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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원자력 산

업계는 기회(Opportunities)와 위

기 (Challenges)를 동시에 맞게

되었다. 

기회와 위기는 양면성을 가지고

항상 서로 공존하면서 발전한다. 기

회가 위기로 되기도 하고 위기가 기

회로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기회로 변환되기도

하고, 오늘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면 내일의 위기로 변환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

원자력산업계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에너

지 수요 급증, 기후 변화, 그리고 보

존 자원이 없는 나라의 에너지 안보

는 원자력산업계의 기회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에너지

의 소비가 2030년까지 50% 증가

할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에너

지 소비는 50% 이상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 수요의 증가는 대부

분 화석 연료에 의해서 충족될 것이

며 자원의 부족한 나라는 점차적으

로 에너지의 안보 차원에서 어려움

을 겪게 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

장 모하마드 엘바라데이 박사는 각

나라가 에너지 자원을 경쟁적으로

* 본고는 유리 소콜로프(Yury A. Sokolov) 박사가 6월 9일 우리나라의‘원자력 발전 30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 < 「21세기 세계 원자
력산업의 도전과 기회(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World Nuclear Industry in 21st Century)」>과 6월 10일 KAIF, KNS, ANS-
Korea가 주최한 원자력계 조찬 강연회에서 발표한 강연 < 「원자력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 IAEA의 지원 역할(IAEA Role in Support of
Launching a Nuclear Power Programme)」>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본고의 종합 정리 및 번역, 감수는 소콜로프 박사 방한시 동행한
IAEA 원자력발전국의강기식박사가수고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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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자 경쟁하면 결국 모든 나

라는 에너지 자원의 국수주의로 인

하여 에너지 자원의 공유, 분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

장하 다.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는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여 필연적으로 기

후 변화로 인하여 인간의 생활에

향을 미칠 것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위원회의 집

행위원인 Mr. Yvo de Boer는 원자

력 발전을 제외하고는 탄소량의 감

소를 가정하는 시나리오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 다. 

세계가 직면한 이러한 도전은 원

자력 발전에는 기회가 될 것이며 가

동중 원전의 안전성 및 신규 원전의

개발에 더욱 매진하게 할 것이다. 

한국의 원전 개발 및 운 은 에

너지 부족 국가인 한국이 어떻게 위

기를 기회로 변환 시키는가를 분명

하게 보여 주었다. 

한국에서 가동중인 20기의 원전

은 세계 원전의 가동률이 77.8%임

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가동률

과 호기당 0.4회 이하의 불시 정지

건수를 보여주어 높은 수준의 안전

성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원자력발전의확대및

도입에제한사항

현재 세계의 원전은 30개국에서

439기가 가동중에 있다. 국제원자

력기구에서 개발한 시나리오에 의

하면, 많은 나라에서 원전의 가동

기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새로

이 원전을 도입하고자 하는 나라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07년도의 예상 시나리오에 의

하면, 2020년까지는 원전의 발전

량이 작게는 15%에서 많게는 45%

까지, 2030년까지는 작게는 25%

에서 많게는 95%까지 증가될 것으

로 예견하 다. 

원전의 가동 기수는 최대

60%(약 640여기) 그리고 핵주기

시설은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하 다.(<그림 1>) 

그러나 이러한 원전의 증가에 대

하여 원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개발되어 주요 에너지원이 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

되어야 할 것이다.
● 우라늄 자원의 극대화 이용, 

<그림 1> 예상되는 원전개발시나리오 - 2007년 시나리오기준

●●● 특집 /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한 국제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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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원자력산업의기회와도전에대한 IAEA의역할│

● 안전성 확보 및 경제성 제고
● 폐기물 처리 방안 및 핵주기

개발
● 대국민 수용성 제고
● 인력 및 기자재 노후화에 따른

대처 방안,
● 기자재 공급을 위한 산업 기반

의 조성, 
● 원전 도입을 원하는 신규 회원

국의 책임 및 의무
● 기술의 확신성
● 핵비확산성

상기 도전 항목 중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우라늄 자원의 이용에 대

하여 알아보자.

