 성공적인 신뢰구축 과정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

션 방법에 대한 경험을 배우고, 한국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면, 한

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수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도 증진 등 

FSC의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

언

- (폐로 활동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수석대표는 NEA가 RWMC 산하의 폐로 

및 해체에 관한 작업반(WPDD)을 중심으로 다양한 폐로 관련 활동을 전개

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폐로 관

련 활동에 참여할 예정임을 밝힘

- (후행 핵연료 주기의 비용에 관한 보고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석대표는 

1994년 “핵연료주기경제성 평가” 보고서 발간 이후, 20여년 만에 NEA 회원

국의 광범위한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회원국 및 신규 원자력 도입

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100 -

라. NEA 사무총장 진출 지원 활동 및 양자간 협력방안 논의 지원 

 한국대표단은 OECD/NEA 사무총장 진출 관련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OECD

(사무차장, 비서실장), 주요 회원국(미국, 일본, 프랑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나라 후보자 하재주 박사(원자력연구원 신형원자로개발연구소)의 OECD/NEA 

사무총장 진출 지원을 요청함

- 하재주 소장의 경력과 역량을 소개하고 발전량 기준 세계 5위의 원자력 위

상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으며, 

OECD/NEA 예산개혁안 논의시 회원국을 설득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

였음을 강조하며 회원국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NEA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 가브리엘라 라모스(Gabriela Ramos) OECD 비서실장은 120여명의 NEA 사

무총장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로 6-7명의 short list가 조만간 작성되고 인

터뷰 등을 통해 사무총장이 선정될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NEA 비

전제시 등 완벽한 인터뷰 대응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함

� 11월 하순경 6~7명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실시, 12월중 최종 지명 예정이

며, 한국의하재주 소장은 6~7명의 면접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 미국은 NEA 사무총장 후보자인 W. Magwood(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함

- 특히, 지난 2011년 OECD 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선출시 우리나라가 일본 

출신 노부오 다나카(Nobuo Tanaka) 사무총장 연임을 적극 지지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일본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함

 프랑스 원자력청(CEA) 대외협력부국장 다니엘 이라케인(Daniel IRACANE) 등 

프랑스대표단과의 양자면담 내용

- 고속로의 실험시설 및 기기설계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원자력손해배상

보충협약가입, 방사성폐기물처리, 사용후핵연료 정책, 원자력개발에 대한 수

용성 확보,Mo-99 공급, 중소형원자로 개발, NEA 원자력안전 공동연구 프로

젝트 추진 등 다양한분야에 대한 상호입장을 확인함

- 2014년 개최 예정인 제21차 한불원자력공동위 추진과 관련하여 양국의 관심

의제를 양국간 협력창구를 통해 전달하고 사전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실질적

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동의함

 미국에너지부 차관보 피터 라이욘스(Peter Lyons) 등 미국 대표단과의 양자 면

담 내용

- 양국은 최근 원자력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지난 9월말 개최된 한미원자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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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회 개최결과를 논의함. 

- 미국은 한국의 제8차 IFNEC (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집행위원회의 한국개최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함

- 파이로연구,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자력 개발

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확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 의견교환 

하였음

 일본원자력청규제청(NRA) 국제협력국장 히로시 야마가타(Hiroshi Yamagata) 

등 일본대표단과의 양자면담 내용

- 소듐냉각고속로, 방사선 및 중대사고 연구 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 현황을 

언급하면서, 양국간 원자력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채널 신설을 

제안함

- 한국은 OECD/NEA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로 SERENA (원전 중대사고시의 

증기폭발 현상규명) 프로젝트에 이어, OECD-ATLAS 프로젝트를 2014년 3

월 착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참여를 요청함

-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을 통

해 지역내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한국은 FNCA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힘

- 일본측은 금년 12월 중순 고위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OECD 사무차장 린타로 다마키(Rintaro Tamaki)와의 면담내용

- 지난 10월 중순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2015년 과학기술 장관

급 회의의 한국 개최가 결정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함

- 창조경제 협력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언급함

마. 정책 건의: 회의 참가 후 제안

 원자력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원자력국제기구 수장

으로 진출한 사례가 전무한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후보자가 NEA 사무

총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총력 지원이 요청됨

 이와 더불어 120여명의 후보자가 응모하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인터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철저한 인터뷰 준비가 필요함

 또한 미국은 NEA 사무총장 진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략적 

대응방안이 요청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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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미래부가 OECD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장관급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그동안 OECD에서 논의해 온 혁신정

책을 함께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치밀한 회의 개최 준비가 필요함

 한국은 향후 10년 내에 원전의 해체기술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한 해체기

술의 확보를 위하여 해체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 노력과 미국, 영국, 프랑스, 일

본 등 주요선진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제128차 OECD/NEA 운영위원회 참석 및 지원

가. 회의 개요

 기간 및 장소:  ‘14. 4. 15(화) ~ 16(수) 2일간, OECD 본부(프랑스 파리)

 OECD/NEA 사무총장 진출 관련 외교활동을 위해 2013.10.21~24 OECD 사무총장 

비서실장, OECD 사무차장, 미국·프랑스·일본 대표단과 양자면담 수행

 참가국: NEA 31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IAEA, IEA, EC)

 한국측 참석자: 오성환 과장(수석대표), 박주연 외무사무관(외교부), 안경화 사

무관, 송완호(미래부), 지광용 부원장, 한도희 본부장, 정익 팀장(원자력연구원), 

정서영 주임, 김준용 연구원(원자력협력재단), 당관 허성욱 참사관

 주요 의제

- 사무총장 임기 만료 및 차기 사무총장 업무 계획 논의

- 글로벌 원자력 배상제도에 관한 정책토론

나. 주요 결과

 사무총장 임기 만료 및 차기 사무총장 업무 계획

- 신임사무총장 지명자인 William Magwood(미국, NRA 규제위원)가 참석

- 신임사무총장은 9월 1일 업무 착수예정임(사무차장 Thierry Dujardin이 부

임시까지 사무총장 대행).

- 이번 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퇴임하는 Luis Echavarri 현 사무총장은 그

간 많은 지지를 보내준 회원국들에 감사를 표함. 

 중국 국가핵안전국(NNSA)과 NEA 간 MoU 체결 승인 및 중국에너지청

(C/NEA)과 NEA 간의 MoU 체결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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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은 중국의 NEA 활동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MoU의 최종문안

과 중국의 NEA 참여 강화를 지지

- 운영위원회는 중국 NNSA/C/NEA-NEA 간 MoU 체결 및 체결 가능성 검

토 결과 이를 승인함.

 NEA의 IFNEC 참여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 청취 및 사무국의 추진방향 설정

- NEA는 IFNEC 기술사무국 서비스를 제공하나 업무예산은 IFNEC 회원국이 

분담하고 있으므로 NEA 예산에의 영향은 없음을 설명

- NEA의 IFNEC 사무국 역할 수행에 대한 추가 논의를 차기 IFNEC 집행위

에서 진행하기로 함.  

 의료용동위원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동성명서의 서명 및 채택에 실패 

- 다수의 회원국이 NEA가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는 공동성명서(RI 생산

에 저농축우라늄 사용 및 전비용회수 원칙 준수)의 회원국 정부 서명이 주

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와 회원국 내부 절차의 진행 소요시간 및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공동성명의 채택과 회원국 정부의 서명시점 등에 수정을 

요구함.

- 회원국은 차기 의료용 동위원소 고위급 회의 개최 시점(‘14.7)을 유념하여 

사무국이 공동성명서의  승인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됨.

 글로벌 원자력 배상제도에 관한 정책토론

- 원자력 배상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글로벌 레짐의 구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CSC(원자력손해배상보충배상협약) 관련 미국과 프랑스간 합의한 

공동성명을 소개함.

- 다수의 원자력손해보상 국제협약 가입국들은 글로벌 레짐에 동참을 요구한 

반면, 비원자력국가들은 추가적 재원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인센티브가 없

음을 지적함. 

다. 우리나라 대표단 지원

 회의참가를 위하여 NEA에서 제공한 의제 검토

- 의제별로 관련 상설기술위원회 참가전문가의 검토의견 정리<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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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 내 용 아국입장

4. 2015-2016 프로그램 
및 예산

 

ㆍ2013-2014 PWB 및 데이터뱅크의 사업    
수정 사항에 대한 승인 요청

ㆍ승인된 내용은 사무총장을 거쳐 OECD     
전체사업 및 예산에 대한 이사회 검토를 거침

동의

5. 국가핵안전국 
(NNSA)과 NEA간의 
양해각서(MoU) 체결

ㆍ국가핵안전국 (NNSA)과 원자력 규제 및 방
사선 안전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 보고 

• MOU 체결 적극 환
영

6. 중국에너지청 
(C/NEA)과 NEA간의 
MoU 체결

ㆍ중국에너지청(이하 C/NEA)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분야에 관한 MoU 체결 보고

• 양측간 호혜적 협력
이 증진 기대

7. 비회원국과의 협력
에 관한 NEA참여계
획안 갱신 

ㆍ비회원국과의 협력에 관한 갱신된 NEA 참여 
계획안 보고

• 비회원국의 보다 적
극적인 참여 언급

8. 의료용동위원소 수
급 안정에 관한 공
동성명서 

ㆍ의료용동위원소 수급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
서에 관해 설명

ㆍ시행절차 및 향후 계획 보고
-

9. IFNEC 현황 및 
NEA의 IFNEC 향후 
참여 방향 논의 

ㆍIFNEC 현황 및 NEA의 IFNEC 향후 참여 방
향에 대해 보고 -

10. MDEP(다국가간 원
전설계평가 프로그
램) 활동 현황 보고

ㆍMDEP의 활동현황과 기술사무국으로서 NEA
의 관련 활동현황 보고

ㆍ차기회의 일정 보고
-

11. 유럽원자력에너지법원 
(ENET) 판사임명 절
차 승인 

ㆍ유럽원자력에너지법원(ENET)의 판사임명 절
차 보고

ㆍ판사임명절차안 및 9번째 임기 판사지명회원
국 명단을 OECD 이사회가 승인 권고

• 이견 없음 

12.ATLAS 국제공동 프
로젝트 이행

 

ㆍ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인 아
틀라스(ATLAS)를 이용한 국제공동프로젝트 이
행 보고

• ATLAS로 NEA 공동
연구를 주도하게 된 
것에 깊이 감사 표명

13. NSC (원자력과학
위원회)활동 현황 
보고

ㆍ원자력과학위원회(NSC) 현황 및 주요 성과 
보고  -

14. 데이터뱅크 (DATA 
BANK) 활동 현황 
보고 

ㆍ데이터뱅크 (DATA BANK) 현황 및 주요 활
동 결과 보고 -

15. 방사선 및 갑상선
암에 관한 국제워크
숍 개최 결과보고 

ㆍ방사선 및 갑상선암에 관한 국제워크숍 결과
(2.21-23 일본, 도쿄) 보고 -

16. 2013년 NEA 연감
초안 승인 ㆍ2013 NEA 활동 연감 초안 채택에 관해 보고 동의

17. 차기 운영위원회 
일정

ㆍ차기 회의 '14년 10월 30-31일, 

ㆍ차차기 회의 ‘15년 4월 23일~24일
동의

18. 벨기에 원자로 현
황 보고

ㆍ가동 중단된 벨기에 원자로 현황 보고

ㆍ점검 결과 및 영향 보고
동의

<표 34> 제127차 NEA 운영위원회 의제 검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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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 건의: 회의 참가 후 관찰 및 평가

 신임 사무총장의 부임(‘14.9.1) 및 운영위원회 의장(Richard Stratford, 미 DoS) 

임기종료 (’14.10)로 하반기 NEA 사무국의 구조 및 인사에 변동이 있을 전망

- 회원국에 차기 운영위원회 의장 후임의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미국의 사무

총장 수임으로 미국외 회원국가에서 의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국가핵안전국(NNSA)/에너지청(C/NEA)과 NEA 간 MoU 체결 승인으로 

지금까지 초청국이었던 중국의 NEA 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NEA의 IFNEC 사무국 업무 수행 등 활동 참여에 관한 보고 후 회원국의 의견 

청취 등 향후 논의 진행에 합의하여 차기 IFNEC 집행위원회(‘14.10.17, 서울)에

서 중점사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 

 의료용동위원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동성명서의 서명 및 채택에 실패로 추

가 논의와 회원국 정부의 참여를 위한 장관급 회담 등 사무국의 조치가 예상

 원자력손해보상레짐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국제 공동 노력

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음

- CSC는 미국 등 4개국 가입에 이은 일본의 동참으로 연내 발효될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참여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가 이어질 전망

 의장단회의(비공개)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후 OECD 차원에서 러시아와

의 협력 추진의 신중 방침을 전달하여 향후 러시아의 활동에 영향이 있을 전망 

 우리나라 주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ATLAS 착수에 앞서 원자력안전국장이 

운영위원회에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고하고 주요 회원국들이 지지와 기대 표명 

5. 제129차 OECD/NEA 운영위원회 참석 및 지원

가. 회의 개요

 기간 및 장소:  ‘14. 10. 30(목) ~ 31(금) 2일간, OECD 본부(프랑스 파리)

 참가국: NEA 31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IAEA, IEA, EC)

 한국측 참석자: 오성환 과장(수석대표), 박지숙 외무사무관(외교부), 김흥회 부

원장, 지광용 박사, 정익 팀장(원자력연구원), 하종태 부장(안전기술원), 정서영 

주임(원자력협력재단), 당관 허성욱 참사관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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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운영 예산을 고려한 운영 방안 논의

- IFNEC 등 기술사무국 역할 관련 사항 논의

나. 주요 결과

 사무국이 제안한 2015년 예산안(‘14년 대비 0.9% 증액)은 회원국이 ’폭넓은 지지

(broad support)'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시한 채 OECD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영국, 프랑스는 예산 증액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도 예산 증액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서, 예산

절감을 위한 사무국의 업무 효율화 노력을 강조

 NEA의 IFNEC(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기술사무국 역할 수행 관련 사항은 차기 운영위원회(내년 4월)에서 논의 결정

- 사무국은 NEA가 IFNEC의 기술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예

산은 회원국의 자발적인 현물 및 재정적 기여에만 의존

- NEA의 임무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활동에 대해 정

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으나, 유럽의 다수 회원국

이 이에 대해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

- NEA 사무국은 IFNEC 등 타 기구와의 업무 중복 가능성, NEA의 IFNEC 

기술사무국으로서의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기술사무국 역할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예산 확보 및 분배(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람

키로 하고, 상세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

 NEA의 조직구조 및 업무절차 변경 방안

- 사무국은 사안별 필요에 따라 3-5명의 회원국 고위급 정부 인사들로 외부자

문단을 구성하고 수개월 정도의 단기 임기로 활동하는 방안을 구상 중

 사무국 인원 공석 및 의장단 변화 보고

- 사무국은 법무과장직이 금년 10월31일자로 공석이 되며, 사무차장 대행직도 

내년 4월 공석 예정임을 설명

- 현재 공모 중인 원자력개발과장직에 대한 최종면접은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

- Richard STRATFORD(미 국무부) 현 의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네덜란

드의 Marie-Elise HOEDEMAKERS(경제부) 현 부의장이 신임 의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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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Peter LYONS 에너지부 원자력차관보가 신규 부의장으로 결정

- 지광용(한국, KAERI), Yamagata(일본, NRA), Journes(프랑스, CEA), 

Ziakova(슬로바키아, NRA) 부의장은 유임

 정책 토론 결과

- 회원국은 토륨이 현재의 우라늄을 잇는 미래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함

- 상용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제성, 핵비확산 등 토륨 핵연료주기의 현안과 

기술적 과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

- NEA는 회원국에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다. 우리나라 대표단 지원

 회의참가를 위하여 NEA에서 제공한 의제 검토

- 의제별로 관련 상설기술위원회 참가전문가의 검토의견 정리<표 30> 

 

의 제 내 용 아국입장

2. 2015-2016 프로그램 
및 예산

 

ㆍ2015-2016 PWB 및 데이터뱅크의 사업    
수정 사항에 대한 승인 요청

ㆍNEA 프로그램 및 구조 검토 그리고 연계, 
가시성 및 아웃리치 계획에 관하여 보고

동의

3. NEA의 IFNEC 
기술사무국 역할 
동의 

ㆍFNEC 개요, 현황 및 2014년도 서울 IFNEC 
집행위의 주요 결과 보고 

ㆍ제안된 NEA의 IFNEC 기술사무국 역할 수행을 
승인 

•사무국 역할 수행에 
긍정적 평가 발언

•정례적인 활동 결과 
보고를 제안

4. NEA의 GIF 
기술사무국 활동에 
관한 현황 청취

ㆍNEA의 GIF 기술사무국으로서 최근 1년 활동 
보고

•NEA 노고 치하

5. NEA 위원회 임무 
및 구조 보고 ㆍ갱신된 NEA 위원회 임무 및 구조 보고 -

6. 원자력시설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파리협약 적용 
결의 및 권고 승인 

ㆍ해체를 진행 중인 원자력시설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파리협약 적용 결의 및 
권고 보고 

ㆍ운영위의 기존 권고 폐기 및 동 자료의 
대중 공개 승인 여부 결정

동의

7.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 
의장 보고 청취 ㆍCSNI의 최근 성과와 향후 계획 보고

ATLAS 공동연구프로젝트 
협력 강조

8. 원자력 규제조직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용

ㆍ원자력 규제조직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용

•아국의 활동을 
소개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 표명

9. 우라늄 채광의 환경 ㆍ우라늄 채광의 환경 및 보건 영향 관리에 •이견 없음 

<표 35> 제127차 NEA 운영위원회 의제 검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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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장단 회의 지원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29일 9:30-17:00, OECD NEA 본부

- 각 상설기술위원회 의장이 참여한 연차회의가 함께 개최

 참석 : 운영위원회 의장단, NEA 사무국 각 부서장 참석

- 한국 참석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광용 선임연구위원 

 의장단 회의 운영 방식 관련, NEA 상설기술위원회 의장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연 1회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됨.

- NEA 운영위 회의 자료를 NEA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예정

 사무국 내 인원 현황 관련, 사무국측은 향후 6개월 이내 공석이 다수 발생할 

예정임을 설명

- Steven Burns(미국) 법무과장은 금년 10월 31일 NEA를 떠날 예정이고, 

Thierry Dujardin 사무차장 대행은 ‘15년 4월 임기가 종료(금년 11월에 정년

에 도달하나 사무총장의 교체로 업무 공백 방지 차원에서 임기를 연장)

       NEA 사무국은 Steven Burns 법무과장 후임으로 고위급의 전문가를 희망 

- 현재 공모를 진행 중인 원자력개발과장직에는 59명이 응모하여 6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11월 중 최종면접을 거쳐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최종결정

이 내려질 예정

       최종 후보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재주 전임 신형원자로개발연구소장

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력한 후보들 중 한사람으로 알려짐.

