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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특집│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Plenary Panel Session

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변변화화와와원원자자력력정정책책의의방방향향

이창기│대전대학교행정학과교수·에너지정책연구소장

1. 에너지분야환경변화와원자력의역할

1) 에너지 분야 환경 변화
■ 지구 차원의 에너지 자원 부족 심화
○ 산업 혁명 이후 지구인들의 에너지 자원 대량 소

비로 석유를 비롯한 주요 화석 연료의 매장량이

고갈되어가고 있음.
○ 석유의 가채년수는 약 40년, 천연 가스도 약 60

년 정도뿐이 남지 않은 상태임.
■ 에너지자원의 대량 소비로 인한 환경 오염과 지

구 온난화 가속
○ 에너지자원의 대량 소비로 대기, 수질, 쓰레기의

지구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
○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 가스의 발생으로 지

구 온난화 현상과 기후 변화 등으로 지구 생존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 국의 국제전략연구소는 21세기 동아시아 지역

에서의 3대 부족 현상으로 물, 에너지, 식량을 들고 있

음
○ 급격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동아

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등 3대 부족 현상으로 경

제성장의 장애물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에너지 자원 빈국이며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국으로서 에너지 위기에 봉착할 개연성이 큼
○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7%를 해외에 의존

하고 있어 유가의 급등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변화에 따라 경제에 부정적 향을 미침.
○ 세계 교역 12위의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대

량 소비로 오염 발생량이 큼. 한편, 기후변화협약

이 규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상위 발생 국가

로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감소 여부가 수출에

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20년

까지 5%로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

성과와 충분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의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음.

2) 원자력의 역할
■ 원자력은 안정적 경제적 에너지원임
○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고공행진으로 세계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은 양질의 전

력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함해 줌으로써 국

가경제발전과물가안정에기여하고있음.
■ 기후 변화 대응의 실질적 수단임
○ 정부간 기후변화패널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

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 혁명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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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ppm과 비교하여 2000년에는 370ppm으로

약 30% 증가하 음
○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난 1세기 동안 약 0.6℃ 상

승했으며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1,4~5.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기후 변화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향을 받는 문제로서 범지구

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임
■ 방사선 이용 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음
○ 방사선 이용 기술이 기여하는 분야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등의 의료 분야, 계측 기술 및 차세

대 에너지원 개발 등의 에너지 분야, 공업 및 환

경 분야, 식품 보존 및 품종 개량 등의 식품 농업

분야, 생명체의 물질 대사 및 스트레스 반응 등의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생명과학 분야 그리고 기

초과학과 산업적 응용 연구 분야 등

이 있음

2. 원자력분야의현황과발전전망

○ 세계 원자력산업 현황은 유럽

연합 의회에서 활동하는 정당인

「 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EFA)」가 작성한「2004년

도 세계원자력산업 현황 보고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음. 
○ 현재 원자력 발전은 전 세계 몇몇 국가에만 한정

되어 UN의 191R 국가 중 16%인 31개국에서만 원자

력 발전소를 운 하고 있음. 그 중 Big Six 라고 불리

는 상위 절반 6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

-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한국-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의 약 1/4을 점유하고 있고

31개국 중 절반 이상이 서부 및 중부 유럽에 위

치하여 이들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의 1/3을 점

유하고 있음. 
○ 미국은 103기의 원자로에서 전체 전력의 약

20%, 상업 전력의 8%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원전을 보유한 국가임. 

현 부시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는 차세대 원자

│에너지 환경 변화와 원자력 정책의 방향│

<그림 1> 발전원별이산화탄소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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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실제적인

결과는 없는 편임. 

핵연료 처분 시설 및 방사성폐기물 방출량 기준에

대한 신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

음. 
○ 일본은 2003년 현재 총 54기의 원자로에서 전체

전력의 약 25%, 상업 전력의 약 10%를 생산하고 있

음. 현재 공식적으로는 3기의 원자로가 건설중임. 