IAEA와 OECD-NEA가 개발한

우라늄 자원의 이용 보고서(일명

'Red Book')에 의하면 우라늄 광산

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면 16 ~ 22

백만 톤의 우라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우라늄 자원으

로 추가적으로 개발되는 원전에 핵

연료의 공급은 충분하다고 확인되

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지구상에는

우라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가 16 백만

톤이 될 때까지 후행 핵주기를 개

발하지 않고 보존중인 우라늄만을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다. 

후행 핵주기의 개발로 사용후핵

연료의 재사용하는 방법이 개발되

고 상용화 될 것이며, 이러한 사용

후핵연료의 재사용의 결과로, 핵연

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이며, 고준위 폐기물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또한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의 방사선 준위는 낮아질 것

이다.  

이러한 중준위 폐기물의 양을 처

리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

또한 미국 유카 마운틴 폐기물 저장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미국 원

자력규제위원회 (NRC)로 보내졌

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국민 수용

성이 점차 변하고 있다. 이렇게 국

민의 인식이 변화하는 이유는 지난

20년간 원전의 안전 운전 및 성능

향상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감소시

키는 데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그림 2> 연도별 원자력주기기제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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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산업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

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나아지고 있지만 원자력 산업계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국민 인식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신규 원전 건설이 실질적으

로 추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원전의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필

요한 기술 인력 및 산업계의 기자재

공급 능력이 확보되어 필요시 인력

및 기자재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되어야 한다. 

원자력 시설의 노후화, 인력의

고령화 및 연구 능력의 감소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 세계 가동중 원전의 운전원은

약 25만명 정도가 직접 원전의 운

전에 관련되어 근무하고, 원전의 안

전 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술 인

력은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

다.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원자력

산업계는 인력의 노후화에 대한 인

력 개발 및 충원, 연구 개발 능력,

지식 관리 등에 모두 노력을 기울어

야 한다.   

원전의 중요 기자재 공급 능력은

<그림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80년 220기의 제작 능력을 정점

으로 해서 그후 급격하게 줄어들어

2005년 현재에는 35기 정도의 원

자로 용기 제작 능력을 보여준다.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자 하더라

도 원자로 용기의 제작 제한성으로

인하여 신규 원전의 건설에 큰 장애

물이 될 것이다.

IAEA의현재및미래역할

IAEA의 과거 50년의 역할, 그리

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아래와 같

다. 
●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을 위한 지원 및 격려
● 원자력 시설에 사용되는 핵물

질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사찰
●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정보의 교

환을 위한 기회 제공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 핵물질의 사용에 대한 기술기

준 및 적용을 위한 지침서 개발

최근 IAEA는 2020년까지

IAEA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2020년 이후에 IAEA의 역

할은 무엇인지, 이러한 역할을 담당

하기 위하여 IAEA가 무엇을 어떻

게 하여야 되는지를 검토하여

20/20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 고,

이를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 정

치가들로부터 수차의 자문을 받아

확정하 다. 

자문에 참가한 분들의 명단 및

그 분들의 직책을 보면 IAEA가

20/20 보고서를 만들기 위하여 얼

마나 고심을 하 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문단의 회장은 전임 멕시코 대

<그림 3> 20/20 보고서 표지

●●● 특집 /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한 국제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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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Ernestro Zedillo가 맡았으며,

미국 상원위원이며 Nuclear

Threat Initiative의 공동의장 및 집

행이사인 Sam Nunn 등 정말 쟁쟁

한 명사들이 20/20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

다. 