및 보건 영향 관리에 
관한 보고 관한 보고 및 청취

10. 운영위 관심 분야 타 
OECD 부서 활동 
보고

ㆍIEA는 ‘변화의 힘 : 바람, 태양 그리고 유연한 
전력 체계 경제’라는 연구의 경과 및 성과 보고

ㆍ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배열에 
관하여 발표

-

11. 의장단 선출

ㆍOECD/NEA 운영위원회 의장 은퇴로 부의장중 
한명인 네덜란드의 Maris-Elise 
HOEDEMAKERS가 단일 의장 후보 승인

ㆍ부의장단에 미국의 Peter Lyons(에너지부) 
차관보가 신규 부의장 후보로 추천

-

12. NEA의 IFNEC 영구 
참관자격 승인 보고

ㆍNEA의 IFNEC 영구 참관자격 승인에 관한 
보고

동의

13. 차기           
운영위원회 

ㆍ차기회의는 2015년 4월 23-24일 개최 예정임 

ㆍ차차기회의는 10월 29-30일 제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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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의 조직 구조 및 업무 절차를 검토하고 이에 관하여 권고하기 위한 외부

자문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사무국측은 사안별 필요에 따라 3-5명의 회원국 고

위급 인사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수개월 정도의 단기 임기로 활동하는 방안

을 구상 중임을 설명함.

- 아울러, NEA Data Bank 역할 및 성과 점검을 위한 TF도 가동 예정 

 러시아와의 협력 관련, 정치적 관점을 떠나 연구 증진 측면에서 각 상설기술위

원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계속 추진키로 함.

마. 정책 건의: 회의 참가 후 제안

 회원국들의 심각한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NEA 및 데이터뱅크의 예산 증액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예산의 감축, 효율적인 활용 및 재정 건전성 요구는 지속 제기될 것으로 판단

 NEA의 IFNEC 기술사무국 수행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함

- NEA 회원국과 중복되는 IFNEC 회원국들이 IFNEC 집행위원회에서 동 사

안을 기승인한 점과 미국의 적극적인 입장 등을 감안할 때, 차기 운영위에

서는 NEA의 IFNEC 기술사무국 역할 수행이 승인예상

 Magwood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14,9) 이후 조직과 인사 전반에 대한 개혁 추

진 의사를 밝힘

- 9년 만에 운영위 의장이 교체되었으며, 사무국 3개 고위직이 향후 6개월 내 

교체될 예정인 만큼, NEA 내 체제 변화를 지속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

응해 나가는 노력 필요

 Magwood 사무총장은 11월 말 TRM+ 본 행사 참가에 앞서 한국내 원자력 분

야 최고위급 정책결정권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인맥구축 모색

-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NEA와 협력을 강

화시켜나가는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원자력개발과장 등 NEA 내 고위직 진출 및 외부자문단에 대한 진출 등에

도 긍정적 결과 기대

 대표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상을 제안

-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점에서 NEA와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가 동

일함을 들어 향후 상호 협력여지가 크다는 점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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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25차~제129차 운영위원회 정책토론회 발표 및 토론 

가. 제125차 정책토론회

 개요

 원자력 안전 심층 방호를 주제로 토론

 원자력 심층 방호에 대한 주요국(한국, 미국, 영국) 및 세계원전사업협의

(WANO)의 발표한 주요 내용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심층 방호에 

대한 한국의 관점, 접근 및 조치”에 대해 발표 내용

-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의 심층 방호에 대한 특별안전점검(SSI)을 통해  21

기의 한국 가동 원전, 연구용 원자로, 연료주기시설에 관한 점검 진행 및  

고리1 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심층 점검 진행중이며, NSSC를 설립함

 I) 비상대응 II) 중대사고 완화 III)중대사고 예방 IV) 자연재해 위험 검사 4단계로 심층방호 

- 특별안전점검의 주요 결과 : 자연재해로부터 원전 방호, 중대 사고 진행 미

연 방지,  방사능 환경 방출 최소화, 비상대책개선 및 다수기사고에 대한 비

상대응 강화에 관한 50개의 권고안을 도출하고, 2015년까지 동 권고안 이행 

예정임

- 후쿠시마 사고 분석 및 교훈을 통해 도출된 심층 방호 강화 결론

� 인적적  요소 : 전문인력(HRD) 부족 현상 완화, 차세대로의 기술 이전 및 안전문화갱신  

� 조직적  요소 : 독립 규제 기관 설립  

� 기술적 요인  : 부지선정의 중요성,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제조, 건설, 운전경험반영체계 

(OEF) 기술적 요인 강화 역설  

- 결론적으로 심층방어의 적용범위확대, 수준별 독립성강화, 부지 안전성 확

인, 사건중립 안전수준, PSA 활용확대 및 MDEP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영국 원자력시설검사청(NII) Mike WEIGHTMAN NEA CNRA 의장의 심층방

호에 관한 NEA 안전위원회의 통찰에 관한 발표 내용

- 후쿠시마 사고시 심층방호 이행과 관련하여, 초기 지진등을 비롯하여 안전 

시스템상으로는 성공적으로 심층방호가 이행되었다고 평가 내렸으나, 1-4단

계의 심층 방벽이 붕괴됨에 따라, 환경 방출 최소화 및 대중 보호를 위한 

마지막 방벽이 5단계 역시 이행되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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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심층방호에 관한 ① 개념 및 이행 ② 예방 및 완화간의 균형 ③ 설계 

및 자연재해를 고려한 부지선정의 중요성 ④ 대규모 인구에 대한 대책 조치 

(비상사고 대비한 시뮬레이션 사전 진행) ⑤ 글로벌 조화 (다양한 원자력 안

전에 대한 접근법, 경험 및 교훈 공유를 통한 보다 높은 수준의 심층방호 

기준 성취케 가능함) ⑥ 규제기관의 역할 (대중 신뢰성 구축을 위한 독립성 

확보) ⑦  안전 조직 문화 개선 을 제시함 

- 심층방호에 관한 지속적인 조직적 ⋅ 문화적⋅ 기술적 발전을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심층 방호에 관한 중요한 교훈으로 지적 및 역설함   

 미국 NRC William D. MAGWOOD 원자력규제위원의 원자력 안전 심층방호

에 대한 미국의 관점에 관한 발표 내용

- 1974년 에너지 재조직법에 의해 원자력위원회가 현 에너지부 (DOE) 와 원

자력규제위원회 (NRC)로 분리되어, NRC는 현재 4000여명의 직원규모임

- 5년 임기의 위원장은 국회 및 대중에서 관련 사항 보고만 진행하며, 기타 

어느 조직 및 어느 부서도 NRC를 감독하거나 NRC가 관련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않음 

-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절대적 안전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이 없으므로, 안전 및 

사건에 대한 사례별 분석 및 판단하여 대중에 동 사항 보고하는바, 추상적

인 개념을 실재하는 규제 개념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이행함 

- 미국의 심층방호 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중대사고시 대중 위험 감소를 

위해 다중의 방벽 요구되며, 사고 시에 동 방어층은 한 방어층의 실패가 다

른 방어층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3가지 중대 사고 조치사항 발표를 통하여,   

① 중대사고 방지 : 높은 수준의 설계, 건설, 검사, 안전 관련 시스템의 테스트, 

구조, 부속장비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통한 고장방지 

② 중대 사고 완화 : ECCS 시스템 이행, 9.11이후 B.5b 시설,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절차 및 운전자 훈련 이행 

③ Off-Site 비상대책 수립 : 긴급 예방 존 수립  (10 마일 대피 등) 및 비상대책

수립팀을 통한 각 주별 상황 조율, 2년에 한번 비상대책 훈련 원전별 이행을 

설명함  

-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교훈에 대하여,  

� 심층방호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 후쿠시마 vs 체르노빌 비교를 통해 방

사성방출량 전자 900,000TBq 대비 체르노빌은 5,200,000 TBq이며 일본 긴급 

대피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구를 대피시켜 일본의 경우 0명의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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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였지만 체르노빌에서는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원전 운영에 있어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반드시 이해함을 지적하였으며, 재해

로부터의 복구가 재해 예방 준비만큼 중요하다고 역설함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장 Laurent STRICKER의 “WANO의 심층방호 개선 방

안”에 대한 발표 내용 

- 후쿠시마 사고 이후 WANO는 상호 평가 및 상호 평가 6년에서 4년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하여 원전의 랭킹 평가 /기술지원 미션, 워크샵, 세미나 개최을 통

해 영역 확장 등 지속적으로 운영 평가에 대해 개선점을 도출코자 함 

� 설계 기반 & 설계기반 넘어선 중대사고 대비를 위한 원전 운영자에 대한 평

가 설문지 진행 

� 6년에 한번 이행되는 원전 검사를 4년마다 1회 원전 검사 및 6년 안에 CPR 

이행으로 개선하는 등 국제적 평가이행을 통한 WANO 차원의 검사를 지속적

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 원전 안전문화의 문화적 장벽에 대한 설명

� 한국의 고리 사고 보고 체계의 결점 및 한국 안전 문화의 구조적인 문제 

지적하였으며, 안전문화가 결여되어 있는 일본 원전 운영사의 안전 문화

에 대해서도 비판함

 토론 결과 및 한국 측 발언

 IAEA는 내년초에 심층방어를 포함한 원자력안전성관련 국제공동워크샵을 개

최할 예정임

 사무총장은 저선량 방사선 평가에 대해 인도의 원자력에너지청과 동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조직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으며, ICRP가 동 사안

에 대해서는 핵심 기구로서 관련 사항을 이행하고 있음

- 또한 NEA의 CRPPH를 통해 과학적으로 동 사안을 연구 분석이 가능하다

고 밝힘 

- 대중과의 리스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나, 방사능노출의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과학적 지식에 부합

하는 결정을 통해 판단되어져 함을 역설함 

 에차바리 사무총장은 NEA 산업계와의 관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후쿠시마 이후 IAEA와 WANO의 MOU체결은 산업 기관관의 협력 관계 추

진 방향의 좋은 벤치마킹(참조)가 될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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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운영에 대한 전문가평가(peer review)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IAEA가 원전 운영에 대한 전문가평가를 이행하고 있으며, NEA는 전문가

평가 결과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함.

 우리나라의 강창순 위원장은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심층방어 실행에 있

어 최선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힘. 

- 극한 자연재해 대응 방안, 중대사고 가능성 검토 및 대응방안, 방사선의 외

부유출 최소화 방안 마련(공기조화시스템 등 개선) 및 비상계획 강화 등의 

단계적으로 철저한 조치를 실행했음을 강조함. 

- 또한 저선량 방사선 관리에 대해서는 방사선의 실질적인 영향을 제대로 측

정·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함

 사무총장 요약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강조함

- 전체적으로 심층방어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마

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요약하고, 심층방어 실행을 위한 메

커니즘 확보가 향후 핵심요소가 될 것임

- 심층방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안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운전자도 중요하지만 규제자가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행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을 개발해야함

- 저선량 방사선 유지를 위한 과학적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들과의 의

사소통이 중요함. 

- NEA에서는 CNRA에서 다루고 있으며, 사회는 결국은 과학적 지식을 존중

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임. 

- NEA는 회원국 정부에 과학적 접근을 권고할 수 있음

나. 제126차 정책토론회

 개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NEA의 대응에 대한 정책토론

 진행 방법

 후쿠시마 사고 이후 NEA는 안전관련 기술상설위원회(CSNI, CNRA, CRPPH) 

중심으로 회원국 전문가의 공동의 노력으로 후쿠시마 사고의 극복과 과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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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을 위한 NEA 주요 활동 및 대응에 대해 CSNI, CNRA, CRPPH 의장이 

발표 후 토론 진행 

 주요 내용

 영국 규제위원장(Chief Inspector, NII)이며 CNRA 전임의장인 Mr. Mike 

Weightman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NEA의 안전 및 규제 활동과 회원국의 즉

각적 대응 활동에 대한 발표내용

- CNRA내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에 대한 고위 TG(STG-FUKU) 구성

� 사고후 즉각적 영향 분석과 심층 분석 임무를 수행중

-  ‘11년 6월 CSNI와 연계한 원자력 안전 장관급회의/규제자 포럼 개최로 원

자력분야 회원국 공동 대응 협의

� 중요 분야로 자연 재해의 고려, 사고대응 설계 및 사고 관리 대책, 비상

대응, 부지 복원, 대중과의 소통을 확인  

� 조치 사항으로 NEA 하의 정보의 공유, 규준(practice)과 국제적 체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함. 

- '12년 10월 정책토론으로 심층방어(Defence-in-Depth) 개최

- 중대재해(지진, 홍수 등), 장기 전원상실 및 냉각수 공급실패, 방재, 대중의 

방사선방호, 위기시 커뮤니케이션, 법령체계, 양자·지역간 협력, 복원 계획 

분야에서의 교훈 등 안전성 검토를 수행 

 프랑스 규제위원장(DG, ASN)겸 CNRA 의장인 Mr. Jean-Christophe Niel의 후

쿠시마 사고 결과에 관한 CNRA와 STG 활동 발표 내용

- STG 활동 보고서 

� ‘11년 5월 그룹 구성후 1차회의 개최로 사고 정보 공유 및 초기 대응 정

보 교환, 5차회의는 ’13년 2월 개최후 CNRA에 보고서 제출

� ‘13년 6월, CNRA의 승인후 발간 예정

- STG 권고사항

� 심층방어 개념 도입, 즉각 대응 초치, 고려하여야 할 중요 이슈, 규제 우

선 고려 사항, 과학 기술적 작업 도출 등

- 3개 기술위 공동 작업

� '11년 12월 Tri-Bureau(CNRA, CSNI, CRPPH) 조정 회의

� 즉각적 조치(1년이내) 및 차기 우선순위(2-3년)의 필요한 작업 도출  

� 전력시스템의 강화 등 새로운 업무(task)의 CSNI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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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RA 조치

� 사고관리 WG : 3개 상설위 공동 작업, 사고대응 규제지침 등 교환

� 심층방어 개념의 이행 : 외부(내부) 위해도(hazard)의 고려   

� 전조(Pre-cursor) 사고의 검토 : 이전의 운전경험 종합 사고의 전파 고려

� 부지 준비 : 부지 선정시 고려사항, 다중호기 사이트의 영향

� 위기시 대중소통 : 보고서 발간(‘12.12)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증진

예정

 일본 원자력규제위원(Commissioner, NRA)겸 CSNI 의장인 Mr. Toyoshi 

Fuketa의 후쿠시마 시고 대응에 관한 CSNI의 안전성 평가와 연구에 대한 발

표 내용

- CSNI 현황 

� Tri-bureau와 CSNI 프로그램검토그룹(PRG)이 후쿠시마 관련 

Cross-cutting 이슈를 다루고 있음

�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에 대한 고려사항 및 접근법“에 대한 Concept 

paper에 상위 기술적 관련 이슈를 고려중

� 8개 활동 분야

� 5개 분야 보고서 발간 : 격납건물 배기 필터, 수소 발생·이동·관리, 냉각

상실사고, 대형 지진하중에 대한 금속기기 여유도, 극한조건하에서의 인

적 성능과 개입

� 3개 분야 워크숍 개최 : 극한 자연재해, 전력시스템 강건함, 핵분열생성물 

방출 

- 후쿠시마 관련 프로젝트

� PRISME, ROSA-2, HALDEN SCIP2, THAI2 등 15개 프로젝트 진행중 

� 4개 신규 프로젝트 : ATLAS(한국 주관), HYMERES, PKL Phase 3, 

BASF(일본 주관 벤치마크 연구) 시작

 아일랜드 방사선방호원 의장(Chief Executive, RPII)겸 CRPPH 의장인 Ms. 

Ann McGarry의 방사선방호, 비상대응, 이해관계자 이슈, 제염 및 부지 복원에 

관한 발표 내용

- CRPPH 업무 개요

� 일본 지원 활동

� 사고관리 차원의 방사선방호 시스템의 확장

� 회원국 주요 관심이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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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관련 업무

� 방사선방호 전문가그룹 구성, 비상 대책 WP, 종사자피폭(ISOE) 

� 사고대응, 보권 관리, 정보의 수집 국가별 일관성 

- 워크숍 개최 

� 저선량 노출 영향에 대한 평가, 아동 방호, 암이외의 영향

- 후쿠시마 이후의 생필품과 음식 무역

� 기준의 검토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 근거한 체제가 개발되어 IAEA에 

제출

- 주요 조치

� 신규 방사선방호국제협약(ICRP) 권고사항의 회원국 이행 현황

� 2003년 검토의 업데이트, 13년 중순 보고서 발간  

- 기타 활동 

� 작업자피폭(ISOE) : 조치 및 조직, 교육, 준비, 작업자보호, 물질의 오염 

분야

� 기술워크숍 : 제염과 환경 복원,  러시아 경험, 조치 복원 경험과 기술

- ICRP 규정의 협의를 위한 세미나 5회 개최

 토론 결과

 회원국은 토론을 통해 NEA가 포스트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하여, 기술상설위원회를 

중심으로 중대사고 • 심층방호 • 긴급대응 역량 • 위기 커뮤니케이션 등 즉각적인 조

치를 취하는 등 국제기구로서의 역할  이행 및 교훈 도출 등을 통한 정보 공유를 

높이 평가함 

 차기 회의의 정책토론 주제는 한국이 제안한 폐로(decommissioning)가 채

택되었으며 사전 준비가 필요함

다. 제127차 정책토론회

 개요

 운영위 정책토론으로 “폐로”를 주제로 4개국의 발제 후 토론  

 주요 내용

 미국 NRC : 미국의 체제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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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로시 규제체제는 3가지로

� 초기 인가시의 폐로 계획

� 적절한 비용의 보장

� 정화(clean-up)에 대한 기준(criteria)

- 폐로 대안 검토 및 기간

� 인가 종료 및 사이트 해제 (2년)

� DECON : 제염후 모든 방사능의 빠른 제거 (7년 + 2년)

� SAFSTOR : 제염후 안전한 유지 (50년 + 7년 + 2년)

� ENTOMB : 밀봉 (100년 + 7년 + 2년)

- 최종 상태

� ISFSI : 독립사용후연료 설비 / 보안 / 사이트 해제

� 7개가 SAFSTOR 상태이며, 현재 13개 원전이 종료상태임 

� 최근 ZION 원전 해체 후 원자로헤드를 제염후 이동 (2013년)

� 5기의 원전 폐쇄 후 해체 예정

- 폐로 비용의 구성은

� 전력생신 비용보다는 폐로 기간 동안 인건비와 방사성폐기물 처분 비용

이 많은 부분을 차지

- 도전으로 

� 폐로비용의 예측의 어려움, 측정되지 않은 오염, 신방식의 모델

� 조기 폐로에 대한 규제에서의 기술격차, 대형 기기 처분 및 고준위 폐기

물 처리의 어려움임.

- 전반적인 사항은 규제 체제, 규제 옵션, 대중의 관여 등임

 영국 NDA : 폐로 현황

- 26기 마그녹스형(가스냉각로) 원전 폐로, 2기 고속로, 재처리시설 등 폐로

- IAEA, EU 기준의 근거한 정책개발 진행

� 에너지법(ENERGY ACT 2008)에 폐로기금 등 수록

� 작업 건강 및 안전 법 등 유관 법률 

- 체제는 1)정부(정책) 2)NDA(전략) 3)SLC(계획 실행) 3단계 체제임.