특히 플루토늄 분리 공장은 연간 약 800통의 플루

토늄을 생산할 예정으로 가동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플루토늄 도입은 없음. 
○ 유럽의 경우 2004년 현재 EU 25개국 중 13개국

에서 총 151기의 원자로가 운전중이며 이는 전 세계

1/3에 해당함. 

전체 90%이상인 132기가 서부 유럽 국가에 있으

며 19기만 신규 가입국에 위치하고 있음. 
○ 종합하여 보면, 전 세계적으로 2004년 10월 현

재 440기의 원자로에서 약 365,000MW 의 전력을 생

산하고 있으며 전체 전력의 16%, 상업 전력의 6%,

그리고 최종 전력의 2~3%를 원자력을 통해서 생산

하고 있음. 

최소 현 상태를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80기의

원자로가 신축되어야 하고 10년 간격으로 200기가

증설되어야 함. 
○ 2005년도에 원전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

일과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

아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

되고 있음. 

상용 핵융합 발전을 위한 ITER 협정에서도 큰 진

전이 있었음. 

핵 기술은 농업, 보건, 의학, 환경 분야 등에서 점차

확대되어 응용되고 있으며 최근 기술의 개발로 인간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더불

어 핵비확산성 문제는 원자력 산업 발전에서 해결되

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3. 원자력정책이행능력의실태분석

1) 원자력 관련 정책

(1)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 정부는 국가 원자력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 5년마다「원자력진

흥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특집│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Plenary Panel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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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흥하기 위한 최상위 국가 원자력 정책으로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등 여타 원

자력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된 계획 등을 포함하

고 있음. 
○「원자력진흥종합계획」유관 부처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문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수립?추진

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원자력법」의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

용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원자력법」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의 방사선

등 이용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의 원자

력시설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에관한사항
●「전기사업법」의 원자력 발전 및 원전 기술 개발

에 관한 사항
●「에너지기본법」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 관한 사

항
● 기타「대외무역법」등의 원자력 수출 및 수출 통

제에 관한 사항
○ 1997년 이후 그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원자력 종

합 계획이 수립되었고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7-2011)은 2006년부터 준비하여 기본 안이 마

련되었음.

(2) 그 동안의 원자력 정책의 주요 성과
○ 그 동안 체계적인 원자력 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원자력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정

리해보면 아래와 같음.

-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음(1995.1)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1996)로 안전 규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상당히 강화돠었음.
○ 원전 기술 자립(1995.12)으로 완성된 한국표준

형원전(KSNP) 2기가 완공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이

주력 발전원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국

내 총발전량의 40.9%를 공급하기 시작하 음.
○ 원자력법 개정(1995)으로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

수립·추진 사업이 법적 사항이 되었으며, 원자력연

구개발기금의 법제화로 안정적 원자력 연구 개발 재

원 확보 기반이 확립되었음.
○ 원전 기술 자립을 통해 개발된 한국표준형원전

의 지속적인 건설(최근 5년간 4기 건설)로, 2005년

말 현재 시설 용량 17.7 GWe, 연간 발전량 146,780

GWh으로 세계 6위 수준에 도달하 음.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 확보

와 관련하여, 주민 투표(2005.11)를 통해 경상북도 경

주시를 최종 부지로 확정하 음.
○ 제1, 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기간 동안 논문 등

학술적 성과와 특허 등 사업화 성과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SCI급 기준으로 원자력공학 분야 논문 점유

율이 세계 8위(공학 분야 14위)에 달함.
○ 국제 핵비확산 체제 참여 및 국제 협력에 능동적

으로 참여하여, 「IAEA 추가의정서」비준(2004.2)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 음(2006.7) .

(3) 원자력 분야 주요 정책 방향과 내용
○ 원자력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 국민

삶의 질, 그리고 과학 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정책들이 효과적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원자력 에너

지 공급

- 고유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자력 이용의 확대와 더불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 
○ 안전성 제고를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 위

상 강화

- 원자력 및 이용의 확대와 더불어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를 통한 원자력 안전을 고도화하며,

국가 원자력 방호 체계를 구축함
○ 원자력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산업화

추진

- 원자력 기술의 수출 기반을 강화하며, 수출 상

품을 다원화함.
○ 방사선이용확대를통한국민보건과삶의질향상

- 방사선 이용 관련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

며, 방사선산업육성울통한지원제도를정착함.