20/20 보고서에서 명시한 2020

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IAEA 역할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원자력 프로그램을 효율적이

고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조정,
●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
● 핵연료 주기에 새로운 구조 확

립, 핵연료 공급의 확립, 핵비

확산의 체계 확립
● 사용후핵연료와 원전 수거물

관리 방안
● 재염, 해제 작업의 지원
● 기술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
● 안전 및 보안의 증진
● 원자력 사고의 방지와 완화 대

책 마련

20/20 보고서는 아래의 IAEA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http://www.iaea.org/NewsC-

enter/News/PDF/20-20 vi-

sion_220208.pdf )

원자력산업기반의조성

현재 30개국에서 439기의 원전

이 가동되고 있으며 원전을 자국에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 나라는 약

40개국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40개국의 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추정되며, 일인당 전기 에너

지가 약 1.5kW가 필요하다고 가정

하고, 이중 20%를 원자력 발전에

서 생산되는 전원이 사용된다고 가

정하면, 약 300GWe의 시설 용량

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현재의 원전 시설 용량이

340GWe인 것을 생각하면 거의 비

슷한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IAEA는 회원국에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국에 직접적

으로 제공하는 기술 회의 및 평가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2006년 12월 : 원자력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기술 회의
● 2007년 11월 : 원전 건설을 위

<그림 4> 신규 원전 프로그램도입을고려중인나라

│21세기원자력산업의기회와도전에대한 IAEA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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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금 도입 과정 및 각 단계

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기술 회

의
● 2008년 11월 : 기술 회의-원

전 도입을 위한 산업 기반 평가
● 벨로루시, 이집트, 리투아니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원전 산

업 기반 평가

특별히 원전 산업 기반 평가시,

타당성 조사, 원자력 법령 체계, 원

자력 규제 제도 및 조직의 확립, 부

지 요건 평가, 인적 자원 양성을 위

한 프로그램, 기술 평가 지원, 안전

등의 항목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

한다. 

원전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되는 지침서 및 기술 문서로는

5종의 기술 문서가 개발되었다.
● IAEA - TECDOC - 1543,

Basic Infrastrucutre for a

nuclear power project
● IAEA - TECDOC - 1552,

potential for sharing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 Considerations to launch a

nuclear power programme
● NE- G-3.1 "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infrastructurein

nuclear power plant

현재 개발중인 기술문서는 다음

과 같다.
● NE- G-3.1 Milestones 문서

에서 지정한 19개 주요 인자에

대한 산업 기반 평가
● 자금 조달을 위한 개선된 방안

● 신규 원전의 도입시 필요한 인

력의 확보 방안
● 신규 원전의 도입시 필요한 조

직, 역무 및 책임
● 전력망의 여유도 및 안전성
● 원전의 계약 및 소유에 대한 다

양한 방안 연구(턴키 계약 방

식, 분할 계약 방식,  BOT 방

안, 중소형, 지역 난방 및 담수

화 시설로 이용 등)

2007년 ~ 2008년 사이에 진행

중인 기술 협력 사업은 10개의 국

가별 기술 협력 사업이 진행중이고,

지역간 기술 협력 사업으로는 동남

아시아, 동유럽의 기술 협력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다음 회기 (2009-

2011)에는 28개의 국가별 기술 협

력 사업과 4개 지역 간 기술 협력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IAEA의 데이터에 의하면 47개

국이 원전을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16개국은

동남아시아, 15개국은 아프리카,

10개국은 유럽 그리고 6개국은 남

아메리카이다. 

원전 프로그램을 확충하고자 하

는 나라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고, 유럽 및 미국은 원전 프로그램

의 확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림 4> 참조)

원전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역간

협력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발틱 3

국은 리투아니아의 이그날리나 원

<그림 5> NE- G-3.1 기술 지침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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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지에 공동의 원전의 건설을 위

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Gulf

Cooperation Council(걸프만 51개

국)도 공동의 원전의 건설, 혹은 기

술 공유를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신규 원전의 도입을 위한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IAEA는 최근

인기 있는 기술 지침서를 개발하

다.  

기술 지침서는 NE-G-3.1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infrastructurein

nuclear power plant」으로 3단계

의 Milestone을 지정하고 19개의

중요한 인자를 산업 기반 조성의 필

요 불가결한 인자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5>)

19개의 주요 인자는 다음과 같

다.

