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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로서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생산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시적
으로 줄었다가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특
히 아시아 지역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신규 원전 수주의 약 2/3 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으
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데, 그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원자력 부흥을 필
요로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
는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독립과 미국 이
익 최우선이다. 이에 비해 한국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 일명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
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석탄·원
전 비중은 크게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
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

전으로 정책방향을 정했지만 원전 수출은 더욱
확대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2015
년 기존의 원자력협력협정을 성공적으로 개정
하고 원자력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에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원전 안전, 폐로 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 차세
대 첨단 원전개발, 원전수출 협력 등을 들 수 있
다. 한국은 국가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 수
출을 양립하려고 한다. 미국은 원전 공급 능력
및 경쟁력 저하로 전반적인 원자력 리더십 상실
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원자력 시
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빠르게 장악해나가는 상
황이다.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자연스런 파트
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고
위급 협의를 통해 협력전략을 잘 짜야 하며, 한
국은 ‘탈원전’ 입장을 재검토하여 이를 에너지
선진화 정책으로 재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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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UAE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수주한 이래 국제 원전시장에서
원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탈원전과 동시에 원전 수출 확대라는 일견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전 수출의 경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건은 한미 간에 합리적 분업이나 협업 논의 대신 경쟁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라 한미 간에 잠재적인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5년 기존의 원자력협력협정을 성공적으로 개정하고 원자력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개정 협정은 한미 양국은 고위급위원회
(HLBC, High-level Bilateral Commission)를 통해 한미간 원자력 관련 주요 이슈
를 논의하고 소통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 모두 신정부의 출범 이후
원자력 정책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원전산업은 쓰리마일섬(TMI) 사고 이후
근 30년 이상 원전 건설이 중단되어 기존 세계 원전의 60% 이상이 미국의 원천기술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잃은 상태이다. 한국은 지속적인 원전 건설을
통해 기술력을 갖췄으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국제사회의 의구심 섞인
시선을 받고 있다. 한국은 향후 60여년에 걸쳐 서서히 원전을 감축하고,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수십년
간 발전시켜온 한미 원자력분야 협력 지속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한미간 협력 분야로
는,

△원전 안전, △원전 수출 협력, △폐로 해체,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중요한 에너지원이
었으나, 후쿠시마 사고에 이어 경주 인근 등 국내 원전 밀집 지역에서 2차례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진 위험성, 다수 호기 및 인구 밀집 등 국내적 특수성을 고려, 원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세계 원전시장의 추세는 미국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빠르게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중국과
러시아는 넉넉한 설비자금 금융 지원, 사용후핵연료의 ‘반환(take-back)’ 정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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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여 이러한 추세에 대응
하지 않으면 한미의 국제 원전시장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한미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과제를 판별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미가 원자력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상호 보완적 장점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라는 막강한 경쟁자들의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Ⅱ. 에너지의 국제정치: 원자력 이용의 국제적 추세
에너지가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에너지 접근성은 삶의 수준, 교육, 보건 등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경제발전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전략자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유엔개발계획
(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에너지 소비
간의 관계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UNDP 인간개발지수와 1인당 전력소비량의 관계2)

2) 출처: MIT Energy Initiative (2018), p. xv. 인간개발지수는 UNDP 자료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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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세 가지 국제안보의 시급한 과제 해결과 직결되는
분야이다. 첫째,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 때문이다. 석유와 석탄 등 부존량이 한정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이용 패턴은 언젠가는 고갈될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원자력은 안정된 에너지원으로서의
거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의 효과성이다.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극심한 기상이변과 재난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인
동시에 생물다양성 훼손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간주된다. 원자력은 탄소배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재생가능 에너지와 더불어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셋째, 원자력 이용 확대는 핵비확산 우려 증가와 직결된다.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들
이 증가하면서 핵안보와 핵안전의 취약 지역이 늘어난다. 이러한 취약점은 불순한
군사적 의도와 결합될 경우 핵무기라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
다. 또한 원자력의 이용 증대는 농축과 재처리를 통해 민간이 관리하는 핵분열물질의
재고를 늘려 관리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미신고 핵분열물질의 생산과 불법 이전은
심각한 핵확산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원자력의 이용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 안전하게 사용하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반면, 사고나 오용을 통해 위험한 무기로
재탄생하는 경우 국제안보의 도전요인이 된다. 한국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도발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처럼 에너지가 부족하여 석유의 경우 전량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국가에게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불가결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의 대표적인 유형인 전기의 경우 현재 전세계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은 10.3%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원자력기업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7월
현재 세계적으로 417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46기가 건설 중이다. 운영 중인
원전의 전체 평균 연한은 30.1년이다. 계획된 원전 중 94기는 건설이 취소되었으며
28기는 장기 운영중지 상태이고, 181기는 영구 폐로가 결정되었다(Mycle Schneider
Consulting 2018).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생산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시적
으로 줄었다가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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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자력을 이용한 세계 전력생산 추세3)

유엔은 2015년에 인류가 당면한 주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흔히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량을 잠식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방식’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 하나가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정에너지의
공급이다. 또한 청정에너지는 또 다른 SDG의 목표인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기후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016, 3-8).
현재 세계 원자력시장의 동향을 보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시 소강상태를 겪고
난 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시아 지역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 러시아, 인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원자력
을 이용한 전력생산에서 ‘빅 파이브(big five)’가 차지하는 비중은(규모 순서로 미,
불, 중, 러, 한) 전세계 70%를 차지한다(Mycle Schneider Consulting 2018, 29).
3) 출처: Mycle Schneider Consulting (2018), p. 28.