│에너지 환경 변화와 원자력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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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이용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 원자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연구 개발

투자의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별 역할을 재정

립함.
○ 원자력 관련 국제적 위상의 강화

-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하여 원자력 통제 및 신뢰

성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며, 이를 통하여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함.l

2) 원자력산업
○ 2005년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사업체 및 원자

력 공급 산업체의 총매출액 규모는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의 현황을 설명해 주는 데 도움이 됨.  총매출액

은 약 12조원이며 2004년 대비 8.7% 증가하 음. 
○ 원자력 발전 사업체의 총지출액은 3조 268억원

으로 2004년 대비 43.2% 감소하 으나 2004년에 상

환한 차입금을 제외하면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음. 
○ 원자력 발전 사업체 및 원자력 공급 산업체 투자

액은 1조 4,232억원으로 2004년대비 약 12.2% 감소

하 음. 
○ 1994년부터 2005년말까지 기술 도입 계약 건수

는 388건, 계약 금액은 4,283억원으로 이중 2005년

도 기술도입건수는 9건, 계약금액은 26억원 수준임. 
○ 해외 수출 부문을 보면, 1993년부터 2006년까지

35개국으로 총 311건, 계약금액 기준으로 5억 9,036

만 달러를 수출한 바 있음. 
○ 2005년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사업체 및 원자

력 공급 산업체 인력은 21,120명으로 전년 대비 81명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종사자는 701명

으로 전년대비 45명 감소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원자력 안전 규

제 부문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원자력 관련

정책의 유기적 협조성 미약, 원자력 연구 개발 투자분

야의 비체계성, 국제 관계에서 원자력 분야와 관련하

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의 미약,

원자력 관련 입지 시설의 선정 문제 등 현안 과제들

이 산적해 있음.

3) 원자력 안전
○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규모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지금은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원자력 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내외적 신뢰성 부족을

들 수 있음

-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 추진 국가에서는 안전성

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환경 단체들의 반핵

운동 증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만큼 일반 시민들의 원자

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임. 즉 향후 원자

력 정책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서는 이 부정적

시각을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결국 원자력 정책은 안전성’을 전제로, ‘국민

적 수용성’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가의 신뢰

성 확보가 중요한 쟁점의 축으로 볼 수 있음
○ 원자력의 안전성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

가 되고 있음.

- 최근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이

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

고 있음

-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등 원자력 이용이 확대됨

에 따라, 원자력의 안전성은 국제 사회의 중요

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적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원

자력 자원의 이용 국가들의 원자력 안전 규제

강화의 요구가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대

되고 있음
○ 이러한 원자력 안전 강화 요구와 관련된 국내외

적 원자력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때 이 부문에서 정책실패가 나타날 수 있음. 현재 우

리나라에서는 지엽적인 수준에서 원자력 정책에 접

근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더 종합적 시

각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 산업의 특징, 원자력 안전 규제의 대내외적 환

●●● 특집│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Plenary Panel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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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RA: 국제원자력규제협의회(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WENRA: 서유럽원자력규제협의회(Western European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NERS: 소규모원자력프로그램 국가규제자 네트워크(Network of Regulators of Countires with Small Nuclear
Programs). 