1. 국가 에너지 정책

2. 법적 체계

3. 규제 제도 및 체계

4. 방사선 보호 정책

5. 자금 조달 방안

6. 기술 인력 양성 및 조달 방안

7. 핵물질 안전 조치

8. 방호 체계

9. 비상시 도피 계획

10. 핵주기 정책 수립

11. 방사성폐기물 관리

12. 환경 보호 대책

13. 원자력 안전 조치

14. 원전 부지 선정

15. 기기 구매 및 조달 계획

16. 정부 주도 사업 시행

17. 전력 수송망 관리

18. 민간 사업체 참여

19. 기자재 구매

그리고 단계별로 이루어야 하는

3개의 중요한 이정표를 설정하

다.  
● 첫 번째 단계로 국가의 원전의

대한 이해 및 확고한 정책 수립
● 두 번째 단계로 원전 도입을 위

한 공급자에 대한 기술 제의서

요구
● 마지막 단계로 원전의 건설 후

시운전 및 상업 운전

원자력프로그램 도입을위한

공통고려사항

2006년 IAEA 정기 총회에서 회

원국은 원전을 도입을 위하여 공통

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 다 (GC(50) RES/ 13B). 

원전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통적

인 고려 사항에 대하여(Common

User Consideration: CUC)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이 조사되었다. (<그

림 6> 참조)
● 중소형로를 도입하기 위한 일

반 기술사항, 산업기반, 경제적

특징
● 핵주기 선택 및 관련산업의 기

술 정도
● 첫번째 원전 건설 및 후속 호기

의 건설 연계

<그림 6> 원자력 프로그램도입을위한공통고려사항 보고서초안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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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RO 방법론의 적용

CUC를 개발하기 위해서 원전

도입을 희망하는 7개국을 방문하여

조사하 으며, 이 조사 결과를 토대

로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공통 고려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반

화하여 기술 문서화 하 다. 
● 타전원에 비하여 기술적인 우

수성 및 경제성
● 주기기 공급자의 자금 조달 지

원 방안
● 핵연료 공급 및 보수 기자재 공

급의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 조

치
● 표준화 및 인허가된 검증된 기

술
● 1GWe 전력 용량을 고려한 원

전 기기 용량 및 전력망 안전성
● 기술 전수, 운전 경험 데이터

제공, 자국 내 업체의 참여 방

안, 원전 산업 기반의 조성 지

원

이러한 공통 기술 고려 사항을

위하여 2008년 5월 기술 회의를

비엔나에서 개최하 으며, 주요 논

의 사항은 기술 공급자와 기술 사용

자의 관계, 표준화의 범위 및 정도

(Level), 검증된 기술의 정의, 원전

산업 기반과 공통 고려 사항의 연

계, 용량 선정시 제한 사항, 전력망

의 안전성 및 전력망과 원자로의 상

관 관계 및 제한 사항이 논의되었

다.  

<그림 7>은 신규로 원전을 도입

하고자 하는 나라가 예상하고 있는

원전 용량을 보여 준다. 대체적으로

1000MWe 및 300MWe을 가장 선

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06년 정기 총회에서 개발도상

국에서 원전의 도입시 자금 조달 방

안에 대한 조사 연구에 요청이 있

어, 연구 결과를 2008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의 추세로는 원전 건

설을 위한 투자가로부터 건설 자금

의 조달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원전 사업에 투자되고 있

는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

이 꼽았다.
● 사업 수행에 대한 허가의 불확

실성
● 원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 기반
● 경험의 부족
●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정치

적인 위험
● 건설 비용(예: 3,108 USD/kW

<그림 7> 신규 원전을도입하고자하는개발도상국이고려하고있는원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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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540USD/kW)의 불확