72 국가전략 2019년 제25권 4호

향후 특히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3.9%에 불과한 중국에서 원자력 사용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Pickford 2017). <표 1>은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자로 건설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현황을 요약한 표이다. 보다시피 대부분의 신설
원자로는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건설 중인 원자로 중 러시아 원자
로의 활약도 눈에 띈다. 러시아는 사용후핵연료의 회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포괄
적인 서비스를 제안하며 방글라데시와 같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그 입지를 점점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자국 내 원자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함께 신흥국 원자력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의 당사국인 일본 역시 에너지 시장 전면 자유화와 함께 후쿠시마 이전
원자력 정책으로 서서히 회귀하고 있는 중이다(임은정 2018). 현재 한국에서는 4기의
원자로 건설이 진행 중이며, UAE에서 진행 중인 원자로 4기가 한국형 모델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입지 역시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현재 세계 원전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약진은 특히 두드
러진다. <표 1>에서 보듯이 전세계 민수용 원전 가운데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것, 그리고 최근 1~2년 내 신규 완공된 원전 수주 현황을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Atlantic Council 2019, 10).4) 국제 원전시
장에서 러시아 돌풍은 서방의 관찰자들에게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와 더불
어 글로벌 핵거버넌스 표준의 약화로 인한 각종 리스크의 증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Sheppers 2019).

4) 원 자료는 World Nuclear Association Country Profile, World Nuclear News, Reuters,
Financial Times 등 자료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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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원전시장 신규 수주/발주 추세(계획, 건설중, 신규 완공 포함)
세계 원전시장 주요 수주국
미국

원자로
유형

중국

한국

프랑스

캐나다

∙대부분
∙CAP1000
∙APR-1400
VVER-1200 ∙HPR-1000,
Hualong 1
∙ACP1000
∙CAP1400

∙EPR

∙미국(2)
∙중국(4기
운영중)
∙일본(2)

∙방글라데시
(2)
∙벨라루스(2)
∙인도(2)
∙이집트(4)
∙터키(4)
∙헝가리(2)
∙러시아(7)
∙중국(2)
∙우즈베키스탄
(2)
∙이란(2)
∙핀란드(2)
∙슬로바키아
(2)

∙영국(1)
∙루마니아(2)
(Hinkley
(Cernovoda
C EPR은
3 &4호기는
중국이
중국 자금제
EDF와 공동 공 및 건설)
자금제공) ∙아르헨티나
∙프랑스(1)
(중국 자금
∙핀란드(1)
제공 Candu
∙중국(Taishan 모델 취소)
1 &2)

발주국

계

러시아

∙AP-1000
∙ABWR

8

33

∙파키스탄(2) ∙UAE(4)
∙아르헨티나 ∙한국(2)
(1)
∙중국(11,
내수용)

13

6

∙Candu 6

5

2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자면,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 국제안
보 차원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국제 원자력
이용 추세를 전망하자면,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르네상스의 흐름이
아시아 지역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 원자력 시장은 러시아 세력권, 중국 세력권,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유럽-일본-한국)의 삼파전 양상을 띠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후술하겠지만,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산업 및 연구·개발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트럼프 정부는 원자력 산업을 부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적인 구도나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해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양국
모두 2080년 즈음에 원전 제로 상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국제 원전시장은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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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거의 장악하게 되어 원자력의 국제정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문제는 한미 양국 모두 원자력 산업의 쇠퇴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 관련
산업 및 과학 업계의 위축 및 고용 위축 등의 문제 역시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양국 모두 국내의 반원전 여론을 설득할 수 있으면서도 원자력 산업계의 급속한
쇠퇴를 막을 수 있는 창의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Ⅲ.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
1.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데, 그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
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기 위해 원자력 부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독립과 미국 이익 최우선
이다. 트럼프는 청정에너지원의 진흥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겠다
고 공언했다. 이 목표를 위해 미국 내 에너지 개발과 혁신에 방해가 되는 인위적
규제를 철폐하고 특정 에너지원에 특혜를 주는 정책적 배려를 배격하는 한편, 시장메
커니즘에 의한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보유한 셰일가스, 석유와 함께 원자력 인프라
의 확충과 관련 산업의 수출 진작을 통한 에너지 자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
에너지 공급을 주도하는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America First Energy Plan)’은 전 세계로 미국산
에너지 수출을 통한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경제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값싼 전기 생산비, 원전 수출 경쟁력 등 원자력 산업이
갖는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간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우 불확실한 전망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원자력 이용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우선 관심사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자원의 개발 및 생산 확대, 즉 전통에너지 자원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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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이다. 트럼프는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탄소배출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원인이라는 과학적 사실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 및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에 중점
을 두고 있다.
원자력 이용 개발에 있어서 부정적 요인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우선 논리에
서 보면 값싼 가스 탓에 원자력은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미국은 수압파쇄법 활용으
로 셰일오일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에 오르기도 했다(조선일보, 2018/09/13). 국내적으로 유카산(Yucca
Mountain) 폐기물 사이트 프로젝트가 백지화된 이후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의 불확
실성도 원자력 이용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카산이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중단됐고, 지금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다. 지하수 오염과 화산 분출 가능성 논란이 일었고,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외교 우선, 주권 우선 시각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전은 전력생산을 위한 경제적 시설인 동시에 핵무
기 생산과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시장의 특성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수요, 공급자가 제한적이고, 강력한 규제, 정부보조, 국가안보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용후핵연료, 우라늄 농축 등 추가적인 문제도
야기한다. 또 다른 긍정적 요인은 대기오염(PM 2.5)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며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EV) 증가도 원전수요 확대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에너지 수요는 여전하다. IAEA
전망에 의하면 2050년 최대-최저(high-low) 전망에 따라 큰 격차가 있긴 하지만
기존 원전 교체만으로도 신규 원전 건설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컨설팅회
사인 맥킨지(McKinsey)에 의하면 세계 600대 도시가 세계 GDP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바, 도시화가 전력 수요를 재촉하는 주된 요인이다. 상해, 뭄바이 등 대도시
성장이 에너지 수요를 자극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메가시티는 아시아에 집중될
전망이며 특히 중국에서 최대 증가가 예상된다(Paterson and Howes 2018).
원자력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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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취임 두 달이 지난 2017년 3월 28일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에 관한 행정
명령’(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Energy Independence and
Economic Growth)을 내림으로써 각 연방 정부부처와 연방기관들은 에너지부문의
규제 완화를 위한 가장 포괄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동 행정명령은 도입부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완화가 필요하
므로 이를 위한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국 내 전력 공급의
원칙으로 가격의 적절성 외에도 안정성, 안전성, 청정성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원으로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White House 2017b).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이며, 그것에 도움이
되는 한 원자력의 이용 개발도 지속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현 정책이 원자력을 특별히 선호하거나 장려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미국의
국익에 현저한 도움이 되는 국제적 협력은 당연히 환영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NSS 2017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면서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이러한 기조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와 통상 등 경제문제를 국가안보사안으로 포함시켰다(White
House 2017a, 22-23). 국가안보전략에서 강조된 것은 에너지 지배를 통한 산업경쟁
력 강화, 에너지 인프라 개선과 에너지 수출 증대,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의 각종
에너지 관련 규제의 철폐이다. 더 나아가 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 에너지 자원의 다각화, 그리고 에너지 분야 기술 및 규범의 우위를 지속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자원의 다각화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고효율의 화석 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전방위적 접근을 추진하고자 한다. 실제로 미국은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의 다각화는 물론 공급과 수송 루트의 다각화를 지원하고, 전략원유비축을 현대
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로 인식하고, 첨단 원자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자력 개발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부품 수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 기여 효과를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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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조은정 2018, 5-9).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현재 원자력은 미국 전력공급의 약 20%를
담당하여, 석탄과 천연가스 다음으로 많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30개주 60개 부지
에서 9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어 8,050억 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92.5%로 다른 어느 발전원보다 우수한 상황이다. 현재 2기의 신규 원자로가
건설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다.5) 미국 원전의 평균연한은 38.1년이
며 운전 중인 대부분의 원전이 기존 40년의 운전 인허가를 넘어서는 연장운전 인허가
를 신청 및 획득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동 중인 2세대 원전들의 80% 이상은 40년의
설계수명을 넘어서 추가로 20년의 연장 운전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여 60년 동안
운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전력업체들은 80년까지 운전을 연장할 수 있는
인허가를 취득코자 하고 있다(Mycle Schneider Consulting 2018, 99-108).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모든 주안점은 결국 ‘미국 우선주
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직결돼 있다. 군사와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정책 등 모든
정책적 고려 사항은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 원자력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을 특별히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자력 이용 및 개발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한미 간의 협력이
미국의 쇠퇴해가는 원전산업에 어떻게 활력을 주고, 한미 간의 협업이 국제 원전시장
에서 어떻게 미국 경쟁력을 높여 결국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올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에너지 부족국가인 한국에서 원자력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원자로 24기를 가동 중이며, 원전의 평균연한은 20.6년이다.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현재의 국가 전력 포트폴리오에서 원자력의 비중