- NDA(원자력해체청)

� 부지 복구를 위한 정화 정도 및 속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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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로후 중간(Interim) 상태 20-100년 유지

� 폐로작업은 10-30년 소요

 독일 EWN GmbH(사업자) : 폐로산업의 경험

- 독일 연방정부 경제부가 폐로프로젝트 수행

� 90년대 중반 중간저장시설 건설후 사용후연료와 잔재물질을 보관 중

� 최종적으로 10만 ton 잔여물로 전체 방사선오염 물질의 2% 수준임

- 교훈

① 기술적 문제는 없으나 운송 이슈, ② 중간저장시설이 필수적 

③ 가능한 신속적 직접적인 해체 , ④ 병렬 프로젝트 진행

⑤ 직접 수행; 인력 등, ⑥ 미래의 사이트 이용의 준비

⑦ 이해관계자 소통

- 도전

① 저장시설 용량의 가용성의 확충 필요

②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교육, 연구, 기술, 인력에 대한 투자와 행정 

 일본 METI 

- 현황

� 기금 준비, 조기 폐로 대비하며 감가상각, 특별준비금으로 구성

� 이전 조기종료와 장기정지는 고려하지 않았음.

� 2013년 관련 검토위원회는 전력생산과 함께 폐로 고려하고 전력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토록 권고

- 비용 기준 개정

� 감가상각과 폐로기간 중의 운영비용과 보장조치 비용 고려 

� 40년 원전 운영(76% 이용률)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의 폐로전 정지기간

을 포함  

� 40년미만 운전후 폐로를 하는 경우는 운전기간에 추가 10년을 고려

 토론 결과 및 한국 측 발언

 의장은 폐로후 완전한 녹지(그린필드)로의 회복이 이상적이만 원자력을 추진하

는 국가는 미래 사업자 재사용 가능성에 대한 준비와 제한적 사용의 적절함을 

모두에 언급

 한국 대표는 한국의 원자력 운영 현황과 함께 원자력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미

래의 시장임을 언급하고, 연구로와 연구시설 제염해체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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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해체기술개발 국가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설명

- 2021까지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보 및 인력양성을 수행할 것임 

- 2017년 관련 규제규정을 확립하여, 2023년 이전 상용화를 준비할 것임

 아국은 관련 분야가 회원국의 공통 관심사임을 고려하여 NEA가 핸드북의 발

간과 전문인력의 확보 등에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

 NEA 사무총장은 회원국간 시설해체 등 기준(criteria)의 교환 가능성과 후쿠시

마 관리에 대한 경험 등 NEA의 전문성을 언급하며; 

- NEA내에서 차이가 있는 회원국의 관점의 교환을 지속하고, 도전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관리 결과의 최적 관례화가 바람직함

- 폐로그룹(WPDD)은 폐로비용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적절한 자원 지원

을 통해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자료와 경험을 반영할 것

- 신규 인력의 양성과 동기부여 필요하며 NEA가 직접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은 어려우나 전문가들에 의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IAEA의 훈련 프로

그램 반영이 가능할 것임

-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참여와 핸드북 등 작업의 종합이 중요

- NEA는 다양한 기관의 관점과 여러 상이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종합하는 역

할 가능함

- 마지막으로 시설해체에 대한 적절한 국가정책의 수립과 안정적 공급체인 구

성이 중요함을 강조

 차기 정책 토론 주제는 “글로벌 배상 제도(regime)”임

라. 제129차 정책토론회

 개요

 주제: 토륨 핵연료 주기

 주요 내용

 K. Hesketh(영국, National Nuclear Lab.)은 토륨의 핵연료주기에의 도입에 대

하여 발표하며 장기적 측면에서 핵연료주기의 지속가능성과  핵연료성능에서 

이점이 있으나 재처리공정과 핵연료 가공을 위한 기술이 검증이 되지 않아 재

활용 단계까지는 수 십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시스템 공급자나 전

력시설 운영자가 투지하기에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불확실하다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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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232를 U233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외부의 중성자원이 필요하여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나, U233의 우수한 핵분열 특성으로 열중성자 영역에서 핵연

료물질의 증식이 가능함.

- ThO2 산화핵연료는 기존 핵연료에 비교하여 성능의 향상이 가능하나 검증

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 또한 사용후 연료의 재활용을 위하여 새로

운 공정(THOREX)의 개발과 원격 운전이 필요함. 

- Gen-IV 원자로중 MSR(용융염원자로)와 ADS(가속기구동시스템)와 결합하여 

미임계로로 사용이 가능하나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ADS는 원

자로와 같은 수준으로  decay heat을 고려한 중대사고 관점의 안전을 취급

해야 함.      

- 폐기물 양의 저감이 가능하나 사용후연료의 방사성 독성은 높은 편임. 

- U233은 작은 임계질량 등 핵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IAEA가 Pu와 같

이 수준으로 관리중.

- 직접 처분방식의 경우 LEU(저농축우라늄)/Th 연료는 경제성은 낮으며 재처

리를 통한 Th-Pu MOX(혼합산화연료)는 U-Pu와 비교하여 경제성을 가짐.   

-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옵션으로 가치가 있음. 

 R. Didsbury(캐나다, AECL) 중-장기적 이슈 발표하며 토륨의 3세대원자로에 

활용은 2030-2050년 가능할 것이며 핵연료주기에서 이점을 가지는 U233의 재

활용은 2050년 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의 조성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힘.   

- 현재의 3세대 원자로(Gen-III)와 HWR(중수로), SCWR(초임계압원자로), 

MSR(용융염원자로) 등의 원자로에 사용가능

- 기술적 이슈로 핵연료제작, 방사능조사실험(PIE), 재료, 모델링, 안전성 검증 

등이 있음.

- 경제성 측면에서 개발까지 상당한 비용이 소요와 되며 성공여부에 대한 위

험으로 민간이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F. Carre(프랑스, CEA) 토륨연료주기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우라늄 자원이 

이후에 사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산업적 인프라, 연구, 설계, 인허가 자료 등의 

부재를 들어 연구 개발 수요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실증의 필요성을 발표함.

- 가까운 미래의 활용으로 잉여 플루토늄의 연소에 사용될 가능성을 언급   

- LEU/Th 연료로 경수로와 중수로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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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경우 고속로에 사용하나 핵확산 이슈가 있음.

- CEA는 MOX와 ThU 기압경수로(PWR)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여 U233 변환에 대하여는 뛰어난 성능을 확인함

- 핵연료재처리 공정은 질산과 플루오르화수소를 사용하여 재료의 부식 문제 

극복 필요하고, 생성되는 U232의 방사능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차폐가 필요

 V. Ignatiev(러시아, Kurchatov 연구소)는 Gen-IV 국제포럼(GIF) 용융염원자로

(MSR) 개발 현황에 대하여 발표함

- MSR은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로 액체연료의 형태로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

는 것이 가능한 원자로로 현재 연구개발 단계임.

- 액체연료 등의 유연성있는 핵연료주기가 가능함.

- 제어봉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성의 확보가 용이함.

- 관련하여 유럽 MOSART(MARS), MSFR(EVOL) 핵연료주기에 대하여 연구 

중임.

- 액체연료의 특성, 액체연료에 적합한 재료 물질의 가공 등의 극복과제가 있

음.

- ROSATOM(러시아)과 EURATOM(EU)은 액체연료 고속로의 안전성연구 공

동연구 수행중임

 토론내용  

 IAEA는 1960-70년대 원자로 연구를 수행한바 있으며,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측

면에 중요함을 강조하며 토륨이 희토류의 부산물로 현재도 생산됨을 언급

 미국은 토륨에 대한 연구는 장기 R&D로만 수행중으로 우라늄 부족에 대비하

는 옵션임을 밝힘. 

- 우라늄 부족에 대하여는 현재 미, 일 등이 해수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연

구를 진행중으로 유망함을 언급.

 스위스는 NEA 역할은 정확한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언급.

 포르투갈은 원자력의 가시성과 대중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연구를 지원

해야 함을 주장함. 핵융합이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 줄 것을 전망하며 핵분열과 

핵융합을 함께 이용하는 하이브리드원자로가 가능할 것임을 언급. 

- 토륨은 장기 옵션으로 고려하며 장점을 요약하여 회원국에 제공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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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의장은 토륨핵연료주기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NEA 역할로 원자

력 이슈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기술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함.

- 현재 기준 우라늄 자원의 개발, 사용후연료의 재처리를 통한 MOX 연료, 증

식로를 통한 재활용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언급  

 사무총장은 토륨은 장점이 있으나 과거 기술개발을 수행하다 포기한 바 있음

을 확인. 

- NEA 공동연구로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것이 가능함을 언급.

- 토륨에 대한 NEA보고서가 연내에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요 이슈에 대

하여 요약, 정리하여 제공할 것임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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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설위원회별 활동 현황

1. 원자로시설안전위원회(CSNI)

가. 활동 실적

 정기회의 참여 현황

회차 기간 및 장소 한국측 대표

제51차 회의 2012. 6. 6~7, 파리 백원필(KAERI)

 KAERI-IRSN(프랑스) 공동 연구보고서 "A Joint Report on PSA for New and 

Advanced Reactor" 승인, 

- 2013년 초 ATLAS 국제표준문제평가(ISP-50) 보고서와 더불어 원자력 안전 분야

에서 한국 주도로 발행하는 NEA 보고서

제52차 회의 2012. 12. 5~6, 파리 백원필(KAERI)

 CSNI 산하 Working Group 및 Task Group, 주관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활동 현황, 

성과 및 계획 점검

 CSNI 발행 보고서 및 신규 활동계획(공동연구 포함) 심의 및 승인

 후쿠시마사고 후속 활동 포함 CSNI의 향후 활동 방향 논의

 백원필박사(KAERI)가 의장단 멤버로 신규 선임

제53차 회의 2013. 6. 6-7, 파리 백원필(KAERI)

 후쿠시마 후속활동 논의

- 일본현황 청취 : 일본의 규제체계 및 새 안전기준(7월중 확정예정) 수립현황 및 

제염/해체 계획 보고

 워킹그룹, 전문가그룹, 국제공동연구 활동보고

제54차 회의 2013. 12. 4-5, 파리 백원필(KAERI)

 후쿠시마 후속활동 논의

- CSNI의 후쿠시마 후속 활동 현황 (F-CAPS 관련): "Report on Progress for CSNI 

Fukushima Activities"을 중심으로 보고

 신규 Task Group (on Natural External Event; TGNEV) 활동계획 논의 및 승인

 신규 Senior Expert Group (on Safety Research Opportunities Post- Fukushima; 

SAREF) 활동계획 논의 및 승인

 일본에서 최근 설립한 IRID(Int. Research Institute for Nuclear Decommissioning) 현황 

및 활동계획 청취

 USNRC의 Spent Fuel Pool Study 관련 발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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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전문가 • 워킹 그룹 및 프로젝트 참여 현황

 “Senior Expert Group on Safety Research Opportunities Post-Fukushima" 

- 포스트후쿠시마 연구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그룹

- 2013. 6월 구성, 2013. 11. 6-7일 1차 회의 참석, 백원필(KAERI)

CSNI 참가기관 활동 현황

L

E

V

E

L

2

W
G
R
I
S
K

KAERI

KINS

 신형 및 차세대 원전 PSA에 관한 CSNI-WGRisk CAPS Task 종결: 

국내 최초의 KAERI 주관 (IRSN과 공동 주관) PSA 분야 OECD 보

고서. 수행기간 2008.6-2012.6, OECD 본부에서 IRSN과 국제워크샵 

공동개최(2011. 6월) 이후 보고서 승인 및 발간완료(2012. 12월)

W
G
A
M
A

KAERI

KINS

 한국 KAERI MATIS 실험장치를 이용한 핵연료집합체 열수력 현상

에 대한 국제 CFD 벤치마크가 2012. 9월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는 

2012. 9. 10-12 한국이 주최한 CFD의 실험적 검증과 적용, 

CMFD(Computational Multi-fluid Dynamics) 코드 등에 관한 워크샵 

기간 중 발표됨, 12월 최종보고서 승인 

 2013년 상반기, 수소가스 생성, 이송, 리스크 관리에 대한 Status 

Report 제출(2013년 상반기): AECL 주관(IRSN 협조), 한국 KAERI 

참여

 Filtered Containment Venting에 대한 Status Paper 제출 예정(2013년): 2012

년 6월 활동 승인, 9월 착수 회의 개최, 한국 KAERI 참여

 Fast-running Software Tools used to Model Fission Product Releases 

during Accidents at NPPs 에 대한  International Benchmarking Project: 

2013년 1월 착수회의 개최, 2014년 12월 보고서 제출, 한국 KAERI 참여

 최적평가 불확실성 분석 프로그램(PREMIUM)에 한국 열수력 해석 전문가들의 

지속 참여 

 OECD-ATLAS 프로젝트 제안/논의: KAERI가 2012. 9월 WGAMA 회의(송

철화 참석)에서 제안,  USNRC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의 지지를 얻음

      OECD/ATLAS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제안

- OECD-ATLAS 프로젝트 추진: 한국 KAERI가  가압경수로 열수력종합효과실험

장치인 아틀라스(ATLAS)를 이용한 OECD/NEA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 

2014년 봄부터 3년간 약 8회의 실험 수행 예정, 2012년 10월말 PRG 심의 및 

12월 초 CSNI 승인 후 2013년 6월 핀란드 LUT 대학에서 Experts Group 

Meeting에서 핵신 내용이 결정. 현재 참여대상국의 협약안 최종 검토 및 서명

을 받기 위해 준비 중임 (2014년 4월 착수 예정) 

- 이는 한국이 주관하는 두 번째 OECD/NEA 공동연구 프로젝트이며  KAERI 열

수력안전연구부 주관 예정

- 예산(안) : 총 30억(연간 10억 * 3년, 약 200만 유로), 이 중 15억은 해외 

funding, 남은 15억 중 절반은 KAERI 중장기과제(ATLAS과제)에서 충당, 

이외 KINS, 한수원, KEPCO NF(지지격자 현물투자) 참여로 충당

W
G
F
S

KAERI

KINS
 RIA Code 벤치마크 보고서 완료 (2013년 상반기): 2010년 6월 활동 승

인. IRSN 및 JAEA 주도, 한국 KINS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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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활동과의 연계성 및 시사점

 활동 평가

 CSNI에서 주로 다루는 원자력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지

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최근 2년간 한국 최초로 주관(프랑스와 공동)한 국제공동연구인 

OECD/SERENA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료함

- ATLAS를 이용하여 ISP(International Standard Problem) Excercise 50번을 

주관함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Rod Bundle 데이터를 이용하여 WGAMA CFD 

Benchmark를 주관하고 워크숍을 개최함

- PSA(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 보고서 작성을 공동 주관 등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KAERI 백원필 본부장이 CSNI 의장단에 선출되고, 양준언 부장을 

PRG 멤버로 선임되어 핵심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고 있음

- 2번째이자 단독으로 주관하는 국제공동연구 OECD/ATLAS 프로젝트의 

2014년 착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참여 확대 방안

 NEA의 중요한 위원회인 CSNI 의장단 멤버에 한국이 최초로 선임되고, OECD 

ATLAS 프로젝트의 추진이 승인되는 등의 성과가 괄목할만함. 

 이로써 한국의 원자력 안전 분야 리더십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CSNI 및 CNRA(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 2011년 말부터 KINS 박윤원 

원장이 의장단에 포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ECD/NEA ATLAS 프로젝트의 실제 규모와 착수 시점 등은 향후 진행될 전

문가 회의와 각국 핵심 기관의 실제 참여 의사에 따라 결정됨. 

 현재 계획대로 2014년 초에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착수하기 위해서는 세부적

인 기술 논의와 함께, 핵심 국가(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참여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함

 현재 한국은 국가 원자력 활동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규모가 참가하고 있으나, 

CSNI 및 CNRA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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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전문가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또한 CSNI 산하 Working Group에는 국내 산업계(특히 한수원) 전문가의 참

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대사고 및 열수력 분야의 후속 프로젝트 추가 개발을 위해 CEA, IRSN 등과 

논의 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

 정책 제언 및 시사점

 CSNI의 모든 활동(Working Group, Task Group, 공동연구 등)들은 미래부의 

원자력안전연구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고, 입수되는 정보가 과제 수행에 긴요

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참가비용을 과제에서 부담함

- 기관별 지원 과제 등 회의 참가비용 지원 예산의 증액 필요 

 Working Group 활동 및 공동연구프로그램은 국내 안전현안과도 직접 연관되

는 경우가 많으며, KAERI 및 KINS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양 기관은 물론 산

업체에서도 활용 중

- 확보/입수되는 자료의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KAERI, KINS 및 산업체 

간의 정보 소통 강화가 필요함

2. 원자력규제위원회(CNRA)

가. 활동 실적

 정기회의 참여 현황

회차 기간 및 장소 한국측 대표

제27차 회의 2012. 6. 4~5, 파리
박윤원(CNRA의장단), 

하연희(WGPC의장, KINS), 
명창연(KINS) 

 원자력 규제기관의 효과성 증진 관련 특별 논의

 수출가능 원자로 설계에 대한 다자간 공동검토 프로그램인 MDEP 최근활동현황 발표 

 CNRA 제안한 action item을 CSNI, CRPPH가 공동 이행해 나갈 것을 제안

 한국은 “CNRA 보고서의 규제활용 사례” 발표

 2012. 5. 7 MDEP Policy Group 회의에서 한국의 수출노형인 “APR-1400"에 대한 워

킹그룹이 발족, 향후 한국의 적극적인 주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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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회의 2012. 12. 3~4, 파리
백원필(KAERI), 

하연희(WGPC의장, KINS)

 CNRA 산하 Working Group 및 Task Group 활동 현황/성과/계획 점검

 CNRA의 후쿠시마 사고 관련 활동 논의

 최근 발생한 규제측면의 핵심 이유 및 각국 현황(국제기구 포함) 보고

 한국은 원전부품 품질보증서 위조사건 발표

- USNRC 대표, NEA 사무국 등 이와 관련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다수의 

Working Group 활동 발표에서 언급됨

- KINS 박윤원 원장을 대신하여 하연희 실장(WGPC 의장)이 관련 현황을 요약, 발표

제29차 회의 2013. 6. 3~4, 파리
박윤원(부의장), 하연희

(WGPC의장), 명창연(KIN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뷰로 멤버)이 CNRA 부의장으로 선출

- 현재까지 CNRA는 부의장직 없이 의장만으로 운영되었으나, 원자력안전 분야에

서 한국의 기여도와 규제경험을 높이 인정받아 CNRA 뷰로 멤버의 만장일치로 

박윤원 원장이 초대 부의장으로 선출

      현재 CNRA 의장은 프랑스 규제기관인 ASN의 사무처장(DG)

 이로써 한국은 향후 NEA의 원자력규제위원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한국 케이블 위조사건 논의 : 원전부품 품질보증서 위조사건에 대해서 National 

