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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도입추진배경

고리 1호기를 효시로 이 땅에 원

자력이 들어온 지 어언 30여년에

이르고 있으며, 이제는 원전 기술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굳건한 기

술 자립을 이루고 있다. 

초창기의 국내 원전은 공급국 원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하 으나, 원

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미

국, 일본 등을 모델로 하여 독자적

인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

허가 절차 및 기술기준의 개발에

착수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

형 원전이 개발되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또한 IAEA 및 ICRP 등 국제 기

구의 기술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각종 국제 규범의 제정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명실 공히 원자력 선진

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간

의 우리의 경험 및 노력은 후발 원

전 참여국의 모델로 회자되고 있

다. 

최근 우리의 원자력산업을 우량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마

지막 단계에서 WTO 체제로의 국

제 무역 질서 재편과 어우러져 국

제표준의 도입은 필수적인 현실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능동

적 수용 방안의 수립이 시급해졌

다. 

따라서 ISO(International Or-

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IEC(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의 원자력

분야 표준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

는 한편, 현장의 기술력 등 현황과

대비하여 도입 여부, 방법, 시기, 문

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국제표준 도입의 기반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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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6년 11월 ~ 2011년 10

월까지 5년 동안 기술표준원, 대한

전기협회, 한국전력기술(주),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하여 사

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 안전

기술원의 역할은 ISO 및 IEC 표준

의 국내 원자력 규제 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표준을

국내 원자력 규제 분야에 접목시키

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시행 절

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원자력법 규제 기준과 국가

표준의 연계 운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표준의 국내 원자력 규제 기준

적용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지금까지이와관련하

여추진된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사업추진내용

국제표준의 국내 원자력 규제 기

준 적용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

다. 

1. IAEA 안전기준과 ISO 및 IEC

표준의운 현황조사연구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다른

원자력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IAEA 안전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

을 가지고 활발히 참여하여 왔다.

안전기준위원회(CSS)를 비롯해

산하 4개의 위원회인 원자력안전

기준위원회(NUSSC), 방사선안전

기준위원회(RASSC), 방사성폐기

물안전기준위원회(WASSC), 수송

안전기준위원회(TRANSSC)에 위

원으로 참여하며 관련 안전기준의

개발에 직·간접으로 기여하여 왔

다. 

그러나 ISO 및 IEC의 표준 개발

을 위한 운 체계 관련 자료는 아

직 구체적으로 습득하여 검토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관한 조사 및 평

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IAEA의 경우와 크게 다르

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ISO 및 IEC 방문, 총회 및 기술회

의 참석을 통하여 운 체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2. 주요 원자력 선진국의 규제

기준과 국가표준 운 현황

조사연구

국제표준의 개발 및 운 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ISO

및 IEC의 운 체계에 대한 조사와

병행하여 주요 원자력 국가의 규제

기준 및 국가표준의 운 현황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 

ISO 및 IEC의 표준은 결국 주요

원자력 기술 선진국에 의해 좌지우

지 되고 있으므로 국가 정책, 참여

방법 및 절차, 국제표준의 적용 사

례 등의 조사는 향후 아국의 국제

표준 참여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

이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주요 원자력

선진국의 원자력 규제 기관 및 국

제표준 전담 기관을 방문하여 인적

인프라와 함께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3. 국제표준의 원자력 규제 기준

채택방안연구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 현행 원자력 분야에 대한 ISO

및 IEC의 표준에 대한 분석

- 국내 현황을 고려한 ISO 및

IEC 표준 도입의 우선 순위 선정

- 현장의 기술 능력을 고려한

구체적인 도입 방법 및 시기 결정

- ISO 및 IEC 표준의 현장 이식

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4.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원자

력규제기준개발

ISO 및 IEC 표준의 국내 도입은

결국 입법 형태로 구체화 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 현행 과학기술부 고시의 사례

에서와 같이 각개의 고시에서 필요

한 조항에 관련 ISO 표준을 적용토

록 규정하는 방법

- 현행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5-0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서와 같이 필요한 ISO 표

준을 별도로 모아 고시하는 방법

국외의표준개발현황

ISO/IEC 지침에 따르면 표준과

규정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

│원자력국제표준(ISO/IEC)의 국내 도입과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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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ISO/IEC Guide 2: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

bulary).

o 표준 :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

의 성과를 목표로 하여, 공통적이

고 반복 사용을 위하여, 합의에 의

해 작성되고, 인정된 단체에 의해

승인된 문서.

o 국제표준 : 국제 표준 기관에

의해 채택되고 공공에게 제공되는

표준.

o 규정 : 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구속력 있는 법적 요건을 제공하는

문서.

o 기술 규정 : 표준의 내용을 참

조하거나 포함시켜 기술적 요건을

제공하는 규정. 기술 규정은 규정

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기술

하는 기술 지침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음.