5) World Nuclear Association 웹사이트의 여러 자료 참조 (http://www.world-nuclear.org/in
formation-library/facts-and-figures/world-nuclear-power-reactors-and-uranium-req
uirem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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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Mycle Schneider Consulting 2018, 84-85, 284). 한
국의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은 1987년에 53.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 일명 ‘탈원전’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탈원전은 한국사회 내 진보 진영의 어젠다로서, 환경운동 NGO 단체의
활동가들이 현 정부의 원전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한 달 만인 2017년 6월 19일에 고리 1호기 폐쇄를
단행했다. 이 퇴역식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선언함
으로써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7/06/19). 이러한 흐름에서, 취임 1년 뒤인 2018년 6월 15일에는 수명이 연장된
바 있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현 정부는 앞으로도 노후 원자력발
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림 3>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현황6)

6)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웹사이트, https://npp.khnp.co.kr/index.khnp. 건설계획이 취소된 신
한울 3·4호기,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지도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 협력 79

한편 탈원전이라는 원칙적인 방향에 비해 신규 원전 건설 분야는 다소 모호하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러한 정책
기조와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화 과정을 전개한 뒤,
약 3개월간의 숙의기간을 거쳐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건설 계속’을
결정하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원자로 수는 오히려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의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신한울 2호기의 설계수명 등을 고려할 때 2079년
즈음이 탈원전의 기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곧 탈원전의 시점이 현행 정책대로
라면 앞으로 60년 이상 뒤의 일이 된다는 뜻이다.
한편,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한국은 2012년 11월 20일에
이뤄진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
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지역지원 등에 관한 10개의 권고사항으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2015년 6월 29일에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본 권고안에서 위원회는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운영할 것, 처분시설 부지 혹은 부지
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할 것 등을 제안하였
으나 실질적으로는 권고사항이 실천되지 못한 채 진전이 없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서 원자력의 미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석탄·원전 비중은 크게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리고 석탄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은 크게 줄이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 입장도 공식화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 비중
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을 11%, 원전 비중을 29%로 명시한 바 있다. 그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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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정립했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
를 다변화하고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로의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조선일보, 2019/06/04). 이상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보면 다
음 표와 같다.
<표 2> 3차 에너지기본계획 분야별 목표와 추진 전략7)
분야

주요 목표와 추진 전략

소비

∙ 산업·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 수요 18.6% 감축

생산

∙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통해 그 목표를 구체화
∙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
∙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으며,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원전을 점진적
으로 축소
∙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 활용을 늘리고, 수송·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
∙ 석유의 경우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연료로의 활용을 확대
∙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
∙ 지하 매설 에너지시설과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

∙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
∙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체계도 정비
시스템
∙ 전기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산업

∙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효율 연계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
∙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 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경쟁력을 강화

기반

∙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분야의 제도를 개선
∙ 신산업 창출을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운영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정책방향을 정했지만 탈원전에 대한 우리 사회 내의
논의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확고한 정책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우선 탈원전 찬성 입장의 논리는 주로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체르노빌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의 사례를 보듯이 원전은 일단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인