Report를 통해 진행상황을 보고

 CFSI(Counterfeit, Fraudulent & Suspect Items) 사례로서 한국의 최근 케이블 위조사

건 발생현황,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질의 및 설명이 있었음

제30차 회의 2013. 12. 2-3, 파리 하연희(KINS)

 산하 워킹그룹, 전문가그룹 활동사항 보고

 후쿠시마 후속조치 관련 활동 보고

- 특히, CNRA 차원의 사고관리 및 심층방어, precursor events에 대한 분석, 부지 

선정 규제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 관리 등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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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A 참가기관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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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IP KINS
 Cross Inspection 참여 : 한 국가 규제기관의 검사 활동에 타국 

규제기관 참여. 미국, 스페인 원전에 대해 시범 수행. 프랑스, 

한국, 캐나다 참여

WGOE KINS

 IRS(Information Reporting System for Operational Experience, 

운전경험 정보 보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운전경험 

시스템을 IT 시스템으로 구축ㆍ활용
• R-Tracer system(CATS, OPIS, HURAM, DIOS)

WGPC KINS

 의장 : 하연희 KINS 국제협력실장

 '원자력규제기관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위기관리 대응체계 마련

WGRNR KINS

 신규원전 규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건설경험을 국내원전 규제에 반영

 신고리 3,4호기 규제시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원전 규제 

정보 반영 및 UAE 브라카 원전 규제에 ConEx 활용

나. 국내 활동과의 연계성 및 시사점

 활동 평가

 운영위원회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서 

위조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우리의 신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물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 규제

기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었음

-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공급망을 고려할 때 어느 특정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결된 문제라는 점이 주목되었으며, 이를 선제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됨

 KINS 박윤원 원장은 금번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취한 조치를 설

명하였고,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이러한 문제가 어느 

나라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함 

- 특히, 이미 유사한 문제에 대해 자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까지 발간했

던 미국이 원전부품이 국제적으로 공급되는 환경에서 유사문제의 발생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지지를 표명함(미

국 NRC, 29차 회의) 

- 또한 이를 위한 protocol을 미국과 한국이 작성하여 차기 회의(31차) 시 공

동 보고할 것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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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확대 방안

 2012년 말을 전후하여 NEA 사무국 Nuclear Safety Division의 여러 전문가들

이 NEA를 떠날 예정이므로, 교체되는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CNRA 산하 각 작업반들의 의장단들이 교체되어, WGIP는 영국에서 프랑스로, 

WGRNR은 미국에서 영국으로 교체 임명됨

 아울러 WGOE는 독일에서 캐나다로 변경됨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WGPC (의장: KINS 하연희 실장) 역시 WGPC의 중요

성, OECD 내 유일한 의장직 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의 의장직 연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함

 정책 제언 및 시사점

 한국의 원전부품 품질보증서 위조사건 및 케이블 검사결과 위조사건 등의 문

제점 해결 및 사건의 파장에 대한 외국 기관 및 전문가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컸음

 그러므로 동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신뢰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과 함께 사건에 대한 철저하면서도 투명한 처리/종결이 필요함

 우리나라 인접국으로서 중국의 원자력 안전이 중요한 만큼 NEA 내 원자력 안

전 분야 연구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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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RWMC)

가. 활동 실적

 정기회의 참여 현황

회차 기간 및 장소 한국측 대표

제45차 회의 2012. 3. 20-21, 파리 최종원(KAERI)

 KAERI에서 개발중인 “선진핵연료주기(파이로)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IAEA주관의 국제전문가 그룹에 의한 Peer Review가 진행 중

(2011.10~2012.4)임을 보고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구두 보고

제15차 규제자포럼 : 2012. 3. 19

 스웨덴, 핀란드 두 유럽국가를 선두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중임

을 확인

 계획대로 2011년 착수된 (12개국 16개기관 참여)RK&M 프로젝트(Long Term Preservation of 

Record, Knowledge and Memory)에 대한 관심과 관련 기술적 준비에 대한 논의

제46차 회의 2013. 3. 12-14, 파리
최종원(KAERI), 
송명재이사장, 박주완(방폐공단) 
최경우(KINS) 

 주요 Working Group/Party인 IGSC, FSC, WPDD와 2012년에 새롭게 착수한 Project인 RK&M

의 2012년 활동실적과 2013년 계획을 보고

- IAEA에서는 2013년 1월 말 제염.해체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국제기구 차원의 원전사고 이

후 복구프로그램 강화 필요성을 제기, 그 동안 회원국 간에 축적된 제염.해체 경험과 교

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기술, 장비 및 적절한 수단/대책 등을 수집할 계획임

을 밝힘

- NEA NDC (Nuclear Development Commission)에서는 RWMC의 지원하에 2003년에 발간

된 원전해체보고서를 2013/2014년에 걸친 update 계획을 승인 

- 일본 환경성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2년간 약 10조원이 소요된 후쿠시마 원전 제염/

해체 및 복구사업 활동현황과 장단기적인 계획에 대해 보고함 (1단계 2년, 2단계 10년 

이내, 3단계 30-40년 이후). 특히 2013년 제염/복구 예산은 약 6조원이라고 보고

 우리 대표단은 각 회원국의 방폐성폐기물 관리 현황 (country update) 발표 순서에서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의 key issue 만을 중점 구두 보고함 : 경북 월

성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사업 현황과 향후 일정,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국가관리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

제16차 규제자포럼 : 2013. 3. 12

 각국의 자체 안전규제 능력 배양을 위해서 IAEA의 규제체계 점검 및 NEA 등의 

Peer Review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과를 자국의 규제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의지

(willingness) 및 노력 당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ICRP-122)를 반영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있어

서의 신개념(Oversight) 도입에 대한 논의 

- 신개념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선정부터 최종 폐쇄 후 시설감시까지 종

합적인 안전규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폐쇄 후 처분시설의 “수동적 

관리(passive control)”의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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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NEA 관계자와의 협의

   - 참석자: Michael Siemann, Claudio Pescatore (OECD/NEA)

            공론화위원장, 환경공단 부이사장, 공론화지원단 등

   - 일시: 2014.06.25 - 27

   - 장소: 공론화위원회사무실 및 환경공단 월성센터 회의실 

   - 주요 활동: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현황 및 국가정책 소개와 

OECD/NEA 및 FSC 개요 소개. 지역주민 단체인 이장단협의화와 간담회 개

RWMC 참가기관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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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C KAERI

 IGSC주관 Safety Case Symposium 참가 (정종태/지성훈, KAERI)
• 일시/장소: 2013.10.7 - 9, OECD Conference Center
• 논문발표 (The role of KURT and A-KRS in the development of 

generic safety cases in Korea) 및 세계 주요국의 Safety Case 개발 

현황 파악 

 제 15차 IGSC 연차회의 참가 (정종태/지성훈)
• 일시/장소 : 2012.10.10-10.11, OECD Conference Center
• 국내 Safety Case 개발 현황에 관한 Country Report 발표

FSC KRMC

 제14차 FSC (Forum on Stakeholder's Confidence) 연차회의 참

석
• 참석자 : 원자력환경관리공단 송명재 이사장
• 일시/장소 : 2013.09.17(화) ~ 09.19(목)/프랑스 파리 NEA본부
• 활동내용 :

 1) 한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경북 월성에 건설 중인 중저준

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 현황, 사용후핵연료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

 2) 2014년 FSC국가워크숍의 한국유치 제안 발표 ① 공단에서 유

치하는 2014년 FSC 워크숍의 주제, 목적, 필요성, 참석 예정자 

등 워크숍 개최 제안내용 등 소개 ② 워크숍은 공단 주관으로 

‘합리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라는 주

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및 공론화의 바람직한 방법 

등을 논의 함을 제안

 회원국간 한국유치제안에 관한 토의를 위해 2013년 11월 마지

막주에 FSC core group 3인(의장 Mrs Holmfridur Bjarnadottir, 간

사 Mr. Claudio Pescatore, NEA 방사선방호국장 Mr. Michael 

Siemann)이 한국을 방문하여 워크숍 주최기관 방문 등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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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EG
KAERI

KOPEC

 "Expert Group on the Costs of Decommissioning" 참석 
• 기간/장소 : 2013. 4. 29 - 30, Paris (KAERI 제염해체연구부 박승국)
• 활동내용 :

 1) KOPEC DeCART (NPP 해체비용 산정 프로그램) 발표

 2) 한국 원전 해체정책, 재원 및 비용평가 등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한수원이 총괄하여 보고하기로 함 (KOPEC, KAERI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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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5년 FSC 워크샵 한국유치는 2014년 6월 27일 관계자 회의를 통해 시

기상조라고 판단되어 유보함. 

 IGSC 주관 Safety Case Symposium 참가

   - 참석자: 정종태/지성훈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

   - 일시: 2013.10.7 - 9

   - 장소: OECD Conference Center

   - 주요 활동: 논문 발표 (제목: The role of KURT and A-KRS in the 

development of generic safety cases in Korea) 및 세계 각국의 Safety Case 

개발 현황 파악 

  제 16차 IGSC 연차회의 참가

   - 참석자: 정종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 / 

            박진백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일시: 2014.10.7 - 9

   - 장소: OECD/NEA Headquarters

   - 주요 활동: 국내 Safety Case 개발 현황에 관한 Country Report 발표, Safety 

Case 개발에서의 외부사건 영향 관련 기술분과 참여 및 토론. 외부사건영향 

관련 기술분과에서 국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Safety Case 개발 현황 발

표. 

  제14차 WPDD 연차회의 참가

   - 참석자: 문제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전제염해체기술개발부)

   - 일시: 2013.11.18 - 20

   - 장소: OECD/NEA Headquarters

   - 주요 활동: 국내 해체정책, 제도, 비용,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Country 

Report 발표

  제 32차 CPD (Cooperative program on Decommissioning) 연차회의 참가

   - 참석자: 문제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전제염해체기술개발부)

   - 일시: 2013.11.20 - 21

   - 장소: OECD/NEA Headquarters

   - 주요 활동: 국내 해체 현황 등에 대한  Country Report 발표

 (우리나라)역할 및 참여 실적

   의장단 활동 : 없음

   프로그램 참여 및 주관 

   - FSC(Forum on Stakeholder’s Confidence) 연차회의 참가

     *FSC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대중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

유하는 포럼으로 매년 연차회의를 개최할뿐만 아니라 특정주제에 대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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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을 개최하고 있음. 

   - IGSC(Integration Group for the Safety Case) 연차회의 참가

     *IGSC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각국전문가들의 

모임으로 매년 10월 초에 개최되며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에서는 매년 

1~2명을 연차총회에 파견하여 관련연구 현황논문을 발표하거나 Safety 

Case 개발현황을 소개하고 있음.

   - WPDD (Working Party on Management of Materials from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연차회의 참가

     *WPDD는 원자력시설의 해체관련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매년 가을에 연차 총

회를 개최하며, 한국에서는 KAERI 원전제염해체기술개발부와 KINS가 참여

하여 해체기술개발 및 해체안전제도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 CPD (Cooperative program on Decommissioning) 연차회의 참가

     *CPD는 회원국들의 해체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체 전반에 관한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회의로서 Task group별 수시 모임과 매년 

11월에 연차총회를 개최하며, KAERI의 원전제염해체기술개발부에서 참여하

고 있음 

나. 국내 활동과의 연계성 및 시사점

 활동 평가

 2013년도 하반기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사용후핵연료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공

론화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면서 2014년 6월 경 FSC 국제 워크

숍의 한국유치를 제안

 차후 NEA 방사성폐기물 연구 분야에서의 활동 확대가 기대됨

 참여 확대 방안

 한국의 NEA/RWMC 위원회 참여는 참가자 수 및 기여도면에서 안전분야 및 

개발, 과학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임. 

 따라서 이번 FSC 국제 워크숍 한국 유치 등을 계기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 독려가 필요함. 

 정책 제언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이나 설비측면으로는 OECD 회원국 중 선두그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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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여전히 후순위인 점을 고려

해볼 때, 구 교과부/지경부 등 정부 중심의 리더십과 관련 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배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함

- 실제로 캐나다는 2000년 사용후핵연료관리 정책 전무한 상태에서 10여년간

의 노력 끝에 국민공청회와 함께 법적/제도적정비, 사용후핵연료 국가기본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음

- 그 결과 2011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선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RWMC

에서도 목소리를 점차 높여가고 있음 

 러시아는 46차 RWMC 연차회의에 정식 NEA회원 자격으로 참가하였음. 

- 앞으로 IAEA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국의 원자력에 대한 국제정치적 지위 확

보와 유럽의 역사 문화적 연대감 등을 무기로 NEA에서의 세력 확장에 주

력할 수 있음.  

 2008년부터 RWMC의장으로 활동한 프랑스 Andra의 Marie Dupis가 금번 회

의를 끝으로 의장직을 사임함

 

 벨기에 ONDRAF의 Jean-Paul Minon이 차기 회의부터 의장직을 수행하기로 

함

4. 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위원회(CRPPH)

가. 활동 실적

 정기회의 참여 현황

회차 기간 및 장소 한국측 대표

제70차 회의 2012. 정승영(KINS)

 원자력비상대응문제에 관한 작업반 (WPNEM) 보고

- INEX4와 연관된 일 추진 결정, ICRP 방재분야 신규 제안 반영위한 노력 지속 

 종사자피폭정보시스템(ISOE) 보고

- 작업자 피폭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경험교류에 주안점을 두기로 함

 직업상 피폭에 관한 전문가그룹 (EGOE) 보고

- 신규원전 설계를 위한 선량제약치 최적화를 위해 작업자방사선방호 기준 및 요건 

관련 2가지 케이스 연구 발표 종료 확인. 종합위험도 관리 및 국경을 이동하여 작

업하는 작업자관리관련 연구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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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전문가 • 워킹 그룹 및 프로젝트 참여 현황

CRPPH 참가기관 활동 현황

L

E

V

E

L

3

EGRPF -

 ‘13년 2월에 EGRPF 및 WPNEM에서는 후쿠시마 교훈 반영(사

고시 Communication 최적화 방안 및 복구 관련) 현황 조사를 

위해 각 회원국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국에서는 KINS

의 원자력비상대책실에서 관련 설문조사에 성실히 답변

EGIR -

 NEA 직업상 방사선피폭 정보시스템 (ISOE)에 한국의 종사자 

피폭 DB를 매년 제출하고 있음

 직업상 방사선피폭 정보시스템 (ISOE)에 원전사업자인 한수원

(주)로부터 취합된 원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DB를 NEA

에 제출 예정

제71차 회의 2013. 5. 14-16, 파리 이병수(KINS) 

 “원자력비상관리” 현안세션 : 사무국에서 비상계획구역 및 주민보호조치 등 비상관

리에 대한 국제 서베이 결과를 발표, 한국의 서베이 답변도 포함

-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에서 국가별 비상관리 현안 및 접근법을 발표, HERCA, 

IAEA, ICRP에서 해당 국제기구의 관점 발표

 “복구관리” 현안세션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복구관리 현황발표 및 일본 주

민 등 지자체와의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소통 전략 현안에 관한 발표 진행, 

미국, 프랑스, 영국도 국가별 복구 정책 및 현안을 발표

 제71차 CRPPH 연차회의 주요결과

- 식품 및 상품의 거래에 관한 후쿠시마관련 방사선방호 전문가그룹(EGRPF)의 보

고서를 국제기준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도록 IAEA 및 FAO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

- 원자력비상관리 작업그룹에 대해 동 그룹이 수행한 단기 비상대책에 대한 국제 

서베이 결과 보고서를 승인

- 참조준위와 최적화에 관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이행에 대한 검토결과를 승인

- 국제원자력비상훈련 (INEX-5)의 훈련 목적 및 유형 등 시나리오 준비 및 개발 그

룹 수립에 동의

- 직업상 피폭정보 국제시스템(ISOE)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활동성과를 치

하, 중대사고 직무상 피폭관리 보고서와 국제 워크숍 개최 동의에 감사를 표함

- 2013-2014년 기간 동안 후쿠시마와 관련 3개의 워크숍인 이해당사자와 사고후 

위해에 관한 소통 전략 워크숍, 방사선방호에 관한 과학 및 가치에 관한 아시아

지역 워크숍, 중대사고시 직무상 피폭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개최에 동의

- 방사선방호 과학에 관한 새로운 전문가 그룹 (EGRPS)의 신설을 동의, 이 분야에

서 최신지식을 반영한 보고서를 개발하도록 요청

- 직무상피폭에 관한 전문가그룹의 3차 case study(국제 파견 근로자의 직무피폭관

리)의 결과 발간 승인

- 유출물관리 최신기술에 관한 워크숍 결과 및 질의서 분석결과를 반영한 보고서

를 완료하도록 하는 사무국의 제안에 동의

- 국제방사선방호권고에 관한 전문가그룹과 사무국이 ICRP의 비상관리 권고 초안 

개발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검토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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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활동과의 연계성 및 시사점

 활동 평가

 제 71차 연차회의 관련하여 원자력비상관리 현안세션에서는 NEA 사무국에서 

비상계획구역 및 주민보호조치 등 비상관리에 대한 국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

표하였음

- 이 조사에는 한국의 답변도 포함되었음.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에서 국가별 비상관리 현안 및 접근법을 발표하였으

며, HERCA, IAEA, ICRP에서 해당 국제기구의 관련 현황을 발표하였음

 동 발표 자료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한 우리나라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선(안) 도출 연구에 활용된

 동 연구결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향후 지자체 등과의 협의 및 여론수렴 

후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됨

 참여 확대 방안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 제염 및 복구작업에 대한 경험 및 각국의 원자력사고 

비상대응 및 복구관리 정책 및 체계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의 방사능방재 체

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기술지원할 계획임

 CRPPH 전문가그룹에서 검토 중인 식품 및 상품의 거래에 대한 기준은 해당 

국제기구인 IAEA와 FAO가 국제기준으로 개발하는데 고려될 예정임

-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지역으로부터 식품 및 상품의 수입으

로 인해 방사선피해 우려가 가장 큰 국가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위원회

의 검토결과가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음

 CRPPH관련 국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KINS, 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전문가 참여를 통해 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에 관련한 국내 현황 및 현안발표 및 사무국에 의제 제안 등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책 제언 및 시사점

 원자력사고에 대한 비상관리 및 복구관리 등에 방사선방호 권고 및 기술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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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노력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지역 주민,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의 방사선

방호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전략이 중요한 이슈임

 이를 위해 CRPPH 위원회 전문가그룹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이해 

소통 노력을 전개한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큼 

 CRPPH 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에 관련되는 정책, 

과학, 규제, 운영현안 등이 망라되므로 관련 분야의 국내 전문가(정부정책 담

당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가 되도록 많이 참여해야함

 또한 CRPPH에서 얻은 지식 및 정보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체계 수립이 조속

히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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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과학위원회(NSC)

가. 활동 실적

 정기회의 참여 현황

회차 기간 및 장소 한국측 대표

제23차 회의 2012. 6. 13-15 임채영(KAERI)