실성
● 2004년 이후 건설 비용이

50%까지 증가되고, 건설중인

발전소의 건설 계획 지연

이러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 정부의 확고한 방안 수립, 안정

되고 예견된 규제정책,
● 산업기반의 조성
● 기간 산업의 능력 및 국산화 비

율의 확대
● 국가간 사용되고 있는 기술기

준 및 요구 조건의 조화, 승인

된 설계 사용
● 기기 공급망의 확립
●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인정된

핵주기의 확립 및 서비스

또한 혁신적이고 개선된 계약 방

식이 연구되었다. 예를 들면 일반적

인 계약 방식은 턴키 방식, 분할된

방식, 국산화 그리고 자국 표준화가

일반적인 단계이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연

구되었는데 BOO, BOOT, 지역 간

전력의 분활, 핵연료의 임대 등이

연구되고 있다.

신규원전의기술평가및

기술개발사항

IAEA에서는 신형로에 대하여

일반적인 안전성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형로, 즉 AP-1000, ESBWR,

ATMET 그리고 EPR에 대하여

<그림 8> MDEP 추진 조직도

<그림 9> 지식 유지 관리모델의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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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ㆍ원자력산업ㆍ2008/7

IAEA의 발행한 안전 기준을 적용

하여 일반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

이며, 인허가 혹은 시행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 기구 간 공동 협력을 위하

여 OECD-NEA에서 수행하고 있

는Multi-National Design E-

valuation Programme(MDEP)에

도 참가하고 있다. MDEP이라고 불

리는 사업은 아래의 3개 분야로 나

누어져서 수행되고 있다. (<그림

8>) 
● 디지털 계측 기기 제작 및 검사

기준 표준화 그룹
● 압력 용기 제작 및 검사 기준

표준화 그룹
● 다중 제작자가 기기 검사 기준

표준화 그룹

그리고 AP-1000과 European

Power Reactor(EPR)의 설계 기

준을 검토하는 태스크 포스 팀이 있

다. 현재 10개국이 참가하여 협의

중에 있고, IAEA는 각 그룹에 참여

하고 있다. 

필수 지식의 보관, 전달 및 교육

을 위하여 IAEA는 지식 유지 관리

모델을 개발(<그림 9>)하고, 교육

네트워크를 개발, 사용하여 원거리

교육 훈련, 지식의 전수 등에 힘쓰

고 있다.  

예를 들면, Asian Network on

Education 네트워크(ANET),

European Nuclear Engineering 네

트워크(ENET), 그리고 국제원자력

대학(World Nuclear University :

WNU)을지원하고있다.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적인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2050년을 목표

로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 개발이 진

행중에 있다. 

각국 간의 기술적인 협력으로 개

발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연구

프 로 젝 트 는 IAEA 주 도 로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가 추진되고

있고, 미국을 주도로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GIF)가

추진되고 있다. 

INPRO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을 비롯하여 28개국이 INPRO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 회

<그림 10> INPRO 및 GIF 기술 평가 보고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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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연구

개발중에 있으며 기술 문서

(INPRO 평가방법론 : IAEA-

TECDOC 1434, <그림 10> 참조)

가 발간되었다. 

INPRO는 기술을 가진 국가의

전문가와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하

는 국가의 전문가가 서로 모여서 기

술을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통하여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개발된 기

술을 공여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11>과 같은 6개의 중요 관

점(산업 기반, 경제성, 안전 및 방사

선 방호, 환경 보호, 폐기물 처리 방

안, 핵비확산)이 미래 혁신 원전 개

발에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도

출되었고, 이를 중요 관점 기준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핵물질의이송, 공급및기술의확산

에대한 IAEA, 미국및러시아제안

원전의 가동 기수가 증가되면 핵

물질의 사용이 증가될 것이며 핵물

질 확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핵물질의 확산에 대한 적절한 조

치, 즉 국가 간 핵물질의 이송, 핵물

질의 공급 및 기술 확산에 대한 국

제간의 통제 조치가 필요해짐에 따

라 IAEA, 미국 및 러시아의 핵비확

산을 위한 통제 조치가 제안되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IAEA

사무총장이 제안한‘Multilateral

Nuclear Approaches(MNAs)’,

미국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Global Nuclear Energy Part-

nership(GNEP)’, 그리고 러시아

의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Global

Nuclear Power Infrastruc-

ture(GNPI)’이다. (<사진> 참

조).