7)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9)에 의거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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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한다. 그 후유증도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보건과 생태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원전이 밀집한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지진의 안전지대
로 여겨져 왔으나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은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크게 증폭시켰다. 경주 지진은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으로,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다. 포항 지진의 규모는
5.4였다. 두 지진 모두 인근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리는 현재의 전기생산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점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로 원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 반대 입장에서 제시되는 논리는 첫째, 원자력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한
다는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다. 한국의 들쭉날쭉한 기후 탓에 지속적인
에너지 확보가 어렵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천명한 신재생에너지 30~35% 목표
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경제 및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해 두산중공업 등 관련 기업
에서 이미 핵심 장비에 투자한 금액은 결국 해당 기업에게 막대한 손실로 돌아온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과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도 상당하다.
업계에서는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원전산업의 공급망(supply chain)의 붕괴를 더욱
치명적인 손실로 간주한다. 원전 건설은 수많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하부
공급망이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인적 손실, 즉 원자력 전문인력의 이탈현상, 원자력전공 대학원생 급감 등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셋째,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의 원자력 역량의 쇠퇴로서, 최악의 경우 핵잠재력(nuclear latency)까지 포기하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안보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을 대비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원자력 역량은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원전 찬반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017년 7월부터 10월
까지 약 3개월 기간 동안 4차례의 시민참여형 조사, 지역순회 공개토론회 7회, TV
토론회 5회, 2박3일의 종합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 59.5%는 재개, 40.5%는 중단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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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론은 원전의 건설중단에 따른 기술력의 사장, 원전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 제기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 보완책으로 원전안전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 후 핵연료의 해결방안 마련,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보상 등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그와 함께 향후
원전 청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전의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의견은 9.7%로
나타났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125-128). 정부가 공론화 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인 것은 원전 등 주요 국책사업을 정부 주도로 결정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국가의 주요 정책을 민주적 과정에 따라 결정한 혁명적 사례로 평가된다(Mycle
Schneider Consulting 2018, 85-86).
전 세계의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 이용의 급격한 쇠퇴는 바람직하
지 못하다. 이 점과 관련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원자력 이용의 가파른 축소는
에너지 안보는 물론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도 심각한 장애를 조성한다고 경고한다.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 선진국의 원자력 시설용량은 25% 감소, 2040년에는
2/3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는 예상만큼 크게 늘지 않아
결국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
한국의 탈원전 지지자들은 흔히 우리를 독일과 비교하는데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
가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이미 탈원전, 재생에너지 증가 정책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독일은 화석 연료 의존적 에너지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
는 전원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부문에 약 2,720억 유로를 투자해왔다. 그 결과 2016년 기준으
로 총 발전설비용량의 49%, 2017년 기준 총 전력생산량의 33.1%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시에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부담금 증가 및 전력회사 수익 악화 등의 문제를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전 폐로 비용 증가, 석탄 소비량 증가로 탄소
배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계절의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
지의 불안정한 전력생산 특성, 즉 간헐성으로 인하여 독일의 전력계통에 전력이 과잉
공급될 경우 독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전력계통에도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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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효선 2018, 42-51).
독일과 한국의 상황이 다른 중요한 이유는 동북아의 다자간 파워그리드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전력이 부족해도 전기를 사 올 곳이 없는 외딴 섬과 같다. 이는 유럽에
서는 전력이 부족해도 이웃국가에서 쉽게 사 올 수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러시아로
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할 파이프라인도 언제 구축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장차 한중일 (혹은 북한 포함) 삼국 간에 동북아 파워그리드가 구축되어 남는 전력을
수출하고 부족한 전력을 사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결국 한국 스스로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안보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한미 원자력 협력은 불확실한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완하는 중요한 선택지일뿐 아니라 우리의 원전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결한 선택이다.

Ⅳ. 한미 원자력협력을 위한 과제와 전략
1. 한미 원자력협력 체제
한미 원자력협력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1956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최초로 체결되었고, 이에 근거
하여 1956년부터 미국으로 원자력 관련 훈련생 파견, 미측 연구용 원자로 도입 관련
2차례 개정(1958년, 1965년) 등 변화가 있었다. 그러다가 1972년 “원자력의 민간이
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로 상기 1956년 협정이 대체되어(1973.3.19 발효, 1974년
일부 개정), 유효기간 41년(1973.3.19. - 2014.3.19) 협정으로 확립되었다.

․

협정 체결 이후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간 우리의 원자력 산업 기술 위상
제고를 반영한 선진적 신협정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러한 필요
에 따라 2010년 10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시작된 이래 양국은 11차례의
정례협상과 다수의 수석대표 및 부대표급 협의를 가졌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지난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한미 양국은 2015년
기존의 원자력협력협정을 성공적으로 개정하고 원자력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신협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을 위해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의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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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호혜적 협력을 확대했다.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핵심 분야인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경쟁력 증대
등 3대 중점추진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과거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 체제
에서 벗어나,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제약은 풀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 호
혜적 신협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한미 양국이 고위급위원회(HLBC,
High-level Bilateral Commission)를 설치해 양국 원자력 협력의 제반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고위급위원회 산하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안정적 연료 공급,
수출경쟁력 제고, 핵안보 문제를 각각 다루는 4개 워킹그룹을 설치함으로써 협정에
다 담지 못한 협력 이슈를 다루기로 했다. 우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보유한 시설(현존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조사후
시험(照射後試驗)과 전해환원(電解還元)에 대한 형상 내용 변경활동을 기존 시설의
규모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장기동의를 확보했다. 그리고 기 진행 중인
한미 연료주기 공동연구(2011-2020)를 바탕으로 장래 파이로공정의 실용화 활동
추진경로를 고위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연구 결과를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등 세부 기준과 구체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파이로 활동에 대해
한·미 간 장기동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재처리/재활용
조항은 창의적 방식으로서, 우리가 현재 보유한 시설에서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풀고
필요시 미래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추진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
다(이상현 2015; 전봉근 2015).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서는 장래 저농축(20% 미만) 관련,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추진경로(고위급위원회)를 마련하고, 미국의 원전연료 공급 지원노력을
규정하고 연료시장의 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시 상호 비상공급 지원 협력도 명문화했
다. 원전수출 경쟁력 증진과 관련해서는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의 제3국 재이전