 2011년 NSC, NSC 의장단 회의 실행사항 점검

 NSC 소관 기술위원회 현황 점검, 회원국 현황 보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필요한 원자력 과학 연구에 대한 심층 토론

 영국 Kevin Hesketh가 스위스 Rakesh Chawla 사임에 따라 부의장으로 선출됨

Data Bank 정기회의 참석 : 2012. 6. 13

NSC 뷰로회의 2012. 11. 28 임채영(KAERI)

 NEA 및 NSC 현황 보고

 러시아 가입이 2013년 1월에 정식으로 시작되어 활발한 참여가 기대됨

 NEA 안전및방사선방호국과 NEA-DB의 직원 채용이 진행중임

 중국과의 협력은 MOU를 준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
- 우리나라의 SFR 기술개발계획 구두 발표
- 회의 참석을 통해 원자력 과학연구 전반의 동향 파악

제24차 회의 2013. 6. 12-14 임채영(KAERI)

 2012년 NSC와 NSC 의장단회의 실행사항 점검 및 실무그룹별 형황 점검 

 심층토론 : 토륨 핵연료주기, 사고에 잘 견디는 핵연료

 실무그룹(Working Party) WPRS, WPNCS, WPNCS, WPFC의 임무가 수정없이 승인
되어 연장됨

 WPEC의 임무는 OECD 규정과 상치되는 조항을 검토, 수정후 승인키로 함

 Expert Group on Integral Experiments for Improving MA Nuclear Data를 NSC 직속으
로 설치키로 함 

 토륨 핵주기에 대한 현황분석보고서를 작성키로 의결하고 목차 초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받기로 함

 13IEMPT, Physor2014, ICNC2015, ND2016 회의에 대한 NEA차원의 지원을 승인함

 일본의 S. Okajima(JAEA)를 부의장으로 선출함

 차기 회의(25차) 일정을 2013. 6. 11-13로 결정함, 심층토론 주제는 Modeling & 
Simulation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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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전문가 • 워킹 그룹 및 프로젝트 참여 현황

NSC 참가기관 활동 현황

L
E
V
E
L
2

W
P
F
C

KAERI
서울대

 WPFC 산하의 “Task Force on Benchmarking of Thermal Hydraulic 
Loop Models for Lead-alloy-cooled-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s”(LACANES)은 납냉각로의 열수력시험을 수행하는 TF로 서
울대 황일순 교수가 제안, 의장을 맡고 있음

 WPFC-EGISM(Expert Group on Innovative Structure Materials) 
1) 제7차 회의 2012.11.19~20, , NEA 본부, 박지연(KAERI) 참여

• 전문가 그룹이 주관하는 the 3rd OECD/NEA workshop on 
Structural Materials for Innovative Nuclear System (SMINS-3) 개최
를 위한 기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workshop 기획 및 논문발표 
(SMINS-3는 2013년10월 미국 Idaho Falls의 INL에서 10월 개최됨)

• 전문가 그룹에서 준비 중인 “User test facility” 보고서에서 한국 시
설관련 정보 자료 제공(하나로, 포항가속기, 기초연구원 고에너지 
투과전자현미경) 

• 국내 활동과 연계하여 제 4세대 원전, 핵융합로 개발에 적용할 극한
환경용 소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류

2) 제8차 회의, 2013.04.29~30, NEA 본부 : SMINS-3에 대한 기획 회
의, NEA 보고서 작성 협의, 한국은 이메일로 회의 정보 교류 

 WPFC-EGIF(Expert Group on Innovative Fuel) 
• 2013. 3. 8 개최, 이찬복박사(KAERI)참석 
• “Status Report on Innovative Fuel” 보고서 발간을 위한 최종 검토
• 핵연료성능분석코드 Benchmark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회원국별 참

여 계획(KAERI도 참여할 계획) 협의

 Fuel Recycling Chemistry of WPFC : 이한수박사(KAERI) 참여

 2013. 황일순 교수(서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중준위폐기물
로 변환하는 개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제안

• 2014~2016년의 3년간 연구를 통해 평가보고서를 발간
• 재원 : 한국이 60%를 부담하고 참가국이 30%를 분담
• 논의 결과: 기술적 문제와 재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므로 유보

하고 추가 검토키로 함

W
PM
M

KAERI
 WPMM의 일부 전문가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 정도는 미미함

 Multi-scale Modeling of Fuels of WPMM : 오제용 (KAERI) 참여

DB

J
E
F
F

KAERI

 2012. 4. 27 JEFF SCG 회의 참석 : 김형일(KAERI)
• JEFF 최신 버전에 KAERI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수락
• KAERI가 수행중인 마이너 악티나이드 평가 및 열중성자 산란에 관한 연

구결과 발표
• 마이너 악티나이드의 평가 결과를 2012년 2차 회의 시 발표

 2012. 11. 29 JEFF SCG 회의 참석 : 김형일(KAERI)
• 마이너 악티나이드에 대한 KAERI의 평가 및 검증 결과 발표 
• 총 11개 핵종이 JEFF-3.2 베타 버전인 JEFF-T2 테스트 라이브러리에 등재

되어 2013년 1월에 배포됨 
• 향후 JEFF 개량에 지속적인 참여 요청 수락 

 2013. 3. 16 JEFF SCG 회의 참석 : 이영욱(KAERI)
• KAERI에서 JEFF-T2 테스트 라이브러리에 등재한 11개 마이너 악티나이

드 핵종의 검증 현황 발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 과제 “원자/핵반응 특성 Data 평가 및 
검증”의 일부 성과물을 JEFF 프로젝트를 통하여 국제적 검증과 신뢰도 
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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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활동과의 연계성 및 시사점

 활동 평가

 회의 참석을 통해 원자력 과학연구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자력 선진국이 

제공하는 기초실험 데이터는 국내에서 수행중인 원자력 연구개발에 광범위하

게 활용되고 있음

 참여 확대 방안

 원자력과학위원회는 산하의 5개의 Working Party와 산하의 전문가 그룹 활동

을 체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의장단 진출을 도모

-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등 지원체제 

구축을 필요하며, 참여 전문가의 개인 의견이 사전 검토 없이 발표되지 않

도록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ㄷ. 정책 제언 및 시사점

 실질적인 연구협력은 상설위원회 산하의 실무그룹회의와 전문가그룹회의에서 

논의되지만 회의 참가 경비, 1-2일의 짧은 출장 일정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

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NEA를 통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국내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

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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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력개발위원회(NDC)

가. 활동 실적

 정기회의 참여 현황

회차 기간 및 장소 한국측 대표

제61차 회의 2012. 10. 3-4 정익(KAERI)

 회원국 신규 활동의 보고

- 영국은 신규 원전을 위하여 8개 부지를 지정하고 연내 사업계획을 접수하며, 원
자력을 탄소저감기술로 지원 예정임.

- 신규 회원국이 될 러시아는 Rosatom을 중심으로 한 자국 원전 건설과  수출을 
활발히 추진 중으로 28개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

 원전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financing) 협의

- 핀란드는 비영리법인(산업체, 포럼, 지자체 공동)의 구성과 실질비용 비교(balance 
sheet)를 통한 지원, 터키는 사업자와의 전력구매 계약(PPA)의 상반된 방식임.

- IAEA는 현재 경제상황과 자본 위험도로 인해 이전에 많이 논의 되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형식의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프랑스 감사원의 원전 경제성 분석보고서 관련 토의

 주요사업인 우라늄그룹과 경제성작업반의 업무보고 및 논의

 한국 활동 : 2013~2014 신규프로그램 선정에 참여

- ‘원자력 비발전 이용(특히 SMR응용)‘에 대하여, SMR은 전기생산용으로도 유력한 
대안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지적

- ‘원자력발전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찬성을 표시하되, 제목에서 원자력의 
'benefit'을 ‘impact'로 변경할 것을 제안

- 핵주기 경제성평가 3차 회의 및 원전 장기운전 최종 보고서 작성 참여

제62차 회의 2013. 10. 30-31 원병출, 이영준(KAERI)

 2013-2014 활동프로그램보고

- 신규 전문가 그룹(폐로비용, 사고 비용, 기후변화)이 구성되었으며, 3개의 워크숍
(열병합 발전, 사고비용, 신규 원전 재원 조달)이 개최

 특별세션 : 프랑스의 에너지정책 관련 

 경제성작업반(WPNE)) 활동 보고

- 후행핵연료주기 경제성 평가결과 및 장기운전의 경제성 결과 도출이 있었으며, 
파이낸싱 관점에서의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문가 그룹이 아니라 
WPNE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WPNE 운영기간을 3년 연장(∼2016)

 타부문 NEA 활동 보고 : Gen-IV 포럼 로드맵(Mr. Thierry Dujardin)

- SFR과 같은 일부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으나, MSR과 같은 일부는 진행이 
더 이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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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참가기관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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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G-MR KAERI

 제4차 OECD/NEA 의료용동위원소 공급안정성 관련 고위급 

회의(High Level Group on the Security of Medical 

Radioisotopes)
• 참여자 : 강상욱(OECD/NEA 대표부 과장)
• 일시 :2013. 7.9∼7.10
• 주요내용

 1) 아르헨, 브라질, 한국, 중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러시아 

대표는 자국의 Mo-99 생산 연구용원자로 신설, 확대, 중지 

등 계획을 보고 (우리나라는 기장연구로 건설 추진현황 발표)

 2) 2016년 이후 안정적인 99mTc 공급보장에 대한 우려와 대책 

논의

 3) 세번째로(2013-2015) 구성할 HLG-MR에서 수행할 주요활동 

등 논의 (3차 고위그룹에 참석할 한국 대상자는 보건의료 관

련부처 및 전문가 필요)

 4) 2014. 3.24-25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제3차 핵안보정

상회의 소개

WPNE KHNP

 WPNE : 원전관련 경제성 분석 및 전력계통 영향 등의 국제

동향을 국내원전 경제성 향상위한 reference로 활용
• 7차 회의(2011. 11) 참석(오진호,한수원)
• 8차 회의 미참여, 
• 2012년 하반기 9차 회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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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행핵

연료주

기 

경제성

KAERI

 후행핵연료주기 경제성을 평가를 위한 특별 전문가 그룹 "Ad hoc. 

Expert Group on the Economics of Back End of the Nuclear Fuel 

Cycle" 참여 

 1) 참여 현황 
• 참여국 전문가들은 자국의 핵주기 비용평가 방법, 비용평가를 위한 

가정 및 조건,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처분기금 조달 방법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 한국 측은 3차례 회의에 모두 참여함(KAERI 고원일, 김승수, 김선길)

 2) 활동 경과
• 1차 회의(’11. 10) : 역무범위 설정 등 과제 착수 
• 2차 회의(’12. 5) : 국가별 자료수집 및 주요현안 논의
• 3차 회의(’12. 10) : 최종보고서 작성 관련 주요현안 논의
• 2013. 최종보고서 발간 내용 :

  - 회원국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관리 현황

  - 후행핵연료주기 경제성 평가 방법론 및 옵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여러 가지 사용후핵연료 관리전략에 대한 이론적 비용 분석 및 

비정량적 요인 등

④ 

폐로비

용

KAERI

KHNP

KEPCO-

ENC

 참여자 : 박승국(KAERI) 이재행(KHNP), 이상호(KEPCO-ENC)

 기간 : 2013. 4.29∼30(1차 회의), 2013. 10월(2차회의)

 주요내용

 1) 본 전문가 그룹의 목적 및 최종보고서 발간의 취지 설명

(2003년 이후의 발전소 해체비용 평가에 대한 보고서 신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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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열병합 경제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자력의 비 전력분야 활용에 관한 기

술 • 경제성 평가 워크숍(IAEA/NEA 공동)" 참석 및 발표

- 참여자 : 김긍구, 김민환(KAERI)

- 일시 :2013. 4.4∼5

- 주요내용

· 지역난방 세션 : 지역난방에 대한 안전성 및 대중의 신뢰확보, 경제성 모델, 시장수요 등

· 담수화 세션 : 한국의 SMART 소개가 있었으며, NEA와 IAEA의 관련 활동 소개, 러

시아의 카자흐스탄 지역 전력과 담수공급을 위한 FBR(BN-350) 사례발표

· 한국의 SMART에 대해서는 SMART의 담수 활용에 관심 있는 국가와의 계약이 있

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고온가스로 활용 및 공정열 시장 세션 : 우리나라의 초고온가스로 개발에 대한 소개

· 기타 고온가스로 활용과 수소생산/ 원자력 하이브리드 시스템, 신재생과의 시너지 

세션/ 원자력 열병합을 위한 경제성 및 사업모델 세션이 있었음

 원전 장기운전의 경제성 연구를 위한 특별전문가 그룹 “Economics of Long-term Operation 

of NPPs 참여”

- 참여자 : 박종호(KHNP)

- 추진일정

· 2011. 9. : 역무범위 설정 등 과제 착수

· 2012. 3. : 도출된 현안토의 및 결과 정리

· 2012. 말. : 최종보고서 발간

· 한국은 1차 회의에 한수원 박종오 팀장이 참석 (2,3차 회의 불참)

· 한국의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사례를 대상으로 추진경과, 소요비용 분석, 계속운전의 

성과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

- 주요 내용

· 회원국의 장기운전 정책, 인허가절차 및 경제성 분석

생을 위한 자료 및 정부 수집)

 2) 회원국의 국가보고서 발표 (한국은 KAERI, KHNP, 

KKEPCO_ENC 발표)

 3) 한국의 해체관련 전략, 비용 등은 한수원에서 제공하고 원

자력(연)과 KEPCO-ENC가 제공키로 함

 4) 2014년 말에 최종보고서 발간 계획

⑤ 

원자력 

사고, 

손해배

상 및 

전기요

금에 

미치는 

영향

KAERI

KHNP

 참여자 : 김승수(KAERI), 박선갑(KHNP)

 일시 :2013. 5.30(1차 회의), 5.28∼29(관련 워크숍 개최)

 주요 내용

 1) 원자력 사고비용 추산 방법론에 대한 워크숍(5.28∼29)과 함

께 프로그램 1차 회의 개최

 2) 기존 원전사고(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비용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3) 비용평가 방법론에 대한 예비 토의 (사고관리, 사고대책의 

비용편익, 보상체계, 에너지원별 또는 사회적 비용 비교)_ 비

용은 부지내 및 부지외 비용으로 구분

 4) 사례 연구, 작업일정, 분담내용 등 협의

 2013∼2014 기간 중에 2회의 워크숍 개최 (1차. 2013.12.12∼13)

 차기회의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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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 회원국별 장기운전 계획 평가

- 검토 의견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중의 계속운전에 대한 반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국제기구 차원에서 계속운전의 타당성 • 당위성 공유 • 확산 필요

나. 국내 활동과의 연계성 및 시사점

 활동 평가

 한국은  국내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1차 계획 대비 2035

년 원자력 설비비중이 축소(22%∼29%) 전망되는(1차 계획에서는 2030년 41%) 

원자력 정책변화 가능성이 있음

- 반면, 현재 건설(5기) 및 제안되는 원전(6기)은 차질 없이 건설 가능할 것임

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국가 보고서“ 의제에 제출함

 2013∼2014 프로그램 중 한국은 3개 프로그램(기후변화, 사고비용, 폐로비용)의 

특별전문가 작업반에 참여 중에 있으며, 사고비용과 폐로비용 관련 프로그램은 

국내에도 결과활용이 기대됨

- 특히 원자력사고비용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한국이 자발적 기여금(3만 유로)

을 공여하고 있으므로, 현재보다 적극적인 활동(현재 KAERI, KHNP 각 1인이 

전문가 그룹에 참여)을 통해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참여 확대 방안

 NEA 산하 각종 전문가 그룹에 국내 관련기관 인사들을 추천하여 명단을 통보

하고 있으나, 중간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

는 방안 필요

 정책 제언 및 시사점

 현재 한국은 의료용 동위원소 수입국이나, 부산 기장에 건설 중인 연구로가 완

공되는 2017년 이후에는 국내 수급은 물론 해외에 수출 가능한 공급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므로 고위급 그룹에서 제안하고 있는 “full cost recovery”에 대

한 검토를 거쳐 국가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6월 까지 각국의 입장을 요청하고 있는 바, 한국도 향후의 국내 • 외 

공급가격 정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또한 2014∼2015 출범하는 3차 고위급 그룹(HRD-MR) 참여가 필요하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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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번에는 정부(미래부 및 보건복지부) 참여도 필요함

 국내에서도 원전해체 논의가 진전되는 만큼 국제기구에서의 원전 해체비용 평

가 작업에 참여하면서 얻는 결과들은 국내에서의 올바른 해체비용 산정과 연

계 • 활용 가능함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 시민단체에 의해 엄청난 규모의 사고비용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비용 산정방법의 활용 및 전문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 분야 보고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환

경에서의 사고비용 평가 연구에 연계 • 활용할 수 있음

7. 원자력법위원회(NLC)

가. 활동 실적

 정기회의 참여 현황

회차 기간 및 장소 한국측 대표

2012. 3. 28-29 박기갑(고려대)

 Fukushima 사고 관련 원자력손해배상 문제 
- 일본 대표단은 일본의 제도, 지원기구 설립, 배상현황을 주제로 발표
- 지원기구는 2011.11-12월 $196억을 동경전력에 지원

 Vienna 협약/CSC, Paris/Brussels 협약 비준국 변동 없음 
* CSC :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러시아 손해배상법 및 인도 손해배상법 소개, 입법 동향 논의
- ITER에 대한 파리협약 적용 방법 논의

      ① 협약의 확장적용 방안, ② 별도 국제적 협약 ③ 프랑스 국내법에 의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2012. 11. 21-22 박기갑(고려대)

 논의 사항
- 원자력법 관련 NEA 출판물, 교육 프로그램, IAEA 및 NEA 관할 협약 변동 추이, 

2012 원자력법학회 등

 일본 발표
- 일본의 손해배상법, 심의위원회의 배상기준, 동경전력의 배상금 지불 현황 (10월

말 현재 약 48.7억원 지불) 
- 환경부 산하에 원자력규제기구(NRA) 설치

 한국 발표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과 최근의 원자력관련법 개정 소개
- 위원회 구성, 필요성, 책무, 운영원칙, 발전소 및 방사선  시설 안전규제 체계 소

개(원안위 자료 활용)
-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생활주변 방사선안전법 소개

 한국 외에도 러시아, 영국, 인도 등이 제도개혁 설명, NEA 원자력안전국도 IAEA도 
회원국의 개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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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활동과의 연계성 및 시사점

 활동 평가

 한국은 과거 동 위원회를 통해 인지된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최근 추세를 반영

하여 한국의 국내법 개정에 활용하였음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각국의 원자력규제기관의 활동, 방사성폐기물 처

리 및 저장에 따르는 법적 문제점,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따르는 각종 법적 문

제점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 대표자인 박기갑 교수(고려대)는 한국 국민과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후쿠시마 사고 관련 일본 대표단의 발표내용에 관해 필요한 경우 Q & A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임

 이외에도 상기 언급한 중장기적 현안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

 만일 국제 추세에 비추어 한국 국내법의 개정 또는 제정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를 건의할 것임