경 변화, 현행 과기부에 의한 원자력 안전 규제 정책

의 수준 등에 대한 보다 정 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요구됨

(1) 원자력 산업의 특징
○ 원자력산업은 일반 산업 안전 이외에 방사선 안

전 측면에서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 분야와 차이가 있음. 
○ 원자력산업에서 안전이라 함을 대부분 방사선과

관련된 문제임. 
○ 방사선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 때문에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달리 원자력 산업은 방사선 안전과 관

련된 규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우리나라에서 이

러한 안전 규제의 대상은 운 중이거나 건설중인 26

기의 원전,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성형 가공 시설, 방

사성 물질 이용 기관 등이 포함되며 또한 원자력 시

설에 기기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제작 검사 등

원자력 안전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2) 원자력 안전 규제의 대내외 환경 변화
○ 국제적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INRA·WENRA·NERS2)

등과 같은 고위 규제자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회어

원자력 국가 간의 원자력 안전 규제 관련 지식과 경

험을 교류하는 장이 형성되고 있음.
○ 안전 규제와 관련한 국가 안전 기반 인프라 구축

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부적절한 규제 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및 권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특

히, 원자력 개발 도상국에서는 규제 기관의 전문 인력

과 재원 확보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국내의 원자력 이용 확대에 따라 원자력 안

전 규제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원자력

발전소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신속한 공개 등 후속 조치를 위한 행정 수요도 지속

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3) 원자력 안전 규제 정책 방향

○ 과학기술부는 국내외 원자력 동향과 2006년도

안전 규제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도 정책 방향을 정

하 음. 
○ 2007년도 정책 방향의 특징은 제3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중 안전 관련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4대 안

전 정책 목표(최상의 원자력 안전 수준 유지, 안전 규

제 제도 및 체제의 지속 발전, 안전 규제 기술력의 제

고와 국제화, 안전 문화 창달과 국민 신뢰 정착)를 도

출하여 중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을 통해 원자력 분

야에서 국제적 선도 그룹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음

(4) 정책적 과제
○ 원자력 분야 이행 체계 분석에서 가장 취약한 분

야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원자력 안전 분야임. 
○ 우리나라는 원자력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

국민 신뢰 확보, 국제 사회로부터의 투명성 확보 등이

미흡한 수준에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 정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적 지식이 접

목되는 학제 간 시스템 구축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원자력 연구 개발
○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의 비전과 목표의 정립

- 미래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국민 생활 향상을 위

한 원자력 기술 선진국 위상 강화

- 원자력 이용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미래

핵심 기술 개발

- 국민 신뢰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원자력 안

전 관리 기술 확보

- 원천 기술 획득 가능 분야 집중 개발을 통한 수

출 산업화

- 방사선 이용 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 보건 증진

과 첨단 기술의 기반 제공

- 원자력 연구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프

│에너지 환경 변화와 원자력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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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축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추진경과와성과의분석

- 년 6월,『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1992∼

2001)』을 수립하여 제1차 원자력 연구 개발 사

업 착수

- 1997년 6월, 중·장기계획(1992∼2001)을「21

세기를 향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1997∼2006)」으로 개편

- 1997년, 기초 연구 사업, 국제 공동 연구 사업

(2000년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으로 개편), 핵

융합 연구 사업, 정책 연구 사업 및 연구 기획

평가 사업 추진

- 1998년, 성과 이전 사업(1999년에 실용화 연

구 사업으로 개편) 추진, 원자력 연구 개발 성

과의 실용화 목적

- 1999년 2월, 중·장기계획(1997∼2006)을 수

정 계획1999∼2006)으로 개편, 목표지향적,

수요 지향적 및 공개 경쟁적으로 보완 기획

- 1999년, 연구 기반 확충 사업(국가 지정 연구

실 사업 포함) 추진, 원자력 분야 연구 인프라

강화와 원자력 연구 개발의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

- 2000년, 선진 기술 확보 사업 추진, 선진국의

첨단 신기술의 조기 확보

- 2001년,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2002∼2006) 

- 2002년, 원자력 인력 양성 사업 추진

-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

전과 중장기적인 진흥 기반 조성

- 2003년, 연구 기획·정책·평가 사업을 통

합·운 및 방사선 기술(RT : Radiation

Technology) 개발 사업을 신설

- 2004년, 원자력 이용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사업을 신설

- 미래 에너지 수요 대비 및 환경 친화적 에너지

확보

- 2005년 5월, 2006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체제 개편, 일반 회계 사업은 방사선 기술 분야