․ ․

장기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수출입 인허가 신속화, 핵물질 장비 부품 및 과학기술
정보 교류 촉진 등을 규정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간 원자력협력을 위한 시스템은 협정 개정
이후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분위기 속에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 국제 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여건이 다양한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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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특히 미국이 국제 원자력 분야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그 틈새를 중국과
러시아가 공세적으로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이래 세계 원자력 이용을 주도했
지만, 지금은 세계 원전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잃고 있다(Ichord 2018, 1-2). 에너지
독립을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원자력 리더십 회복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이유가
충분하다. 애틀란틱카운슬의 보고서는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리더십 회복을 위해

․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첫째, 미국내 원전산업 분야를 유지 확대하여 민간 원자
력 산업 역량을 증진하고 원전산업 공급망과 연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원전
신기술 개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개혁과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원전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건설자금 금융을 확대하고 수출허
가 과정을 규정한 810조항과 123협정 등 수출통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Atlantic
Council 2019, 30-36). 또 다른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하고
있다. 첫째, 경제의 탈탄소화에 대한 지원이다. 저탄소 경제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증대,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포집(carbon capture), 그리고 원자력 이용
확대가 효과적이다. 둘째, 지정학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 원자력
협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 셋째, 원자력 관련 기술혁신에
우선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국제 핵안보와 원자력 거버넌스를 주도해야 한다
(Luongo 2018).
상기 두 보고서는 미국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 갈수록 약화되는 미국의 글로벌 원자력 리더십 상실을 우려하는 미국 내의 목소리
들을 감안하면 미국으로서도 한국과의 원자력 분야 협력을 확대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미 원자력협력에서 갑작스
런 난기류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한미 양국이 각자의 이익을 앞세운 원전 수출전략
을 추진하는 동시에 양국간 전략적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파이로프로세
싱의 비확산성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 한국형 원전 APR1400 수출건을 둘러싼 경쟁
심리,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의
미진한 활동과 산하 워킹그룹의 침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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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원자력협력 분야와 이슈
한미 간에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이 유력한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다수의

△원전 안전, △폐로 해체 및 제염,
△사용후핵연료 관리 개선, △첨단 원자로 설계 및 개발, △원전 수출 협력 등을
원자력 정책 전문가들은 한미의 미래 협력분야로
꼽는다(임은정 2018b).

(1) 원전 안전 및 사이버보안
원전의 안전은 시설의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와 원전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 보안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국제적으로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적 안전기준 강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반영한 비엔나 선언(’15.2)이 원자력 안전의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작용하고, 이에
대해 각국은 제도적 이행에 노력하고 있다. 비엔나 선언에 의해 신규원전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 대량방출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하도록 하며, 기존원전에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성평가 수행을 촉구하고 있다.8)
IAEA는 관련 안전요건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원자력안전협약 검토회의(’17.3)에서
국가별 비엔나 선언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미국은 후쿠시마 관련 행정조치 사항을
설계기준초과사고 완화규칙으로 제정 중이다. EU는 ‘가동원전에 대한 합리적으로
이행 가능한 최신기준 적용지침’을 마련했다.
원전 안전과 관련해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원전의 사이버보안
분야이다. 2017년 3월, 보안컨설팅업체인 포네몬 연구소(Ponemon Institute)가 전
세계 지역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 기관과 기업 1,09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가 해당 조직의 산업 제어 시스템 보호 및 보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타임즈, 2018/03/27). 한수원
및 한전도 해커들의 주요 타깃이 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한수원의 경우 2014년

8) “Vienna Declaration on Nuclear Safety,” Adopt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meeting at
the Diplomatic Conference of th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Vienna, Austria, 9
February 2015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cns_viennadeclaration09021
5.pdf).

한미 원자력 협력 87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원전운전도면 등 자료가 유출된 적이
있었다. 2012년 이후 2018년 6월까지 지난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 건수가 1만5,973건으로 드러난 가운데, 한수원이 1,308건, 한전KPS
가 978건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투데이에너지, 2018/07/11).
한국의 기간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현재에도 계속되는 현재적 위협이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에 제출
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최소 35차례 공격했고 이 가운데 한국이
10건으로 가장 큰 피해국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만
최소 4차례 공격을 받았고 6,500만 달러(약 79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
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전면적인 사이버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급격히 키워왔
는데, 2010년대 들어서는 매년 공격이 대담하게 이뤄지고 있어, 마음만 먹는다면
중요 기간통신 인프라를 교란해 중대한 사이버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한국수력원자력·서울지하철 등)에 대
한 해킹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서울경제, 2019/08/15).
고도로 정보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사회에서 사이버 공격과 위협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의 전산화가 진전될수록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
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사물인터넷(IoT)이 보편화되면
서 이러한 위협은 더욱 일상적인 환경이 될 전망이다(Hoffman and Volpe 2018).
이 분야에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하는 미국 원전도 사이버 공격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
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속으로 사이버보안국을 설치, 백악관에
사이버보안 코디네이터(Cybersecurity Coordinator)를 신설한 바 있으며, 실무 대
응체계로 국가 사이버보안 및 통신통합센터(NCCIC)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했다. 한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내에도 ‘사이버
보안실(NRC Cyber Security Directorate)’이 설치되어, 주요 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사이버보안 코디네이터 같은 직책은 아직 없는 상황
인데, 한수원은 현재 사이버보안팀 외에 원자력 발전소 현장 부서에도 ‘사이버보안
전탐파트’를 설치하였다(디지털타임스, 2017/03/27).
또 다른 새로운 위협은 최근 급격히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민간 드론에 의한 것이다.