 저준위폐기물에 대한 배상법 적용제외 관련 다음 사항 확인

- 한국은 적용 제외 규정 없으며

- 폐기물은 고준위폐기물 외에는 모두 중저준위폐기물로 분류 

- 월성에 건설중인 시설이 유일한 중저준위 전용시설 

 참여 확대 방안

 후쿠시마 사고관련 손해배상 문제는 계속 follow-up 필요

- 주한 일본대사관/아국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간 협조체제 유지 필요

- 일본은 손해배상제도의 전면개편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법제를 심층 분석하

고 있음(한국도 대상)

- 아국과 일본은 손해배상 관련 협약관계가 없어 각각의 국내법에 따라 처리

될 것임 � 아국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일본법원 또는 한국법원에 제소 가능

- 일본의 사례는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것이며, CSC 가입 공동대응 

필요

 인도 원자력손해배상법 내용 follow-up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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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법 이외의 법제에 의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

법 등에 의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보임

- 한･인도 협력관계 수립으로 거래증가가 예상되는 아국으로서는 주의를 요하

고 거래 추진에 대비하여 추가검토 필요

 CSC 관련 예상 및 필요 사항

- CSC의 발효가 미국과 IAEA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이 주요 가입독려 표적국가가 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이미 독려를 위하여 수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2012 상반기

에도 IAEA 법률국에서 방한 예정임

- INLEX 회합에 적극 참여, 추이의 추적 관찰이 바람직함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1997년 비엔나 협약 개정 의정서

- 비엔나 협약과 파리협약의 적용에 관한 1988년 공동 의정서와 1997년 보충

배상 협약 등 원자력손해배상 협약의 개선 방안을 모색

 정책 제언 및 시사점

 손해배상 관련 일본의 제도개선과 배상절차 진행과정을 파악하여 법제가 유사

한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

 인도와 러시아의 손해배상 제도(협약 가입 포함) 제･개정/ 가입 현황을 파악

하여 향후 원자력 수출시 활용

 ITER 관련 손해배상 문제 해결 추이 파악 필요 (파리협약 개정, 확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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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활동 현황(2012-2013)

 2013 현재 한국은 총 20개의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중 원자력 안전/안전데이

터베이스 분야 14개, 원자력 과학 분야 1개,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2개, 방사

선 방호 분야 1개, 총 18개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중임

프로젝트 착수
시기

참여
국 수행기간 예산 참가비 한국참여기관

  (원자력 안전/안전데이터베이스 분야)

1.BIP-2 ‘07 11 2011.4-2014.3 900K€ 27,000€ KAERI

2.BSAF ‘12 8 2012.11-2014.3 160K€ 20,000$ KAERI

3.Cabri ‘99 12 2000.3-2015.3 74million€ 585,000€ KINS

4.CADAK 8 2011.11-2014.12 360K€ - 미참여

5.CODAP 13 2011.6-2014.12 390K€ 35,000€ KAERI/KINS

6.FIRE 12 2010.1-2013.12 336K€ 7,000€ KINS

7.Halden ‘58 20 2012.1-2014.12 55million€ 7억 KAERI

8.HEAF ‘00 7 2012.7-2015.12 US NRC, 현물 현물기여 KINS/KHNP

9.HYMERES ‘13 12 2013.1-2016.9 3.9million€ 120,000€ KAERI

10.ICDE ‘94 11 2011.4-2014.12 330K€ 43,000€ KAERI

11.LOFC ‘11 8 2011.3-2014.3 3million€ 12,000€ KAERI/KINS

12.PKL-3 ‘04 15 2012.4-2015.12 4.6million€ 110,000€ KAERI

13.PRISME-2 ‘06 9 2011.7-2016.6 7million€ - 미참여

14.SCIP-2 ‘04 13 2009.7-2014.6 7.7million€ 3.5억 KAERI

15.STEM ‘11 7 2011.7-2015.6 3.5million€ 90,000€ KAERI/KINS

16.THAI-2 ‘07 11 2011.7-2014.6 3.6million€ 126,000€ KAERI

  (원자력 과학 분야)

17.TAF-ID ‘13 6 2013.1-2015.12 336K€ 57,000€ KAERI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

18.CPD ‘85 14 2009.1-2013.12 276K€ 15,000€ KAERI

19.TDB ‘84 13 2008.2-2014.1 2.6million€ 43,000€ KAERI

  (방사선 방호 분야)

20.ISOE ‘92 29 2012-2015 1.9million€ 3,000€ KINS/KHNP

  (2012-2013 기간 중 종료 프로젝트)

① ROSA-2 ‘05 15 2009.4-2013.3 2.7million€ 70,000$ KAERI

② SFP ‘09 13 2009.6-2013.2 3.6million€ - KINS

③ SERENA ‘07 10 2007.10-2012.3 2.6million€ 595,000€ KAERI

  (신규 추진 중 프로젝트)

④ ATLAS ‘14 15 2014.4-2017.3 2.5million€ 1.25million€
KAERI/KINS/KH

NP/KEPCO 
E&C/KEPCO NF

* 한국 주관 ③(공동), ④(단독)

<표 36> OECD/NEA 국제공동연구 우리나라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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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활발히 참여하는 주요 프로젝트의 상세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BIP-2(Behaviour of Iodine Project)]

  가. 참가 개요

 2010. 12. OECD/NEA에서 한국 참여의사 개진 (백원필 본부장) 및 분담금 결정  

 2012년 3월 “중대사고 대처기술 대과제” 착수와 함께 관련 세부과제에서 참여하려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연기 (관련회의 KAERI 측 참여함) 

 2013년 3월 “중대사고 대처기술 대과제” 세부과제에서 예산 확보하여 재추진, 2013. 3월(3차), 

11월(4차)회의 참석

 참가 비용: OECD/NEA, 2.7만 유로 (2013, 2014년도 2회 분납)

 활용 과제: 휘발성방사성물질 화학거동규명 및 안정화기술개발 (과책: 연제원)

  나. 참가 필요성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중대사고 발생 억제와 관련되어 사고 방지 및 대응에 대하여 다

양한 기술개발이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특히, 휘발성핵종인 방사성 요오드의 거동 예측은 원전 중대사고 대응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관련 기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내 방사성 요오드 화학거동 연구 및 관련 실험은 관련연구가 최근 (2012년)에 착수되어 아주 

취약한 상태임. 우수한 해외기술의 도입은 우리의 기술을 짧은 시간에 국제수준으로 도달시키

는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임.

  다. 확보 기술 및 국내 활용 성과

 휘발성 방사성 요오드의 흡/탈착 현상 규명기술 및 유기요오드의 거동 해석기술 (관련 실험 데

이터 포함)

 3. [Cabri water loop project]

  가. 참가 개요

 참가 기간 : 2002년~2008년

- 2000～2001 : 원자력안전기술원 주관 CABRI project SC(Steering Committee) 및 

TAG(Technical Advisory Group) 참여

- 2002～2008 : 국내 컨소시움 구성(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연구원)

 참가 비용 : 국내 컨소시움 분담금 : 2002～2008 평균 1억/년

 활동 실적

- CABRI sodium loop 시험결과 분석

- CABRI water loop test matrix 구성 협의

- Plenary meeting 참석 및 시험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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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참가 필요성

 본 프로젝트는 반응도사고(RIA)시 고연소도 핵연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모사실험을 국제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험

 90년대에 수행된 일부 실험을 통해 RIA시 고연소도 핵연료가 현재 기준보다 낮은 엔

탈피에서도 손상될 수 있음이 보고됨

 이에 프랑스 CEA 주도로 RIA시 핵연료 안전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계획, 10여 

차례에 걸친 다양한 모사 시험이 수행

 본 실험을 통해서는 연소도, 핵연료 종류, RIA 모사 펄스 조건등에 따른 핵연료 안전

성 검증 실험이 다양하게 수행, 이를 통해 2007년 NRC의 RIA사고기준 interim 변경이 진행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이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 참여함

  다. 확보 기술 및 국내 활용 성과

 확보 기술 : CABRI에서 수행된 시험자료 및 실험 후 수행된 다양한 조사후시험 DB 확보

 국내 활용 성과 

- 국산 고연소도 핵연료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후시험 수행 : 2002～2007

- 국산 고연소도 핵연료 피복관 기계적 특성시험 장비 구축 : 2005～2010

- 국산 고연소도 소결체 사고 안전성 시험 장비 구축: 2005～2010

° 고연소도 핵연료 RIA 모사시험 DB 확보

° 고연소도 핵연료 RIA 기준 개정 활용 (2007)

° RIA시 핵연료 성능평가코드 SCANAIR 확보 및 평가

° RIA시 고연소도 핵연료의 설계/운전이력 평가 : KEPRI/KNF

 본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된 시험데이터는 2002년부터 수행된 고연소도 핵연료 안전성

평가 연구를 통해 산업체 및 규제기관에 제공하였으며, 이를 시점으로 국내에서도 고

연소도 핵연료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됨 

 특히, 선진 실험 기법의 도입 및 관련 평가코드 체계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시험장비의 구축, 고연소도 핵연료 시험자료의 생산 등 국내 핵연료 안전성 

시험기술 개발에 큰 공헌을 함

  라. 향후 참가 계획

 CABRI project의 1차 목표는 완료되었으나, 2008년 이후 기존의 sodium loop를 좀 더 

실제적인 water loop으로 개선하여 수행하기로 한, 실험이 지연되는 중

 아직도 loop 개선 작업이 진행중이며, CABRI 측에서는 한국의 추가 가입을 지속적으

로 희망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접적인 프로젝트 가입은 논의 단계에 

있음. 

- 더구나 기존 Test Matrix에서 추가적인 Test Matrix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타진한 

바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부담은 더욱 더 증가할 예정이어서 CABRI water 

loop 국제공동연구 참가 여부는 국내 연구와의 연계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논

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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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ODAP(Component Operational Experience, Degradation and Ageing Programme)]

  가. 참가 개요

 참가 비용 : 기관별 총 35,000 Euro (10,000 Euro/년, 한국의 경우 참가기관인 KINS와 

KAERI가 50%씩, 각 5,000 Euro/년 분담)

 활동 실적 

- 1년 2차례 정기회의에 KAERI와 KINS가 번갈아 참석

- CODAP 운영 방안, DB 구축 방안 협의 및 승인, 각 국가별 가동원전의 피동기기 

열화 및 파손 사례 자료를 웹기반 DB에 입력(원전 정보, 열화 이력, 열화 원인 및 

영향, 정비 이력, 적용 코드, 규제 기준), DB 입력 정보 검증 수행

  나. 참가 필요성

 필요성 : OPDE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8년동안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2011년 5월에 

종료되었음. 총 11개국이 참가하여 주로 2차측 배관의 FAC, 일반부식 등의 경년열화 

손상자료를 수집하고, ClearingHouse에서 DB를 구축하였음. SCAP 프로그램은 SCC 

작업반과 Cable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SCC 작업반은 2006년부터 4년간 진행되었으

며, 2010년 6월에 종료되었음. 주로 1차측 냉각수 누수사건의 주요원인인 SCC로 인

한 배관 및 피동기기 열화손상 자료를 수집하고(Cable 작업반은 케이블 열화 자료 수

집), ClearingHouse에서 DB를 구축하였음. 상기 과제의 참여 기관이 대부분 중복되고 

구축된 DB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였으므로, DB 통합시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

으로 기대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신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다. 확보 기술 및 국내 활용 성과

 2012년 6월 월성 1호기 IAEA 리뷰 시 제기 된, 전 세계 CANDU 원전 진동 피로

(vibration fatigue) 사례 수집 및 검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 자료로 CODAP DB내 해

당 사례 45건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 자료 공유

 전세계 가동원전 피동기기 경년열화 손상 DB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가동 원전의 주

요 기기 경년열화 안전규제 지침(규제기관), 열환 손상 확률론적 해석 모델 개발(연구

소), 열화 원인 규명 및 기구 해석(학계), 관리 지침 및 기기 정비/교체 기준(산업체)으

로 활용 가능

 국내 가동원전 부품·기기의 경년열화 대응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인 ‘원자력재료열화

연구회(회장 정용환, PRIMA-NET)에 정기적인 자료 공유를 통하여 연계성 강화

  라. 향후 참가 계획

 원자력재료열화연구회, 한국원자력학회 등에서 지속적인 홍보 및 자료 공유를 통하여, 

국내 관련 연구 활동과의 연계성 강화 예정

 국내 가동원전 현장에서 열화 및 손상 발생시 관련 사례 리뷰 및 정비/교체 기준, 규

제 기준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수립 예정

 7. [Halden Reactor Project]

  가. 참가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95년 7월 가입

 가입 초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단독으로 국제공동연구비를 지불, 현재는 한국원

자력연구원을 주축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연료주식회사(KNF),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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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구원 등 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비를 분담

 활동 실적 

- 2010년 Halden Program Group 회의 참가

- 2011년 Enlarged Halden Program Group 회의 참가

- 2012년 Halden Program Group 회의 참가

- 2013년: Halden Program Group 참가 및 Vice Chair 역할

- 2014년: Halden Program Group 한국 개최 및 Chair 역할(예정)  

- Halden Program Group 회의(3년에 4번 개최) 참석하여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결과

물 검토

- Enlarged Halden Program Group (EHPG) 미팅 (3년에 2번 개최) 참석하여 연구결과

물 점검 및 추후 연구 항목 설정  

  나. 참가 필요성

 HRP에서 수행하는 노내시험은 새로운 핵연료 개발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할덴에서 개발한 그래픽 도구(ProcSee 3.5), 가상현실 플렛폼, 감시 및 진단 소프트웨

어, 운전절차 전산화 (COPMA) 등의 활용성이 높음

  다. 확보 기술 및 국내 활용 성과

  KNICS 프로젝트 수행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정형검증 및 요구사항추적에 할덴 

연구 결과물 활용

 그래픽 툴(ProcSee 3.5) 

- 원자력연구원 연수원 시뮬레이터와 통합검증설비 

- 신고리 1&2용 PMAS(Plant Monitoring and Alarm System) 

- 전력연구원 인간공학검증용 시뮬레이터 

- 우리기술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의 Graphic Builder 

 운전절차 전산화: 할덴에서 COPMA-II를 기반으로 발전기술원에 APR1400(신고리 3&4)

용 운전절차 전산화 시스템 개발하여 적용

 Halden Prover: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KNICS) 디지털 원자로보호 계통 안전 

소프트웨어 정형검증에 활용

 TRACE: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KNICS)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추적성 분석 

 Human Performance Data: 원자력중장기 인적신뢰도과제에서 할덴 

 가상현실개발 도구: 전력연구원에서 가상현실시스템 개발시 활용

 HANA 피복관 조사시험으로 우수한 성능을 확인 

-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HANA 피복관의 성능을 대내외적을 입증하고 알리기 위

해서 2003년 12월부터 2010년까지 Halden 원자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였음.

- 조사시험 결과, HANA 피복관은 시험결과가 외국 피복관은 비하여 내부식성이 매

우 우수함을 보였음

 경수로 핵연료 성능평가 모델 및 코드 개발  

- 고연소도 UO2 핵연료 및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개발에 요구되는 핵연료 성능평가 

모델 및 코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노내 핵연료 성능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임

- HRP는 다양한 종류의 핵연료 및 연소조건에 대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수하여 핵연료 성능평가 모델 및 코드(INFRA 및 COSMOS)를 개

발하고 검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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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MOX) 기술개발 및 검증

-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플루토늄이 함유된 시험용 혼

합 핵연료봉을 제조하였고, 이를 2000년 중반 Halden 원자로에 장전, 2006년 말 연

소도 50 GWd/t에 도달할 때까지 성공적으로 연소시험을 수행하여 우수한 노내 성

능을 입증함

 하나로 조사설비 설계 및 조사시험 방법 자문 

- Halden에서 활용하고 핵연료/재료 조사시험 장치 자료 확보

- 재료/핵연료의 재계장/재조사 관련 장비 및 기술 자료 확보

- 하나로와 Halden을 이용한 원자력 재료의 공동 조사시험 추진

  라. 향후 참가 계획

 현재와 같이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 분담금을 납부하여 3년 단위로 

재계약할 예정임

 현재 KAERI는 교과부 과제로 수행되고 있는 “차세대 핵연료기술 개발 과제”에서 안

전성과 경제성이 동시에 향상되는 핵연료를 개발하고 있음. HRP에서 생산하는 각종 

노내 조사시험 자료를 차세대 경수로 핵연료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예정임

 건의사항 및 정책 제언

 : 할덴 분담금을 현재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에서 할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준에 따

라서 분담하고 있으나, 연구과제비에서 분담금을 부담하는데 부담이 있음. 또한, 할덴 

측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 위상에 맞도록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일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10. [ICDE(International Common-cause Data Exchange Project)] 

  가. 참가 개요

 참가 비용 : 연간 11,500유로의 분담금 납부

 활동 실적 

- CCF Data 수집을 포함한 project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

- 1년에 2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operating Agency에서 수행한 업무를 평가

- CCF Data 수집/분석하여 제출

- CCF 모수 평가를 위한 분석 코드 CAFE-PSA 개발

  나. 참가 필요성

 CCF 사건은 희귀 사건이므로 국외 다른 원전에서 발생된 사건들을 포함하여 상세 평

가하는 것이 필요, 여러 국가의 CCF 데이터 활용 가능

  다. 확보 기술 및 국내 활용 성과

  한수원 과제인 국내 전 발전소 PSA 수행 시 CCF 모수 평가 자료 활용 추진 

  ICDE로부터 입수한 5개 기기(원심형펌프, 비상디젤발전기, 전동구동밸브, 역지밸브, 

차단기)에 대한 일반 모수 평가 

  라. 향후 참가 계획

 ICDE Project는 In-Kind방식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므로 아직 획득하지 못한 기기에 대

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제출하고 ICDE 데이터를 받아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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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PKL-3(Primary Coolant Loop Test Facility Project)]

  가. 참가 개요

 참가 비용 : 국내에서는 총 110,000 유로를 기술도입비로 지불하고 참여, 기술도입비는 교육과

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경수로 비상냉각 열수력 안전성 최적평가 종합효과실험) 과제와 

지식경제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원전안전해석코드개발) 과제에서 분담. 2012년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은 분담금에 기여하지 못했으나, 2013년 이후 일정부분 기여

 활동 실적 

- 원자력(연)에서는 PRG (Program Review Group)와 MB (Management Board) 참가자

를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주된 역할은 연 2회의 진도회의 (PRG/MB) 참석하

여 연구 동향 파악, 자료확보, 국내 기여방안 도출 등임

- 2012년 6월 1차 PRG/MB 회의(착수회의)에 참석하여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현황

파악 및 관련 자료 확보함

- 2차 PRG/MB 회의는 PKL-ROSA Joint Workshop과 연계하여 2012년 10월 개최, 워

크숍에서는 PKL 대응실험인 ROSA 실험 (Test 3)에 대한 MARS-KS 코드 안전해석

결과 발표

  나. 참가 필요성

 PKL-3 프로젝트는 일본의 LSTF 실험장치와 함께 원자력 선진국의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분야의 양대 산맥을 이루어왔으며, PKL 실험장치에서는 4개의 루프에서 발생하

는 비대칭 현상, 보론 희석 현상 등의 고유한 실험데이터를 생산해 왔음. 이러한 종

합효과 실험데이터는 OECD 회원국들의 안전해석코드의 예측 성능을 평가/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열수력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국내에서는 원자력(연)이 일부 분담금을 지불하고 참여하고 있으며, 실험장치에서 생

산한 실험데이터의 국내 활용 방향을 정립하고, 각 참여국의 안전 관심사 및 안전해

석 동향 및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도회의(PRG/MB)의 참석은 필수적임. 또한, 국

내에서 운용중인 아틀라스 실험장치를 이용한 연구 방향 정립 및 국제 공동 활용방

안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회의 참여와 안전해석의 기여가 요구됨. 