를 중점 지원, 기금 사업은 차세대 원자로 개

발, 원자력 안전 및 핵연료 주기 분야 등에 중

점 투자

- 2007년 1월, 제8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7~2011)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개년

계획 수립

- 2007년 1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체제 개편,

기금 사업에 고유 강점 기술 육성, 핵연료 주기

분야 신설, 일반 회계 사업에 핵활동 탐지 및

방재 기술 개발과 첨단 비파괴검사 기술 개발

분야 신설
○ 전략적이고체계적인원자력연구개발추진방안

- 현재 원자력 연구 개발의 중점 추진 시책의 분

석과 미래의 전략 방향 수립: 전략적 연구 개

발 과제, 제4세대 원자로 핵심 기술 개발 사

업, 핵융합 연구개발 사업, 연구 개발 국제 협

력 등

- 원자력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원자

력진흥종합계획(2007-2011)의 부문별 시행

계획으로 수립된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2007-2011)의 추진 목표별 중점 추진 과제

의 도출

- 미래를 대비한 원자력 연구 개발 투자 강화 및

특성화 방안: 국가 R&D 사업 중장기 Total

Roadmap과의 연계 추진, 원자력연구개발기

금(원자력 기술 분야 중심)과 일반회계(방사선

기술 분야 중심)에 의한 연구 사업을 재원별로

각각 특성화

- 원자력 관련 연구 개발 재원의 역할 정립 및 연

계 활용 최적화: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학기술

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자원부) 및 일반회

계 사용 분야 특성화 및 차별화 방안

5) 원자력 관련 법과 행정 조직

(1) 원자력 관련 법체계
○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법체계는 1959년에 제

정된 원자력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

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또한 관련법의 주무 부

처도 과기부에서 산자부, 행자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여, 법률과 소관 부처가 매우 복잡함을 알 수

있음.

●●● 특집│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Plenary Panel Session



2007/4ㆍ원자력산업ㆍ33

│에너지 환경 변화와 원자력 정책의 방향│

<표 4> 원자력 관련 법률 체계

원자력 이용개발,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통합법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방호체제를 강화하고 방사능재난
관리 체제를 구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확대, 기술개발 촉진, 
관련산업 육성

원자력재해로 인한 일반인의 손해배상 범위와 절차를 
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과 비파괴검사 
신뢰성 제고

보험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배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는 
계약체결과 보상료납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규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를 규정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의 모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 향평가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일반에 대하여 
규정

건축 일반에 대하여 규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법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사업을 규정

국가재난관리 일반규정

원자로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운전, 보안에 고나한 안전 규제는 
원자력법에 위임

원자로시설 부지의 예정 고시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원자력법에 
위임

방사선 향을 제외한 
환경 향평가

인화성물질 안전관리요건

원자로시설의 건축 
허가는 원자력법에 위임

방사선 향에 대해서는 
원자력법에 위임

방사능재해는 이 법률에 의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재난별 대책에 포함

-

법률명 주요 내용 주무 관청 비고

원자력법

원자력시설등의 방호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이용진흥법

원자력손해 배상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향평가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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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원자력 관련 주요 부처 및 기능(2006.12.30)

부처명 주요기능

국무총리실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위원장: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연구개발 및 안전규제에 대한 원자력 정책의 수립·시행 등
원자력 행정전반을 종합적으로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국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에너지자원정책 본부

원자력산업팀

방사성폐기물팀

안전정책관
(안전기획팀)

-원자력발전에 과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 정책의 수립·추진
-원자력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건설·운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에 한함)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원자력재해 및 방재 관련 사항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자원팀)

식품본부
(식품평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외청)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정성 기술검토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 기술검토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

-진단용의약품 및 방사성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와 안전성·유효성의 평가

-방사선측정기의 교정 및 표준유지
-의료용방사선 방어설비의 안정성 검토,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평가부)