88 국가전략 2019년 제25권 4호

최근 국가 1급 보안시설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 이틀 연속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소형 비행체가 나타났다. 부산 기장경찰서와 한국수력원자
력 고리본부에 따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3~4대가 고리 원전 주변 상공을
선회하는 것을 원전 경비 인력이 발견해 원전 본부와 경찰, 군부대에 신고했다. 경찰·
군 병력이 긴급 출동해 주변 지역을 뒤졌지만, 누가 비행체를 조종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목격된 비행체가
취미용인지 정찰용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조선일보, 2019/08/17).
이처럼 한·미 양국 모두 테리리스트의 사이버 공격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시설의 사이버 안보에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원전 안전 중에서도 사이버 보안은 향후 한미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 폐로 해체 및 제염
국제원자력협회(WNA)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에서 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춰 영
구 폐쇄가 결정된 원전은 모두 181기이다. 이들 원전은 해체가 진행되고 있거나 조만
간 해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류가 원자력 발전을 계속하는 한, 수명이 다 되어 폐쇄
되는 원전이 나오게 되며, 이것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체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이 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설계수명이 다 돼 영구정지에 이르는 원전이 2040년
즈음에는 300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만 해도 이미 폐쇄결정이 내려진
고리1호기를 비롯하여 가동 25년을 넘긴 원전만 9기에 달한다. 하지만 원전해체 기술
을 가진 나라는 아직 많지 않으며, 고작 미국과 일본, EU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폐로 경험도 없고 해체 기술도 부족하다. 다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2,3) 해체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꾸준히 해체기술을 연구해왔다.
향후 국제 원전 폐로 사업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사업 분야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다”며 “원전 해체산업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겨레, 2017/07/25).
국제 원전 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미국의
벡텔(Bechtel)사와 GEH사(GE Hitachi Nuclear Energy)는 독일과 스웨덴 원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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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로와 해체를 위한 연합을 결성한다고 2017년 3월에 밝힌 바 있다(해외과학기술동
향, 2017/03/22). 이 연합을 통해 영구정지 사전계획, 인허가, 프로젝트 관리, 해체,
폐기물관리 및 부지폐쇄와 같은 폐로작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GEH는 일본에서 원자로 내장품 교체와 미국에서 출력증강을 위한 원자로 내장품
분할 및 교체를 통해 얻은 경험을 포함해서 폐로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및 건설전문회사인 벡텔
사도 미 에너지부의 5개 주에 걸친 각종 부지 및 영국 셀라필드(Sellafield) 원자력단
지 등 세계적으로 500곳이 넘는 방사능 오염부지에 대한 제염, 폐로, 복구 및 폐쇄를
30년 이상 수행해 오고 있다. 2017년 1월 GEH는 스웨덴 OKG AB사로부터 오스카샴
(Oskarshamn) 1, 2호기 원자로 해체를 위한 3년짜리 계약을 수주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은 2020년대 초반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국내만 보더라도
폐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원자로는 다수 존재한다. 이는 이 분야가 향후 블루 오션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더불어 한미 간에 협력 기회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국내 원자력 학계에서도 원전해체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지만 아직 초기인력 양성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확보해야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고리 1호기를 만들 때도 우리나라에 아무 기술이 없었지만 미국이 만드는
걸 어깨 너머로 보며 원전건설 기술을 배운 것처럼, 원전해체도 먼저 외국기업과
합작해 진행하면서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면서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식이다. 그런
면에서 폐로 해체 및 제염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변지민
2015).

(3)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사용후핵연료는 세계 어느 나라도 처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계적 난제로서
원자력발전의 지속 및 확장에 가장 큰 장벽이자 대책이 불확실한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50년간 미국,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등 큰 국토를 가진 나라들은 대체로 지하
500m 깊이에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방식을 추진하여 왔다. 원자력을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미국조차 1982년 방사능폐기물정책법(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입안 이래 수차례의 개정과 수십억 달러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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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산(Yucca Mountain) 방폐장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등 영구처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CISAC 2018, 13-24).
우리나라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직접처분하며 경수형 원
전의 경우도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서 승인될 경우에만 재활용한다는 원칙으로 미래
원자력연구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의 9/11사태 이후, 핵안보가
중요한 세계 현안으로 대두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심지층 처분시 불법 채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플루토늄의 반감기 2만4천년의 수배이상인 최소
십 만년 동안 핵사찰 및 보안통제 등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IAEA에 의해
제기되었다. 핀란드 규제기관(STUK)은 자국의 심지층 직접처분장은 핵안보 문제로
인해 만년이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용후핵연료 처분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최종 처분
방식이 결정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수조나 건식 저장시설에 임시로
저장된다. 문제는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포화되어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를 쌓아둘 곳이 없게 된다는 점이다. 사용후 연료를 저장할 시설을 마련
하지 못하면 한국은 원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원자력발전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탈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만간 중간저장 시설이 꽉 차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이
남아 있을 뿐이다. 첫째는 심층 처분으로서 깊은 암반 지하에 최종적으로 매립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개발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든지, 아
니면 재처리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이는 방법 뿐이다. 재처리는
핵무기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플로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게 허용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파이로프로세싱의 경우 한미 양국은 현재 2020년 완료 예정인
연료주기 공동연구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따라 최종 정책을 결정한다
는 방침이다. 심지층 직접 처분은 과거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의 어려움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어 가고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사
회적 갈등이 심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20개월의 공론화 활동을 진행한 후 2015년 6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늦어도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시기는 현재 원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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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임시저장 시설의 설계수명, 운영허가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또한 위원회는
2051년부터 처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지하연구시설(URL)을 조속히
마련해 실증연구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처분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원전 부지 안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분 전 보관시설’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처분시설과 URL이 들어설 지역을 다각적으
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 공공기관의 설립도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은 이후 1년 가까이 정부 검토를 거쳐 부지선
정 절차 및 일정 등에서 일부 수정·보완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2016년 7월 발표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논의가 부상하면서 기존 공론화의 한계를 보완할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
계획’이 제시되고 기존의 제안은 사실상 재검토되기에 이르렀다.9)
<표 3>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상황10)

부지

원자로형

고리
LWR
한울(울진)
LWR
한빛(영광)
LWR
신월성
LWR
LWR 소계
월성

HWR

원자로수
(+건설중)