  다. 확보 기술 및 국내 활용 성과

 현재 PKL-3 과제가 착수 초기 단계이고, 아직 실험데이터를 생산하지 않은 상황이므

로 구체적인 활용실적은 없음 

 예상 기대 성과

- PKL3 프로젝트에서 확보된 실험 데이터는 국내의 아틀라스 실험결과와 연계하여 

대응실험을 수행하거나, 안전해석 코드 분석을 통해 국내 안전해석 코드의 검증에 

활용예정

- 특히, PKL3 실험데이터는 현재 개발 중인 SPACE 코드의 검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원자력(연)에서는 아틀라스를 활용한 OECD 국제공동연구를 기획 중이며, 특

히 상대적으로 저압실험장치인(최대 압력 4.5MPa) PKL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H2 

항목(SBO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고압 영역에서 아틀라스 실험을 수행

하여 열수력 분야의 최대 안전 현안인 스케일링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PKL-3 프로젝트의 연계 실험장치의 ROCOM에서 수행하는 원자로용기 혼합현상에 

대한 실험데이터는 CFD 코드의 검증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고해성도이므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기기해석코드인 CUPID 코드의 검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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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예상됨

  라. 향후 참가 계획

 진도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연구현황, 현안을 파악하고 실험데이터를 확보할 예

정이며, 국내 연구 활동과의 연계 방안 모색에 집중할 예정

- PKL-3 실험에 대한 실험 후 해석을 심도 있게 수행하고 진도회의에서 발표함으로

써 국내 열수력 안전연구 수준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임

- 특히, 설계기준초과사고 (특히 H2 실험항목)에 대해서는 ARENA-NP에서 PKL 실험

장치의 압력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아틀라스를 활용한 대응실험에 큰 관

심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환경을 잘 활용하여 OECD-ATLAS 국제공동연구의 가

시화에 독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건의사항 및 정책 제언

 : PKL-3 실험결과를 이용한 코드 검증의 활용성을 고려할 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기술도입비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5. [STEM(Source Term Evaluation and Mitigation Project)] 

  가. 참가 개요

 참가 비용 : 한국분담금 (KAERI/KINS 각각 50% 분담) 22,500유로/년 * 4년

 활동 실적 

- 2012년도의 실험 결과/보고서 입수, 2013/11/14 회의 참가

  나. 참가 필요성

 Source Term (방사선원항) 관련 핵분열 생성물 연구는 많은 재원과 노력이 투자되어

야 하는 분야로 국내 연구 기반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선진 연구결과 도

입을 통해 국내 연구수준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음

  다. 확보 기술 및 국내 활용 성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안전분야, 중대사고 대처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후쿠시마

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실제 적용가능한 중대사고 대처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를 수행하고자 하며, 특히, 중대사고시 사고 방사선원항 저감 대책을 확보하려고 함. 

- 이를 위해서는 중대사고 환경 하에서 핵분열생성물 (특히, 요오드 및 루테늄) 발생 

및 이송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

되어 있음.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STEM 실험 데이터 입수를 통해 현재까지 미해결 (예: 중대

사고 발생 3일후 공기유입 환경에서 기체 루테늄이 흡입 선량의 1/3까지 기여, 계

통내 침착된 에어로졸의 사고 후기 재부유 가능성) 정보 및 데이터를 입수하여 현

재 불확실 분야 (장기 요오드 거동, 일차측 루테늄 거동, 페인트-요오드 반응) 평

가 및 국내 원전의 완화 방안 도출에 활용하고자 함. 

- 즉, 도입된 기술은 방사선원항 발생, 이송, 제거 기제 정밀 평가기술과 국내 원전

의 배기전략 및 관리 대책 확보 분야에 활용 중임.

  라. 향후 참가 계획

 2/3/4차년도 최종 결과 보고회의 참석 및 보고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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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으로는 국제협력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험 결과 기술도입임. 본 연구는 ISTP 

(International Source Term Program) 국제협력연구의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기

존 ISTP 실험장치를 활용하기에 이전 ISTP 연구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작

은 편임. 입수 데이타는 최근 후쿠시마 사태 이후 방사선원항 대처방안에 활용성이 

높음. 따라서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계획하고 있음

 16. [THAI-2(Thermalhydraulics, Hydrogen, Aerosol and Iodine Project)] 

  가. 참가 개요

 참가 비용 : Euro 80,000/3년(총 연구비의 약 3.0 %)

 활동 실적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한 참여기관으로 PRG 및 MB  회의에 참석하

며 실험결과의 습득 및 프로그램의 진행에 참여함.      

- THAI-2 프로그램은 실험뿐 아니라 대표적인 실험을 중심으로 analytical working 

group 을 결성하여 해석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석 그룹에 참여하고 있음. 

- 2009년 완료된 THAI Project의 경우 격납건물 내 수소연소, 수소점화기의 작동, 요

오드의 거동에 대한 중요 실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Analytical Group에 참여하여 

THAI-HM 실험을 GASFLOW 코드를 이용하여 검증 해석을 수행함. 이들 해석 결

과들이 NURETH-13 (2009년9월, 일본)에서 발표 됨. 

- THAI-2 실험은 시작 단계로 일부 초기 실험들이 진행되었으나, 추후  THAI-1과 

같이 실험과 해석적 연구가 진행될 예정으로 주요 실험 결과 및 코드의 검증 해석

이 이루어질 예정임. 

  나. 참가 필요성

 격납건물내 수소제어 평가는 기존의 lumped-parameter 해석 코드(MAAP, MELCOR, 

CONTAIN)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격납건물 해석이 이루어졌으나, 수소제어 계통의 설

치 및 성능 측면에서 국부적인 상세 분석이 세계적인 추세임. 상세 수소연소 해석을 

위하여 불란서 CEA는 TONUS 코드를 개발하였으며, 독일 FzK의 GASFLOW, COM3D

와 DET3D, 그리고 EU JRC의 REACFLOW 코드 등이 사용되고 있음. 프랑스와 독일

은 EPR 설계시  수소제어능력 평가를 위하여 GASFLOW, CFX등 3D 코드를 이용하

고 있으며 현재 EPR이  건설 중인  핀란드 역시 TONUS와 같은 3D 코드를 이용하

여 수소연소를 분석하고 있음. 이들 상세 해석 코드들이 실재 상용 원전의 안전성 평

가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실험 연구의 뒷받침과 함께 광범위한 코드 검증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함

 미국의 NGNP 등 제4세대 원전으로 고온가스로(HTGR)의 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

온가스로의 설계, 인허가 및 안전을 위해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현상이 중요하게 대두

됨. 고온가스로는 현 가압경수로와 달리 graphite dust를 통한 핵분열생성물의 이송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함. 가압경수로의 경우도 격납건물내 요오드 

거동은 아직 불확실성이 큰 연구 항목으로 지속적인 실험을 필요로 함

 중대사고시 격납건물 내 수소 연소 및 핵분열생성믈 거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실험을 필요로 함에 따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대규모 실험의 수행이 

OECD/NEA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음  

 격납건물 내 중대사고 조건에서 수소, 요오드, 에어로졸  거동을 실험 연구하여 수소의 분포 

및 수소 연소 제어,  핵분열 생성물의 이송 및 제거를 위한 실험 데이터의 확보를 목표로 하

며, 궁극적으로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의 건전성 확보 및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억제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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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확보 기술 및 국내 활용 성과

 국내의 중대사고 연구는 산학연  ‘중대사고 연구협의체(DAMSA)'를 구성하여 기관간의 

협력이 이루고 있음. 국제협력에 의해 확보한 자료들은 DAMSA를 통해 기관간의 공

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격납건물 장기건전성 확보 기술” 과제의 일환으로THAI 

Project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과제와 연계한 격납건물 내 중대사고 현상의 규명 및 

중대사고 해석 평가코드의 검증에 활용됨. 

 2009년 완료된 THAI Project의 경우 격납건물 내 수소연소, 수소점화기의 작동, 요오

드의 거동에 대한 중요 실험 자료를 확보하여,  GASFLOW 코드 검증 해석 등에 활

용하였음. 

 THAI-2 실험도 THAI-1과 같이 실험과 해석적 연구가 진행될 예정으로 주요 실험 결

과 및 코드의 검증 해석이 예상되나, 과제 기간이 1년 남짓 경과한 시점으로 구체적 

결과물은 없음.  

  라. 향후 참가 계획

 THAI-2 실험은 2013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실험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병행한 해석적 연구가 진행될 계획임. 연구원은 실험 결과의 확보와 아울러 실험의 

해석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예상 기대 성과

- THAI Project를 통해 격납건물 내 수소연소 및 수소제어 장치의 성능, 요오드의 거

동에 대한 실험 자료를 입수하고, 현재 연구원에서 활용 중인 코드를 이용한 검증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중대사고 해석 평가의 신뢰성을 확

- 국내의 신규 원전(신월성1,2, 신고리 3,4 등) 및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가동원전(고

리 1,  월성 1,2)에 중대사고 수소제어 장치가 설치 사용될 예정인데 국내 관련 연

구가 전무 함. 사업자 및 규제기관의 중대사고 수소제어 설비의 평가에 THAI 실험 

결과가 중요하게 사용 될 전망임. 

-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내 수소, 요오드, 에어로졸 거동의 이해 및 중요 현상의 모델 

개발이 ‘중대사고 코드 국산화’와 연계하여 진행될 계획으로 이들 모델 개발 및 검증에 활용 

-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과제에서 활용 중인 중대사고 해석코드(ASTEC, MELCOR)의 검증 

및 특히, 수소 실험은 신월성 1&2, 신고리 3&4 격납건물 수소제어 쟁점 평가를 위해 사용

될 상세 해석 코드의 검증 자료로 제시할 예정

- DAMSA를 통하여 KINS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의 중대사고 평가 기술 향상에 

기여 예정

 건의사항 및 정책 제언

 : 국제 공동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의 독자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 THAI와 

같은 국제공동연구도 같은 주제 틀 안에서 참여 국들간의 다양한 실험 연구를 필요로 하며 유

도하고 있음. 국내 원전과 관련한 독자적인 실험 시설 및 실험 프로그램의 확보가 바람직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공동연구와 비교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함. THAI-2  실험의 해석적 검증 해석

을 위해서도 독자적인 인력 및 재원이 확보되어야 함.  

① [ROSA-2(Rig-of-safety Assessment Project)]

  가. 참가 개요

 참가 비용 : 국내에서는 총 70,000 US$를 기술도입비로 지불하고 참여, 기술도입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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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APR1400/OPR1000 핵심사고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과제에서 분담

 활동 실적

- 원자력(연)에서는 연 2회 PRG (Program Review Group)와 MB (Management 

Board) 회의에 참여, 연구 동향 파악, 자료 확보, 국내 기여방안 도출

-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해의 5차 회의를 제외한 모든 PRG/MB 회의에 

참석하여 동향 파악

- 7차 PRG/MB 회의는 PKL-ROSA Joint Workshop과 연계하여 2012년 10월 개최, 

워크숍에서 PKL 대응실험인 ROSA 실험 (Test 3)에 대한 MARS-KS 코드 안전해

석결과발표

- ROSA-2 프로젝트 기간 중 실험참관을 2회 수행, 실무 담당자와의 교류와 질의

를 통해 대형 실험장치 운용 기술 습득

  나. 참가 필요성

 LSTF 실험장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로서 경수로의 

설계기준사고 및 설계기준초과사고의 주요 열수력 현상을 가장 현실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ECD 회원국들은 ROSA-2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실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자국의 안

전해석코드의 예측 성능을 평가/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열수력 모델 개발에 활용

할 수 있음

 ROSA-2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원자력(연)이 일부 분담금을 지불하고 참여하고 있으

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진도회의(PRG/MB)의 참석은 LSTF 실험데이터의 국내 활

용 방향을 정립하고, 각 참여국의 안전 관심사 및 안전해석 동향 및 기술을 파악하

기 위해서 필수적임. 또한, 후발주자로서 국내에서 운용중인 아틀라스 실험장치의 

운용체계 수립, 미래 연구 방향 정립 및 국제 공동 활용방안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회의 참여와 안전해석의 기여가 요구됨

  다. 확보 기술 및 국내 활용 성과

 대형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운영에 대한 오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일

본 JAEA와 직접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 국내 아틀라스 실험장치의 구축, 운영 및 효

율적인 실험수행에 크게 반영함

 국내에서는 ROSA-2 프로젝트의 운영 기술과 실험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으며, 실험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안전해석 추진 실적은 미미한 상황임. 그

러나 확보한 실험 DB를 자체 DB로 관리하여 추후 사용 수요를 대비

 ROSA-2 프로젝트에서 확보된 실험 데이터는 국내의 아틀라스 실험결과 연계하여 

대응실험을 수행하거나, 안전해석 코드 분석을 통해 국내 안전해석 코드의 검증 및 

가압경수로 안전성 실증에 활용

 ROSA-2 과제에서 수행한 PKL 대응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시 원자력(연)에서 

기획한 아틀라스를 활용한 OECD 국제공동연구에 기여  

③ [SERENA(Steam Explosion Resolution for Nuclear Applications Project)]

  가. 참가 개요

 참가 비용

- 프로젝트 비용은 한국과 프랑스가 총 연구비의 4분의 1을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참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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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2분의 1을 국가별 분담률에 따라 부담함

- 한국은 자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회원국이 분담한 비용의 1/2을 본 과제가 지원받

게 되므로 국내 원자력 연구 사상 처음으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외국의 분담금이 국

내로 유입(순수 유입액: 약 65만 유로)되는 이정표를 남김

- 주관수행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의 연구원에 대한 간접비용은 자체 부담하므로 총 

연구비는 260만 유로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활동 실적

- KAERI의 실험결과를 매 회의 시 발표, 국내에서 개최된 회의 주도

- KAERI는 아래와 같이 총 9개의 실험관련 보고서를 회원국에게 제공

° OECD/SERENA-2008-TR01, Proposed conditions for KROTOS-SERENA test N°1 (KS-1) 

and TROI-SERENA test N°1 (TS-1)

° OECD/SERENA-2008-TR02 (TS-1), TROI TS-1 test data report

° OECD/SERENA-2009-TR03 (TS-2), TROI TS-2 test data report

° OECD/SERENA-2009-TR04 (TS-3), TROI TS-3 test data report

° OECD/SERENA-2009-TR05, Implementation Proposal in TROI Test for Action Items at 

the 3rd SERENA Meeting

° OECD/SERENA-2010-TR-06 (TS-VISU), TROI TS-VISU test data report

° OECD/SERENA-2010-TR-07 (TS-4), TROI TS-4 test data report

° OECD/SERENA-2010-TR-08 (TS-5), TROI TS-5 test data report

° OECD/SERENA-2011-TR-09 (TS-6), TROI TS-6 test data report

  나. 참가 필요성

 TMI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와 같이 원자로의 핵연료가 용융되는 중대사고 시 일어나는 증

기폭발(Steam Explosion) 현상은 원전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핵심 쟁점으로 그 위해도

(Risk)를 정확히 평가하여야 하나, 그동안 실제 원자로물질을 사용한 실험 자료가 거의 없었음

  다. 확보 기술 및 국내 활용 성과

 국내 원전 신고리 3,4 호기 인허가를 위한 코드 검증에 활용

 세계 정상급의 안전연구 기술수준을 이룩하여 우리 기술의 신뢰성과 선진성을 인정받아 국내 

원전의 중대사고 시 안전성을 확보와 신뢰도를 높여 원전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중대사고시 원자력 안전연구의 난제였던 증기폭발 쟁점해결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어 세계 원자력 안전 연구의 주도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임

 증기폭발 위해도 정량화를 통한 증기폭발 위해도 평가기술은 증기폭발 쟁점 해결과 국내 가

동 및 신규 원전 인허가를 위한 증기폭발 하중 평가에 활용 할 예정이다. 또한, APR1400, 

OPR1000 등 국내 원전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자로 외벽 냉각을 통한 중대사고 사고관리 전

략에 활용 할 예정

  라. 향후 참가 계획

 프랑스 CEA와 공동으로 SERENA 후속프로그램의 개발에 협력

 TROI 실험은 국제적인 실험 자료를 생산하는 국제적 시설로 인정받았으며, 향후 TROI 실험 

장치를 이용한 OECD/NEA SERENA 국제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안전성 연구

에 대한 위상을 향상 시킬 예정

 본 과제에서 국내최초로 유치한 OECD/NEA SERENA 국제공동연구의 성공적 수행으로 한국

도 잘 할 수 있다는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여, 중대사고의 타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SERENA 국제공동연구처럼 국제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국제공동연구를 추진노력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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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물질의 증기폭발 위해도가 낮아 외벽냉각을 채택 할 수 있어 중대사고 관리 전략의 

획기적 간소화를 추진 할 예정

 본 실험자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중대사고 실험자료를 DB화 할 예

정이며, 국내의 중대사고 연구 분야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확보 하고자 함

<그림 16> TROI 실험시설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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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TROI 실험준비 모습

<사진 2>  제 2회 OECD/NEA SERENA 회의 개최 사진 2(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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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TLAS(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Project)]

  가. 참가 개요

 2012. 9 한국 KAERI가 CSNI/WGAMA 회의에서 가압경수로 열수력종합효과실험장치

인 아틀라스(ATLAS)를 이용한 OECD/NEA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 US/NRC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의 지지를 얻음

 2014년 초 착수 예상, 2014년 봄부터 3년간 약 8회의 실험 수행 예정 

 본 프로젝트는 SERENA 프로젝트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주관하는 OECD/NEA 

프로젝트로서, 특히 이번에는 한국이 단독으로 주관함에 의의가 있음. KAERI 열수

력안전연구부에서 주관할 예정임

 예산(안) : 총 30억(연간 10억 * 3년, 약 200만 유로)