통상교섭본부

국제경제국
(경제안보과)

-원자력을 포함한 경제안보에 관한 외교정책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북핵관련 사항

-군측 원자력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 조정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

외교정책실

국제기구국
(군출비확산과)

정책홍보본부

국제협력관
(국제군축팀)

-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지뢰와 소형무기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시험·조사·연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

농촌진층청(외청)

농업과학기술원 -방사선 및 동위원소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주)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원자력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원자력시설의 건설·운 시 일반 환경 향평가에 관여
출처 : 국내 정부조직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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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조직과 주요 기능
○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조직은 과기부를 비롯

하여 산자부, 행정자치부 등 약 7개 부처에 달하며,

이들 부처에서 원자력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

들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는 원자력위원회는 국무총

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간사 기능

을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음.  
○ 1959년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처음 설치된 원자

력위원회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으며, 원자력의

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이 심의, 의결되고 있음.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안전 규제에 대한 기능은 주로

과기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성

페기물 등에 대한 업무는 산자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원자력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

기 위해서는 정책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조정, 입안,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3) 과기부의 원자력 관련 부서의 변경 연혁
○ 현행 과기부의 원자력 관련 기능은 1958년 3월

에 설치된 원자력원에 기초하고 있음. 그런데 1967년

과기처가 설치되면서, 원자력원은 원자력청으로 개

칭되어 과기부 소속기관이 되었음. 

그러나 1973년 원자력청이 폐지되고, 원자력국으

로서 과기처의 내국화되면서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과기부 산하 원자력 관련 부서의 변천 과정을 간

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원자력원→원자력청

(과기처 소속)→원자력국→원자력국+안전심사관→

원자력개발국+원자력개발국+안전심사관→원자력

국+안전심사관→원자력실→원자력국
○ 따라서 우리의 경우, 원자력 관련 시설과 이용의

지속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직 체

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특히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기능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상응

하는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4) 과기부의 원자력 관련 주요 수행 기능
○ 과기부의 원자력 관련 기능은 다음의 그림과 같

이 원자력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물론 원자력

안전심의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안전 관련 기능을 담

당하고 있음. 
○ 원자력국은 원자력의 이용 개발에 관한 기본시

책 및 중장기 종합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비롯해 방

사선 안전 관련 기술기준 개발과, 방사능 방재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원자력국에 속한 부서로는 원자력정책과, 원자력

협력과,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안전과, 원자력방재과,

원자력통제팀이 있음.

│에너지 환경 변화와 원자력 정책의 방향│

<표 6> 과기부내 원자력 관련 부서의 설치 및 폐지 연혁 

원자력국에 원자력통제팀 신설

과학기술부장관의 부총리 승격,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연구개발조정관, 과학기술정책국 등)
기초연구국ㆍ과학기술기반국 신설

원자력국내 원자력방재과 신설

원자력실을 원자력국으로 축소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

원자력국 및 안전심사관을 통합하여 원자력실로 개편

원자력개발국과 원자력안전국을 원자력국으로 통합

원자력국을 원자력개발국과 원자력안전국으로 개편(원자력 안전심사관 폐지) 

안전심사관 신설

원자력청 폐지, 원자력국 신설 

과학기술처 개청

과학기술처 신설 ( 2실 2국 6과 )

원자력원을 원자력청으로 개청하여 과기처장관 소속하에 둠. 과기처장관 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 설치

원자력원 설치

 2005. 09. 02

 2004. 10. 18

 2001. 10. 05

1999. 05. 24

1998. 02. 28

1991. 04. 01

1981. 11. 02

1979. 03. 10

1976. 05. 10

1973. 02. 17

1967. 04. 21

1967. 04. 12

1967. 03. 30

1958.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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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력 분야 국제 협력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국제적 위

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방

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나라에서도 원자력 분야 주무 부처인 과기부를 중심

으로 강도 높은 원자력 정치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

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원자력 정치와 관련해 우리는 일본의 사

례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받을 수 있음. 