사용후핵연료,
2013년말(tHM)

6 (+2)
6 (+2)
6
2
20 (+4)

2,291
1,938
2,285
28
6,541

4

7,258

저장시설 용량
(조밀랙 포함)
(tHM)
7,244
5,525
3,802
1,093
17,664
3,257(수조)+
9,562(캐스크)

저장시설 포화
예상시점
2031
2028
2023
2034
2017

탈원전 논란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사용후핵연료 논의는 원자력 에너지 정책 관련
논란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원자력을 계속 사용하든 안하든 이미 축적된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부지선정이 어려우면 해외의 다국적 처분장을 활용하거나 국제재처리 시설
9)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A to Z,” 한빛원자력본부 공식블로그, 2019/01/26 (https://blog.
naver.com/khnp_hanbit/221450894219).
10) 출처: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2015),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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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탁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4) 첨단 원전 설계 및 개발
소형모듈형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은 차세대 원자로로 여러 나라에
서 각광을 받고 있다. SMR은 300MWe 이하의 원전으로 공장에서 모듈형태로 제작하
여 현장으로 수송, 설치하는 소형원전을 지칭한다.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첨단 소형
원자로는 저탄소 요구는 물론, 연료주기 관련 우수한 비확산성, 피동 안전(passive
safety)을 통합한 설계, 낮은 건설단가와 운전 비용 등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Global Nexus Initiative 2019).
미국 에너지부는 2019년 2월 VTR 다목적시험로(VTR: Versatile Test Reactor)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U.S. Department of Energy 2019b). VTR은
다목적고속중성자원(Versatile Fast Neutron Source)으로도 불리며, 2017년 ‘원자
력에너지혁신역량법’에 의거해 미국 원자력 인프라 현대화를 겨냥한 차세대 첨단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이다.11) 그 이전부터 미국은 이미 SMR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행정명령 13693을
통해 SMR을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중 하나로 규정하였으며(White House,
2015), 하원에서는 2017년 1월, ‘The Advanced Nuclear Technology Act of
2017’을 통과, 선진 원자력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과 상업운전에 이르게 할
것을 독려하였다. 에너지부 또한 SMR 기술을 개발하고 설치 및 상업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50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에너지부는 SMR 설계목표에 대
해 다음의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정성이 극대화되며, 주로 건설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우월하고, 입증된 기술과 신기술을 병용함으로써 설계표준화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U.S. Department of Energy 2017).
민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SMR을 개발 중이다. 미국의 뉴스케일(NuScale Power)
사는 SMR 원자로에 대해 최초로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설계인증신청(DCA,
Design Certification Application)을 제출한 바 있으며, 2017년 3월 15일 동 신청
은 접수되었고, NuScale사 최초의 SMR은 유타 주 통합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기
11) Nuclear Energy Innovation Capabilities Act of 2017 (NEICA, S. 97), 2018년에 발효. VTR
개발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daho National Laboratory)가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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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NuScale사의
SMR을 비롯한 총 19기의 SMR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12)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주도하고 있는 테라파워(TerraPower)도
소형원전 혁신의 좋은 사례이다. 테라파워는 제4세대 원자로의 하나인 TWR(Traveling
Wave Reactor, 進行波炉)을 연구하는 미국 기업이다.13) 현재 실용 중인 경수로
(PWR, BWR 등)는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몇 년마다 교환해주어야 하지만 TWR에서
는 우라늄 농축과정에서 생성되는 열화(劣化)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최장 100년
동안 연료 교환 없이 연속 운전이 가능하다. TWR의 출력은 10만 kW급의 소형으로부
터 경수로의 출력과 비슷한 100만 kW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중국 국영
원전 기업인 핵공업집단(CNNC)과 TWR 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미중 간 원자력 기술 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되었고, 테라
파워 또한 중국과의 기술협력을 중단했다.
러시아는 최근 국제원전 시장에서의 도약을 계기로 전통적 방식의 원전을 건설하기
어려운 곳에는 바다에 띄우는 해상 원전을 개발하는 등 원전 관련 기술력과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중이다. 러시아의 북극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사상 첫 해상 원전인 ‘아카데믹 로모노소프(Akademik Lomonosov)’는 대형 바지선
에 원자로 2기를 설치한 형태다.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쓰는 이 원자로는 약 10만가

㎿

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70 의 전력을 생산한다. 최근 시험 가동이 성공적으로
끝낸 러시아는 이 기술을 해외에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한다. 특히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 원전이 사고에
노출될 경우 ‘떠다니는 체르노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바다에 떠 있는
원전에서 생산돼 극지로 전달되는 전력의 경제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연합뉴스,
2019/08/05).
한국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형모듈형원전으로 스마트(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를 연구 개발 중이다. SMART는 한국원
자력연구원이 지난 1997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우리 고유의 원자로 모델로,