여기서 규정과 표준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으며 기술 규정은 우리나

라의 고시 수준의 문서로 볼 수 있

다. 또한 ISO/IEC 표준은 기술 규

정의 개발 및 적용 단계를 지원하

고 단순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최근 IAEA를 중심으로 원자력

계에서는 로벌 원자력 안전 체제

(Global Nuclear Safety Regime)

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적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구축한 체제를 의미

한다(INSAG-20). 

각국의 원자력 인프라가 조성되

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협약 검토

회의 활용, 각국의 안전규정의 조

화를 위한 IAEA 안전기준의 사용,

운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운전 경

험 반 , 새로운 원전 설계 검토에

대하여 관련 기구와 유기적인 협력

하에 잘 추진되어야 하는데(<그림

1>) 그 중 안전기준의 사용도 하나

의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IAEA는 ISO 및 IEC와 각

각 ’98협정과 ’77협정을 통해 역

할 분담하여 국제표준을 개발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ASTM, IEEE는

각각 ISO 및 IEC와 Dual Logo 협

정을 체결하여 ASTM, IEEE 사실

표준을 속성 절차에 따라 국제표준

으로 도입하는 협정을 통하여 로

벌 기준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European Commission에

서는 기술기준‘Harmonised

standards’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는 회 원 국 의 협 의 를 거 쳐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발

행된 이후, CEN(European Com-

mittee for Standardisation),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

zation) 또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 의해 채택된 유럽 표

준을 말한다. 

Harmonised standards에 따른

다는 것은 EC directive의 필수 요

건에 부합함을 의미하는데,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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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국의원자력인프라구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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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는 상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만족시켜야 하는 필수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CEN, CENELEC, ETSI는 유럽

의 표준 개발 기구로서 각각 ISO,

IEC, ITU에 상응하는 유럽 기구로

볼 수 있다.

국제표준의도입시급성평가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ISO

및 IEC 표준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

된 300여개의 표준에 대한 1차 점

검을 완료하고 국내 적용성에 대한

분석을 하 다. 각 표준의 국내 적

용성 평가를 위하여 5단계로 구분

하 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시급성 1 : 즉시 원자력 안전

규제 기준으로 도입하여 현장에 적

용할 수 있는 표준

o 시급성 2 : 시급성이 인정되기

는 하지만,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3∼5년 내에 도입이 가

능한 표준

o 시급성 3 : 당장 시급하지는

않으나, 미래 규제 요건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는 표준

o 시급성 4 : 당장 시급하지 않

으며, 미래의 상황 변화에 따라 규

제 요건의 필요성을 고려할 표준

o 시급성 5 : 국내 여건에 부합

하지 않아 개발의 필요성이 없는

표준

각 표준에 대하여 <표 1>과 같은

양식으로 정리하 으며, 시급성 평

가 결과는 <표 2>, <표 3>에서 보듯

이 즉시 원자력 안전 규제 기준으로

도입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표

준은 ISO 56건, IEC 86건, 도합

142건으로잠정집계되고있다. 

시급성 2까지를 합하면 ISO 91

건, IEC 112건, 도합 203건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현재 심층 분석 중에 있다.

국제표준의원자력

규제기준채택방안개발

1. 외국의국제표준채택현황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는 Consensus Standards의 개발

및 사용에 참여하고 있는데,

Consensus Standards란 국내 또

는 국제적인 자발적 Consensus

body에 의하여 개발 또는 채택된

기술기준을 말한다. NRC에서 규정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국제표준(ISO/IEC)의 국내 도입과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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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준 : 정부가 자체 사용

을 위하여 개발한 기술기준

- 기술기준 : 상품 또는 과정을

위하여 개발된 표준화된 상태 또는

특성을 규정하는 기준

- 사용 : 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에 포함시키거나 참고하도록

하는 것. 

NRC는 이러한 기준 개발에 참

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 기술기준의 제개정 선정 및

우선 순위 부여

- 적합한 Consensus Stan-

dards 검색

- 적합한 SDO 선정

- NRC 대표단선정및책임부여

-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기준의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단

계를 거친다.