- 일본은 수상과 의회가 직접 관심을 갖고 주도한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원자력 외교에 성공

한 대표적인 국가임.  

- 그러나 미·일 양국은 일본의 국내 재처리 시설

의 가동 및 재처리로부터 발생하는 플루토늄의

국제수송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또한 1978년

에 성립한 미국의 국내법인「핵 비확산법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NNPA)」의 요구에 근거한 미국의 요청에 의하

여 정부 간 교섭을 행해 1988년에 새로운 원자

력협력협정을 탄생시킴. 현재 미?일 원자력 협

정은 1988년 개정된 새로운 협정임

- 새로운 협정의 탄생으로 일본은 미국이 요구한

새로운 규제를 다수 받아 들 으나 재처리 및 플

루토늄의 사용 등에 관련한 미국의 동의를 장기

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획득하는 소위‘장기적

포괄 동의체’의 도입에 성공하 음

- 일본으로서는 일본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장기

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미국의

동의를 협정 유효기간인 30년에 걸쳐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음

- 신협정은 핵심은 일본의 플루토늄 이용에 관한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 일본의 자유스런 플루토

늄 이용 및 개발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는 점임

- 개정 전 미·일 협정과 비슷한 성격의 원자력 협

정을 맺고 있는 우리에게는 미·일 원자력 협상

과 일본의 원자력 외교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과기부가 이러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원자력 정치(The Politics of Nuclear

Powe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호주 시드니에

서 열리는‘제29차 아.태지역 원자력협력협정(RCA)

국가대표자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아시아와 태

평양 지역의 원자력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

개함

-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웃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원자력 분야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

향이 있음

-  현재 세계 핵심 산업 경쟁력의 대부분은 원자력

산업에서 나온다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에

서도 앞으로 대통령 수준에서 국제 원자력 정치

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줄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과기부를 중심으로 산자부, 외통부와도

긴 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단적인 예로, 외통부 국제 기구과와 조약과 일부

인원이 원자력 외교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와 달

리 일본은 외무성 내에 원자력과를 두어 수십명

의 전문 인력이 핵 외교를 전담하고 있음

-  이외에도 제네바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핵 외교

인원도 상당수이며 이러한 핵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원자력을 과학·기술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

- 원자력을 둘러싼 투명성, 국민적 수용성, 정책적

통합성을 높이려면 학제 간, 부처 간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 미국의 경우에도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

학에서는 핵관련 부설 연구소로「International

Politics and Science」혹은「International

Security and Science」등을 설치하고 종합적 관

점에서 원자력 분야에서의 리딩 국가로서의 위

상을 굳혀 가고 있음

- 이웃 일본도 유사한 관점에서 원자력 분야의 핵

심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가 선진국과 대등한 지위

를 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과학·기술

에 비중을 두는 만큼 원자력 정치에도 동등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특집│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Plenary Panel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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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국의 원자력 현황

(에너지이용)
·DOE
(안전규제)
·NRC

BNSI
WGES
WGS
ABB-GE
GNF

동경전력외 8개사
Toshiba
Hitachi
Misubishi 등

EdF
AREVA사
Framatome
ANP사 (원자로)
Cogema사 (핵연료)

미국 미국 프랑스

(원자력이용)
원자력위원회
·METI
·MEXT(학술적 이용)
(안전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2차심사)
·METI/원자력안전보안원(1차심사)

·2003년 원자력발전을 기간전원으로 추진
   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제정
·APWR(1540MW) 쓰루가  3·4호기 건설착공
·‘05.10' 일본원자력연구개발 기구 
       (JAEA)' 설립
·2005.10 일본원자력장기계획 
    '원자력정책대강' 확정
· '06.6 경제산업성, '원자력입국계획 발표

·'05.6 에너지 
   정책법안 공식채택'
    -EPR 건설
·05.7 ITER 유치 결정
   (카다라슈)
·'06.5 EPR 
    Flamanville-3호기 
    건설계획 확정