 참가 비용 : 총 예산은 250만 유로로 이 중 한국이 국내 컨소시엄 협약형태로 절반인 

1,250,000 유로를 부담함

 활동 실적

- 2012년 10월 말 PRG 심의, 12월 초 CSNI 승인

- 2013. 6. 13-14, Experts Group Meeting 개최, 핀란드 LUT 대학, 13개국 18개 기

관이 참석, 만장일치로 기술적 중요성 및 참여의사 표명

- 2013. 12 CSNI 최종 승인

  나. 참가 필요성

 본 프로젝트는 한국 KAERI의 ATLAS 실험장치를 이용, 가압경수로의 설계기준초과

사고 및 복합다중사고에 대한 열수력종합효과 실험을 수행, 안전해석 코드의 검증 

및 스케일링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제공에 의미가 있음

  다. 향후 참가 계획

 제1차 프로그램그룹회의 개최 : 2014. 4. 23-24

 제2차 프로그램그룹회의 개최 : 2014. 10. 22-23

 2014 착수년도 수행 실험 : ATLAS A1.1 실험(SBO사고 시 비대칭 보조급수 공급)

 예상 기대 성과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심층방호 개념에서 경수로 설계기준초과사고(또는 설계확장

조건, Design Extension Condition)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 이해 기반 확대

- 구동력이 작은 피동 안전계통의 냉각 특성 및 복잡한 다차원 이상유동 물리현상

에 대한 최적 안전해석코드의 검증

- 유사 대형시설(일본 LSTF)에 대한 대응실험 수행으로 스케일링 현안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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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1.  NEA 운영 현황 요약

 NEA는 1958.2월 설립이후 OECD내 준독립기구로 원자력을 안전하고 환경 친

화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회원

국들의 국제협력 지원

- 3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1월부터 러시아가 NEA 정식 회

원국으로 활동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중심으로 산하에 7

개 상설기술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에서 NEA의 임무를 정의하고 NEA최상위 업무 계획인 전략계획 

및 예산 수립·관리

- 운영위원회 산하의 7개 상설기술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지침아래 개별 

분야의 전략계획 수행

- 상설기술위원회 산하에 작업반/전문가그룹이 구성되어 전문부야별 세부업무 

계획을 수립 및 시행

- 2013. 12월 현재 7개 상설위원회 산하 약 26개의 워킹그룹과 약 90개의 전

문가그룹이 활동

 사무국은 운영위원회, 상설기술위원회 및 산하 전문가회의 지원

-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3명의 사무차장 지휘 하에 8개의 국으로 편성

- 사무국에는 정규직원 68명, Cost-free 전문가 8명이 근무 중임(’13. 12월 현재)

 재원은 대부분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

- 회원국별 분담비율은 OECD회원국의 분담금 산정방식에 따라 회원국의 최

근 3년간 국민소득(national income statistics)로부터 계산된 납부능력을 기

준으로 계산

 2009년 이후 지속가능한 NEA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 제118차 운영위원회(2009.4월) 의결에 따라 지속가능한 NEA예산 확보방안

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가능예산자문그룹(Advisory Group for a Sustainable 

Budget : AG-SB)이 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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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12월, OECD 이사회에서 수정 예산안 통과, 2015년 이후 증액의 여지

를 두는 선에서 합의함

- OECD 이사회 신예산(안) 기여금 분담 원칙에는 

① 전환기간 6년(2년 ZNG + 4년 ZRG)

② 안전분담금의 단계적 도입(총액의 30%미만)

③ 분담금 상한선및 하한선 

④ 분담금 변동액 한도 설정 

⑤ 예산 총액의 신규가입국 기여금 증액 및 러시아 분담금 포함이 명시됨

 2011~16년도 전략계획은 4대 전략을 중심으로 NEA 중장기 활동 제시

- 일반 전략: 전문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 증진 및 

NEA 가치에 대한 홍보강화

- 국제협력 장려 전략: 회원국간 공통의 이슈/교훈/기회/우수사례 공유 및 협

력 활동 장려

- 회원국의 지식 공유 및 유지 전략:  최신 기술 평가, 실험 기록 및 데이터베

이스 유지·관리, 원자력 지식의 관리와 보호, 전문 인적 자원의 확보 노력 

지원

- 원자력 정책 분석 전략: 핵주기, 안전규제, 경제성 등 기본적인 측면에 관한 

정책연구,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연구, OECD 관련기구들의 전문 

지식, 연구결과 분석방법 이용 장려

 전문분야별 7개 상설기술위원회의 활동

-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CSNI): 회원국의 원자력시설 안전에 관한 과학적, 기

술적 지식의 유지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

- 원자력규제위원회(CNRA): 회원국들이 현재의 기술과 규제지식에 근거한 원

자력 규제활동을 유지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RWMC): 회원국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안

전하고 효과적인 정책의 채택에 기여하고 회권국간 국제협력 증진 

- 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위원회(CRPPH): 전리방사선의 이용을 위한 모든 행

위, 특히 원자력 이용과 관련하여 작업자 및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엄

격한 기준이 채택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

- 원자력과학위원회(NSC): NEA의 헌장과 전략계획에 의해 기구의 목적에 부

합되는 원자력과학 분야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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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개발위원회(NDC): 회원국의 평화적 국가 에너지 또는 원자력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력개발, 핵연료주기 및 관련사항에 대한 기술관련, 자

원관련, 경제성관련, 전략관련 및 정책지원관련 연구 수행

- 원자력 법위원회(NLC): 원자력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각국이 동등한 

배상을 규정한 법률 조항을 채택할 것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 수행; 특히 원

자력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간 배상과 관련된 사안과, 사고발생시 기

금이 이러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안전성 확보 방안 모색

 후쿠시마 사고 이후 관련 국제 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 중

- NEA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 대한 전문가 파견, 규제제도 개선 자문 

등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STG-FUKU(2011.6-2013.6)를 통

한 NEA 차원의 후속 활동 도출 및 상설위간 의견 교환 및 조정, 후쿠시마 

교훈 및 심층방어 관련 워크숍 개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

- 현재는 상설기술위원회별로 후쿠시마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 심도 있는 논

의가 진행 중임

� CNRA, CSNI, CRPPH가 공동으로 참여(2013. 9월 발행)하여 안전성 보장, 

책임의 공유, 인적/조직 인자, 심층방어, 이해당사자 관여, 위기상태에서

의 소통, 비상상태 대비의 국제적 측면, 연구개발, 국제 협력 등과 관련한 

핵심 메시지를 제시함

� CNRA, CSNI, CRPPH는 또한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된 다수의 신규 프로

그램을 착수하였으며, 여기에는 원자력연구원이 주관하여 2014년 상반기 

착수 예정인 OECD/NEA ATLAS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음

�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안전연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3. 6월“Senior Expert 

Group on Safety Research Opportunities Post-Fukushima"를 구성(CSNI)

� 후쿠시마와 관련 3개의 워크숍인 이해당사자와 사고 후 위해에 관한 소통 

전략 워크숍, 방사선방호에 관한 과학 및 가치에 관한 아시아지역 워크숍, 

중대사고시 직무상 피폭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 (CRPPH)

� 원자력 사고비용 추산 방법론 관련 워크숍 개최(2013. 5월) 및 TMI, 체르노

빌, 후쿠시마 원전사고 비용 연구 및 비용평가 방법론에 대한 예비 토의-사

고관리, 사고대책의 비용편익, 보상체계 등-가 진행 중(NDC)

�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 및 지원기구설립관련, 사고 피해자 배상절차 진행 

현황, 특별조치법에 따른 오염 제거 현황 등 후쿠시마 사고 관련 원자력손

해배상 문제 논의(N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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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활동 현황 요약

 우리나라는 1993. 5월부터 NEA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

-  NEA 전체 회원국 분담금 중 분담금 납부 순위는 11위: NEA 전체분담금

의 약 2.7~2.8%를 재정적으로 지원; 2013년의 경우 393,534€(2.76%) 납부

 운영위원회, 상설 기술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활동 참여

- 운영위원회, 상설상설기술위원회 및 산하 회의에 우리나라는 약 120개중 90

개 회의에 참석중: NEA 주관의 국제공동프로젝트 20개중 18개 사업에 참여 

- 운영위원회 와 상설기술위원회 의장단 활동이 증가함

� 2013. 12월 현재 운영위원회 및 상설위원회 의장단으로서 4명 활동중: 운영

위원회 부의장(지광용 KAERI 부원장), NLC 부의장(박기갑 고려대 교수), 

CNRA 부의장(박윤원 KINS 원장), CSNI 의장단(백원필 KAERI 본부장) 

 분담금 기여도 및 운영위원회 활동에 비해 사무국 활동은 미약

- 정직원으로 2명이 근무한 바 있으나 현재는 모두 퇴직

- 2003년 이후 Cost-free 전문가는 11명이 파견되었으며, 이중 현재 3명이 근

무, 정규직원은 없음

 MOST NEA간 인력교류약정(’02.10)에 따라 CFE 전문가 파견

3. NEA와의 협력 활성화 제언

 NEA 운영위원회 부의장 진출에 따른 협력강화 추진

- 향후 적극적인 NEA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인적 및 재정적 기여 확대 추진 

- 한국의 국내현안 중 국제적으로 공통관심사항을 발굴하여 NEA의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 비용 중 상당부분을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추진 

(예: 일본 주도의 NEA HTTR-LOFC 사업)

- NEA 인력 진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고위급뿐만 아니라 CFE 파견 적극 독려

 운영위원회 및 상설기술위원회 한국대표단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유지 및 활동 

확대 추진

- 운영위 대표단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NEA 사무국뿐만 아니라 회원국 

대표단과의 우호 증진 필요



- 167 -

 NEA 기여확대를 발판으로 NEA 사무총장 진출 추진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프랑스 주도하에 구조에서 러시아 가입으로 지배

구조 다각화 전망

- 기존 강대국의 상호견제 상황을 이용하여 NEA 지배구조 내에서의 캐스팅 

보트 역할 확보 기회

- 한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성공 국가로서의 호의적 이미지 제고,  NEA 투자 

확대 및 정치외교적 노력 강화 시, 사무총장 진출 가능 전망

 NEA 사무국 국장(A5)/부국장(A4) 진출 로드맵 작성 추진

- 향후 3년 내에 원자력안전국장(‘14.4월)과 원자력개발국장(’14.6월) 교체 전망

- 사무총장 진출여부 확정 후 추진 (만일 2014년에 사무총장에 진출할 경우에

는 사무총장 임기 중 추진)

 국내적으로 NEA 활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 NEA 회계연도 기준 매 2년 마다 부처단위의 회의/프로젝트 참가자 관리 

검토: OECD한국대표부의 공식 창구 역할 강화: 교과부/원자력안전위/지경

부  OECD한국대표부 NEA 사무국 간의 채널 공식화

- NEA 활동 참가자에 대한 연간 단위의 활동실적 점검 강화: 모든 회의 참가

자에 대한 참가결과보고서 작성의무화

 NEA 운영위원회, 상설기술위원회 산하 회의 참가자의 관리 강화 검토

- 현재 운영위원회 및 7개 상설기술위원회별로 정부가 국내 전문가 위촉하고 

있으나, 상설기술위원회 산하 작업반, 국제공동연구 및 작업반 참석자는 상

설기술위원회 대표의 추천으로 참석

- IAEA의 경우와 같이, 참가자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을 

통하여 정부가 추천하는 방식 검토 필요

 NEA 주요 보고서 활용 확대

- NEA는 해당분야의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보고서 발간

- 국내 현안과 관련이 높은 NEA의 주요 결과물을 번역 정리하여 제공함으로

써 국내 관련분야의 기술 및 정책 과제 수행에 기여 ([별첨 7] 참조)

- 일본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NEA 보고서중 많은 부분을 일본어로 번역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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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약어 정리

약  어 Full Text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 Nuclear Energy Agency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IF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CSNI 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NDC
Committee for Technical and Economic Studies on Nuclear 

Energy Development and the Fuel Cycle

CRPPH Committee on Radiation Protection and Public Health

CSNI 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CNRA Committee on Nuclear Regulatory Activities

RWMC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

NSC Nuclear Science Committee

NLC Nuclear Law Committee

CPD Co-operative Programme of Decommissioning Projects

ISOE Information System on Occupational Exposure

IRS Incident Reporting System

ICDE International Common Cause Failure Data Exchange

MDEP    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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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우리나라 OECD/NEA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참가자 현황 

(‘13년 12월현재)

OECD/NEA 회의 참가보고서 

위원회 및 작업반 참가자 기관

Steering Committee for Nuclear Energy
김대기 MEST

지광용 KAERI

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CSNI)
백원필 KAERI

김인구 KINS

  CSNI Programme Review Group (CSNI PRG)
백원필

양준언
KAERI

  Working Group on Risk Assessment (WGRISK)
안광일 KAERI

황태석 KINS

  WG on Analysis & Management of Accidents (WGAMA)
송철화 KAERI

양채용 KINS

  WG on Integrity & Aging of Components and Structures (IAGE)
최인길 KAERI

김흥회 KINS

 Subgroup on the Integrity of metal Components and Structures 

(IAGE)
정명조 KINS

 Subgroup on the Ageing of Concrete Structures (IAGE) 최강룡 KINS
 Subgroup on the Seismic Behaviour of Components and           
Structures (IAGE) 최강룡 KINS

  Working Group on Human & Organisational Factors (WGHOF) 정원대 KAERI

  Working Group on Fuel Safety (WGFS)
구양현 KAERI

김선기 KAERI

  Working Group on Fuel Cycle Safety (WGFCS)
이영우 KAERI

우승옹 KINS
 Task Group on Defence in Depth of Electrical Systems and Grid 

Interactions Follow-up (DIDELSYS-2) (WGFCS) 박진희 KAERI 

   Cable Aging Data and Knowledge Project (SCAP 후속)(CADAK)

   Component Operational Experience, Degradation and Ageing   
  Programme (CODAP)

김성우 KAERI

김용범 KINS

    Halden Reactor Project

송근우 KAERI

권기춘 KAERI

구양현 KAERI

우승웅 KINS

    Water Loop Project Cabri 구양현 KINS

   Source Term Evaluation and Mitigation (STEM)

송용만 KAERI

송진호 KAERI

김도삼 KINS

    Studsvik Cladding Integrity (SCIP-2) 박정용 KAERI

    SESAR Thermalhydraulics (SETH-2)
송철화 KAERI

윤한영 KAERI

    Thermalhydraulics, Hydrogen, Aerosols, Iodine (ThAI-2)
송진호 KAERI

강형석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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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작업반 참가자 기관

    Loss of Forced Cooling (LOFC) 
전지수 KAERI

허창욱 KINS

    International Common cause Failure Data Exchange (ICDE) 황미정 KAERI

    Fire Incidents Records Exchange (FIRE) 도규식 KINS

    Sandia Fuel Project (SFP)
김한철 KINS

KAERI

Committee on Nuclear Regulatory Activities (CNRA)

백원필 KAERI

김무환 KINS

최영환 KINS

  Working Group on Inspection Practices (WGIP) 우승옹 KINS

  WG on Public Communication of NROs (WGPC)
하연희 KINS

이기형 KINS

  Working Group on Operating Experience (WGOE) 이덕헌 KINS

  Working Group on the Regulation of New Reactors (WGRNR) 송선호 KINS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 (RWMC) 최종원 KAERI

  RWMC Regulators' Forum (RWMC-RF) 최경우 KINS

  Integration Group for the Safety Case of RW Repositories (IGSC) 정종태 KAERI

  IGSC Working Group  Clay Club 
  EG on Preservation of Records, Knowledge and memory       
 across Generations (RK&M) 

  Working Party on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WPDD) 박원재 KINS

  WPDD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Group (DCEG)
  TG on Radiological Characterization and Decommissioning      
(TG-RCD)

 TG on Future R&D and Innovation Needs for  Decommissioning 

 DECOM-R&D)
문제권 KAERI

  Cooperative Program on Decommissioning(CPD) 문제권 KAERI 

  Forum on Stakeholder Confidence (FSC) 송명재 KRMC

  Sorption3 Project 백민훈 KAERI

  TBD Project 

Committee on Radiation Protection and Public Health (CRPPH)

김인규 KAERI

이병수

(정승영)
KINS

진영우 방보연
  EG on Radiological Protection Aspects of the Fukushima       
 Accident (EGRPF) 

  EG on the Implications on ICRP Recommendation (EGIR)

  EG on Occupational Exposure (EGOE) KHNP

  Working Party on Nuclear Emergency Matters (WPNEM) 이관엽 KAERI

  EG on the Implications on ICRP Recommendation for          
Emergency Situations (EGIR)

KAERI

KHNP

  Expert Group on INEX4 서경석 KAERI

    Information Systems on Occupational Exposure(ISOE) 이희환 KHNP

Nuclear Science Committee (NSC) 임채영 KAERI

  WP on International Nuclear Data Evaluation Cooperation (WPEC) 길충섭 KAERI

  Working Party on Scientific Issues of Reactor Systems (WPRS) 이병호 KAERI

Reactor Physics and Advanced Nuclear Systems 

Uncertainty Analysis in Modelling 

Reactor Fue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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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NICOF 127차 운영위 참가자료

위원회 및 작업반 참가자 기관

Radiation Trasport and Sheilding 

Expert Group on Chemical Partitioning 이한수 KAERI

  Working Party on Nuclear Criticality Safety (WPNCS) 황해룡 KOPEC

Advanced Monte Carlo Techniques 

Criticality Safety Benchmarks  주형국     KAERI

Burn-up Credit 

Criticality Excursions 

Assay Data of Spent nuclear Fuel 
 Working Party on Multi-Scale Modelling of Fuels and          
Structural Materials for Nuclear Systems (WPMM) 오제용 KAERI

Validation and Benchmarks of Methods 

Structural Materials Modelling

Multi-scale Modelling of Fuels 오제용 KAERI

   Primary Radiation Damage 

Uncertainty Analyses for Criticality Safety Assessment 

  Working Party on Scientific Issues of the Fuel Cycle (WPFC) 김영일 KAERI

    Expert Group on Heavy Liquid Metal Technologies 

황일순 서울대학교

조재현 서울대박사과
정

차재은 KAERI

    Expert Group on Fuel Recycling Chemistry 이한수 KAERI

    Expert Group on Advanced Fuel Cycle Scenarios 김영인 KAERI

    Expert Group on Innovative Structural Materials 박지연 KAERI

    Expert Group on Innovative Fuels 이찬복 KAERI

   TF on Benchmarking of Thermal Hydraulic Loop Models for 
Lead-alloy-cooled-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s     

황일순 서울대학교

조재현 서울대박사과
정

Data Bank Management Committee 장종화 KAERI

  Scientific Coordination Group of the JEFF Data Project 이영욱 KAERI

  Training Courses

The Nuclear Development Committee (NDC) 원병출 KAERI
High-Level Group on the Security of Supply of Medical      

Radioisotopes 최선주 KAERI

Joint NEA/IAEA Group on Uranium (UG)

Working Party on Nuclear Energy Economics (WPNE)

백훈 KHNP

이건재 KAIST

이만기 KAERI

문기환 KAERI

한승혁 KHNP
Ad hoc Expert Group on the Economics of Long-term         

 Oper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고원일 KHNP

Ad hoc Expert Group on the Economics of the Baek end of 
the nuclear fuel cycle 김승수 KHNP

Ad hoc Expert Group on Managing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s of Uranium Mining 

Nuclear Law Committee (NLC)
박기갑 고려대

김상원 KINS

  International School of Nuclea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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