IAEA는 다른 국제 기구 혹은 나

라들이 제안한 사항, 즉 GENP,

GNPI에 대하여 긴 하게 협력하여

가능한 작업들이 중복되지 않게 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AEA의 수장인 모하메드 알바

라데 박사는 첫 번째 단계로 핵물질

의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IAEA 통제 아래 설립하기를 제안

하 다. 그는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핵연료의 공급 보장은 정치적으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사무총장은 전문가 그룹을 구성

하여 핵연료 정책, 법적 요건, 안전,

경제성 및 기술적 요소를 고려한 선

행 핵주기와 후행 핵주기에 대한 다

국가 간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 다. 

전문가 그룹은 핵연료 은행, 핵

연료 공급 보장을 위한 IAEA의 역

할, 다 단계 통제 방안, 그리고 민감

한 후행 핵주기 기술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5단계의 조치 사항을

권고하 다.

1. 기존 핵연료 공급 체계의 보

강 : 우라늄 수출 국가가 보장하는

장기 계약, 핵연료 임대 및 사용후

핵연료의 반송, 사용후핵연료의 공

동 보관을 위한 상업적 시설 설치,

2.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증

하기 위하여 IAEA를 포함한 핵연

료 공급 체계 개발

3. 확신을 보강하는 조치로 기존

시설의 국가 간 자발적인 변환

4. 공동의 소유권을 가지고 신규

시설에 대한 지역 혹은 국가 간 방

안 수립

<그림 11> 미래 원자력기술평가를위한 INPRO 모델

│21세기원자력산업의기회와도전에대한 IAEA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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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 에너지 확대 및 핵주

기 개발에 대비하여 IAEA를 포함

한 국제 사회의 넓은 협조와 강력한

다국가 간 조정 방안 수립

MNA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러

시아, 미국, 일본 및 독일은 실질적

인 제안서를 제출하 고, 특별히 핵

위협조치위원회 Nuclear Threat

Initiative (NTI)는 핵연료은행 설

립을 위하여 500만불 제공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아르메니

아는 원자력 발전에 관심있는 나라

에 핵 비확산 및 핵연료 공급의 보

장을 위하여 국제우라늄농축센터

를 Angarsk에 설치하 다.  

IAEA의 통제 아래 Angarsk 핵

농축센터에 대한 핵연료뱅크에 대

한 협약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미국은 원자력 에너지 사용

이 증대될 것을 고려하여 플루토늄

이 분리되지 않는 후행 핵주기 개발

및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두고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GNEP)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2월 21개국이 회원

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 으며,

3개의 국제기구가 옵서버로 참여하

고 있다.

결론

나의 결론은, 원자력 발전은 지

속적인 기술 개발 및 국제간의 협력

을 통하여 앞을 가로막는 많은 도전

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깨끗한 에

너지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지속적으

로, 국제 사회에서 상호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하에서 상호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간 국가 간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핵주기 기술에

대한 다자간 혹은 지역 간 조치를

고려하면서,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조 및 조정, 비확산을 위

한 추가적인 제도적 기술적인 조치

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로 원자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지난 30년간 원전

의 우수한 운전 실적, 자체 설계 기

술 및 표준형 원전 개발, APR-

1400 노형 개발, 주기기 제작 경험

및 능력을 보유한 한국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것이며,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 원자력 프로그램을 추진하

고자 하는 나라에 충분히 전파되기

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IAEA도 한

국과 긴 한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자 한다.

핵물질의이송, 공급 및 기술의확산에대한 IAEA, 미국 및 러시아제안

●●● 특집 /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한 국제적 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