원자력
담당
정부기관

주요
산업체

최근동향

(에너지이용)
·CEA
(안전규제)
·CSSIN, DSIN

·2001.5 “신국가 
 에너지 정책”
·2002.2 DOE " 
 Nuclear 2010"
·NEI 원자력산업계
 “비전 2020”
·차세대원자로
 개발추진(GIF)
·2005.8
 '에너지정책법‘
 제정 발효
·2006.2 GNEP 제안

방사성폐기
물관리 주체 DOE OCRWM 일본원연(주) ANDRA

고준위
방사성폐기
물 처분

사용후핵연료, 
유리고화체 지층처분

- 유리고화체 지층처분
-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 담당

미정, (지층처분, 
분리변화기술, 장기저장 
3분야의 연구개발 추진), 
'06년 최종결정 예정

울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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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진국 원자력 정책 및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과제

○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이행 체계의 진단을 위해

서는 기존 이론적 접근을 통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

도 중요하지만 실천적 관점에서 보다 우수한 제도 및

정책에 근거한 비교 연구와 그에 근거한 시사점을 도

출해내는 작업이 중요함
○ 선진국의 원자력 정책 이행 체계를 벤치마킹함

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이행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해야 함
○ 원자력 정책과 관련하여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정책 이해 체계에 우선적

인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함
○ 앞으로의 연구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원자력 정

책 이행체계와 관련하여 <표 7>에 나타난 국가별 상

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 접근할 계획임

- 미국의 원자력 행정 체계(국무부, 에너지부, 국

방부, 상무부,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에너지 정

책, 원자력 통제 체계,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

력 발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 일본의 원자력 행정 체계(총합과학기술회의, 원

자력위원회,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원자

력 안전 규제, 원자력 발전, 일본의 핵연료 주기

정책, 방사성폐기물 관리 재처리 사업, 원자력

연구 개발 등

- 프랑스의 원자력 행정 체계(대외원자력정책 장

관협의회, 원자력안전정보최고회의, 원자력 기

본 시설 각 부처간 위원회, 원자력안전?방사선

방호총국 등), 에너지 정책, 원자력 발전, 원자

력 연구 개발,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과제를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휴먼웨어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하드웨어 측

면에서는 향후 원전 비중의 확대시 원자력발전소 입

지난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입지 선정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부족, 원자력 관련 정책의 다부

처화, 국제 원자력 정치의 소극성, 학제 간 교류의 부

족을 들 수 있고, 휴먼웨어 측면에서는 원자력 인력의

고령화와 원자력 인력의 사기 저하 등이 앞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들임

5. 우리나라원자력정책수립및이행능력의강화

방안

○ 위에서 실행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이행 체계

에 대한 분석과 선진국의 원자력정책 이행체계를 벤치

마킹한결과를중심으로다음과같은기본방향을고려

하여부문별이행능력강화방안을도출해보고자함

- 거버넌스 : 정부 주도나 정부 중심의 일방적 이

행 체계가 아닌 정부, 시장, 시민 사회의 균형 잡

힌 역할에 초점을 둔 이행 능력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원자

력 산업 및 시민 사회의 참여 및 협력적 네트워

크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국가 최적화 :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외의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적 수준에서 가장 효

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함. 특

히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에너지원의 역할

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최적의 에너지

정책 믹스가 나타나야 함

- 정책 통합성 : 개별 정책 수준에서 과거 부서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정책 연계성 또는 정

책 종합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사회적 자본 : 국정 운 의 부문 간, 조직 단위

간, 정책 이해당 사자 간 불신과 갈등이 원자력

정책 이행 능력 제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네트워크, 신뢰, 상호 호혜의 규범과

같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

야 함. 특히 원자력 인력의 사회 자본 형성과 사

기 앙양책이 절실함

- 국민 수용성 : 아무리 좋은 정책 목표와 정책 수

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수용할 수 없

는 정책은 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 단계에서 많

은 저항과 장애 요인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반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수용성을 중요

한 가치 기준으로 삼아 에너지 정책 이행 능력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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