- 인정할(endorse) 기준 선정

및 우선 순위 부여

- Consensus Standards 인정

방법

- 인정의 적시성

- Consensus Standards에 대

한 NRC의 제한 및 수정 사항 부과

- 보고(OMB에 연간 보고, 법제

화를 위한 기준의 사용, 정부기준

의 사용)

- Consensus Standards 사용

의 예외 사항

- 감시 및 평가

10 CFR 50.55a에는 규정 및 기

준(Codes and Standards)을 기술

하고 있는데 ASME Code Sec.III,

XI, OM, 보호 및 안전 계통과 관련

한 IEEE std. 등에 대하여 유효

Code의 Edition 및 Addenda 규정

하고 제한 및 수정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NRC는 ANS, ASTM, IEEE 등

의 산업표준을 CFR, R.G, NUREG

등에서 다양하게 인정하고(en-

dorse) 있다.

한편 ISO/IEC는 ISO/IEC 표준

의 채택 방안을 <표 4>와 같이 직

접 참조(연도 표시), 직접 참조,  간

접 참조의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 특집/새로운 원자력 환경과 안전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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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Using and referencing

ISO and IEC standards for

technical regulations’). 

여기서 직접 참조 방법은 우리나

라 고시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며, 간접 참조 방법은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표준을 선정

하고‘공식 표준 목록’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이 목록은 규제 문서와는

별도의 문서이다. 이 방법은 표준

이 개정되더라도 규제 문서는 개정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2. 국제표준의 원자력 규제 기준

채택방안

이 연구의 목표는 ISO 및 IEC

표준의 국내 원자력 규제 기준 적

용에 관한 연구이다. 즉, 국제표준

을 국내 원자력 규제 분야에 접목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시

행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2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원자력법 규제 기준과 국

가표준의 연계 운 체제를 구축한

다. 

원자력법은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3호로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인허가 제도는 일

본 및 원전 도입국의 경우를 참고

로 하 으며, 기술기준은 일본의

것과 함께 원전 도입국 그리고

IAEA, ICRP 등 국제 규범을 함께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고시에서 준용하는

KS 및 외국 기술기준의 현황은 <

표 5>와 같다. 고시 총 86건 중에

서 외국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고시

는 15건이며 그중 ISO 표준을 인

용하는 고시는 <표 6>과 같이 3건

이다. 

KEPIC 적용고시의 경우에는 <

표 7>과 같이 고시 제2005-04호

에서 KEPIC의 여러 분야를 일괄적

으로 인정하는 한편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개의 고시로 공포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가표준인 KS는 아직 본격적

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

기술부 고시 일부에서 준용하고 있

는 정도이다. 

따라서 현재 국가표준인 KS의

내용을 분석하여 원자력 규제 기준

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도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표준의 국내 원자력

규제 기준 적용 방안을 개발한다. 

국내 원자력 관련 기술기준은 일

본, 원전 도입국 및 IAEA 등 국제

기구의 기술기준을 참고로 하여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학기술부 고시에

서는 IAEA 또는 미국의 ASME,

Regulatory Guide 등을 전체로 준

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수량이 방대하여 전체를 번역하기

가 난해하거나, 빈번한 개정 사항

을 그때마다 반 하기가 여의치 않

은 이유에 기인한 듯하다. 

특히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0-

08호‘원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과 같이 미

국의 기술기준을 전반적으로 준용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종적인 채택 방안은 인정할 국

제표준의 규모,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과제

지금까지 국제표준의 도입 시급

성과 도입 방안에 대하여 수행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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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급성 평가 1등급을 중심

으로 표준에 대한 상세 검토와 함

께 현장 적용성에 대한 평가를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

며 이를 위하여 현장 전문가를 선

정하여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계

획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정 기관을

선정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다

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

이다. 

한편, KS 체계 및 개발 현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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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함께 KS 문서와 ISO 표준의

연계성 분석, IAEA 및 ISO/IEC 상

호 협력 현황 조사, 외국의 규제 기

관/표준 기구 현황 조사, 원자력 규

제 기관의 국제표준 활용도와 국제

표준기구의 표준 제안을 위한 활동

상황 조사 등도 조사하여 국제표준

의 원자력 규제 기준 채택 방안 설

정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의 원

자력산업 활동이 국제표준에 맞추

어짐으로써 국제화 및 경쟁력 성숙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궁

극적으로는 원자력 분야의 국제표

준 제안 국가로서 그리고 국제표준

을 선도하는 국가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원고는 소속 기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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