12) UxC SMR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참조 (https://www.uxc.com/p/products/rpt_smo.
aspx).
13) TerraPower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s://terrap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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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출력 330 MW로 대형 상용 원전의 10분의 1 수준인 중소형 원자로다. 또한 SMAR
T는 전력 생산만 가능한 대형 원전과 달리 전력 생산과 해수담수화에 동시에 활용
가능해, 원자로 1기로 인구 10만명 규모의 도시에 전력(약 9만 kW)과 마실 물(하루
4만 톤)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이 적어 대형 원전을 건설하
기에 부적절한 소규모 전력망 국가,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지 않고 넓게 분산돼
있어 대형 원전을 건설할 경우 송배전망 구축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분산형 전원
국가, 물 부족 국가 등이 SMART의 잠재 수요국들이다.14) SMART는 다목적 일체형
소형 원자로로서, 원자로 1차 계통의 주요 기기들이 대형 배관으로 연결된 현재 상용
원전과 달리 1차 계통 주요 기기를 한 개의 압력용기 안에 설치한 원자로이다. 배관
파단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앰으로써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경제성
과 환경친화성도 향상시킨 신개념 원자로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개발 중인 중소형
원자로(특히 소형 원자로)는 대부분 일체형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SMR 개발의 선두주자는 미국과 러시아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소형원전 개발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뉴스케일은 오하이오클래스 잠수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압경
수로 형이다. 러시아는 납냉각로 기반 잠수함 추진원전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은 SMR
개발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선진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원전수출 협력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전시장에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고전을 반복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원전 수출국
들과 대조적으로 UAE 수출에서 원전 건설 공기와 건설비를 계획대로 준수하여 바라카
(Barakha) 1호기를 완공함으로써 세계 최고 원전 건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열대 사막에서 이룬 실적이어
서 타의 추종을 어렵게 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 NRC의 설계인증 과정 중의 기술검증에
서도 설계가 매우 안전하고 성숙되어 민간에 피해가 무시될 수준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14) 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s://www.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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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또한 동일 노형으로 국내 선행 원전인 신고리 3호기가 첫 2주기(약 3년) 연속
무고장 운전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APR1400원전은 설계 선진성, 안전성,
건설 관리성, 경제성, 운영성 등 원전의 모든 주요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하
였다. 뿐만 아니라 APR1400은 2019년 8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을 최종 취득함으로써 미국에서 미국 외 노형이 설계인증을 받은 첫 케이스가 됐다.
설계인증은 미국 정부가 APR1400의 미국 내 건설·운영을 허가하는 일종의 안전 확인
증명서다. APR1400 원전이 설계인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이 원전을 미국 내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조선비즈, 2019/08/27).
그러나 향후 원전 수출은 UAE의 경우와 달리 몇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첫째,
고비용 구조의 선진국들만 경쟁하였던 UAE와 달리, 저비용 건설 능력을 갖춘 러시아,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둘째, 대부분 자비로 건설한 UAE와 달리, 설비금융을 제공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라
는 민감한 정치적 요구에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수출은 한미
간에 원전수출 협력 전망에 하나의 중대한 테스트가 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한미 간에는 몇 가지 이견과 쟁점이 존재한
다. 첫째는 한국의 원전 기술자립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다. 한국측에서 사우디아라비
아 수주전을 이끌고 있는 한국전력기술(KEPCO E&C)은 “APR+는 순수한 국내기술
로 제작된 100% 토착 원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상의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는 입장이다.15) 하지만 미국은 APR1400은 물론 APR+를 한국 고유 모델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 클레임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
된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는 APR1400+가 미국 지재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수주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의
에너지 인텔리전스 그룹은 이와 관련해 양국 간에 지재권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이 서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Cooke and Chaffee 2019).
둘째, 중동지역 핵확산 우려이다.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중동지역의 핵확산 우려로
인해 미국은 농축 및 재처리를 포기하는 이른 바 ‘골드스탠다드(Gold Standard)’
15) APR1400 및 APR+ 관련 한국전력기술(KEPCO E&C) 웹사이트 자료 참조 (https://www.kep
co-enc.com/eng/contents.do?key=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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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공급
조건으로 하고자 한다. 만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형 모델인 APR1400을 선택할
경우 미국은 미 원자력법 123조에 따라 미-사우디아라비아 간 원자력협정을 체결해
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미국은 계약
전 미-UAE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골드스탠다드 방식
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핵 위협을 빌미로 미
원자력법 123조 적용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국립외교원 2019).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을 수출할 경우, 그리고 한국형 모델이 미국산 지재권
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 국내법에 의한 복잡한 수출허가 과정을 거쳐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 연방규정 Part 810에 근거한 수출허가
과정이다.16) 미국 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건이 갑자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리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특혜를 주는 계약을 추진하려 한다
는 미 하원 보고서에 기인한다(Hibbs 2019). 미국 원자력법 Section 57 b.(2)에 의거,
에너지부 장관은 그러한 수출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를
승인할 권한을 보유한다. 미국과 123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경우
‘특별허가(special authorization)’로 불리는 상기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 첫 걸음이 810조항에 의거한 수출승인 요청이다. 810조항은 원전관련 기술 이전만
규율하고, 원전 장비나 부품, 물질 등 하드웨어 수출은 Part 110에 의거 원자력규제위
원회(NRC)의 별도 허가를 요한다.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원자력 수출은 보통
은 일반허가제이지만 특정 국가들에게 수출할 경우 특별허가 및 승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는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국가정보계 등 범정
부적 검토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복잡한 국내법 체제 때문에 미국은 실상 강력한
외국 경쟁자들(중국, 러시아)과 경쟁하기엔 여러모로 불리한 체제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관련 주요 경쟁국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음의 표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16) 정확한 명칭은 Part 810 of Title 1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이다. Part 810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U.S. Department of Energy (2019a)를 참조. 810조항 개정에 대한 논의
는 Bowen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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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관련 경쟁국들의 동향17)
국가

장점
약점
•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강한 정치적 유대관 • 미-사우디아라비아간 123협정 체결 지연
계로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
• 장기간의 원전건설 경험부재 및 supply
• 전세계 운영원전 60%가 미 기술 기반, 원 chain 약화
자력 전 분야 원천 기술 보유
• 웨스팅하우스(WEC)의 재원조달 미참여
방침으로 금융지원 어려움 예상
미국
• WEC 파산보호신청(’17.3.29) 이후 회생
절차 미완료(美정부의 회생계획안 승인
’18.3.27)
• 정부주도의 강력한 원전수출 정책추진 및 • 많은 해외 프로젝트(24개국) 동시 진행으
재원조달을 지원
로 재원조달 능력 약화
러시아 •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기술전수 가능 • 사우디아라비아와 앙숙관계인 이란에 동
• 자원 및 군수지원 등과 연계된 다양한 협 일모델 원전 건설 (Bushehr #2/3)
력 패키지를 제공
• 수출을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채택, 정부주 • 중국산 원전노형 및 건설품질에 대한 낮은
도의 강력한 재원조달 지원
신뢰성
• 자국내 지속적 원전건설로 낮은 건설단가 • 미국-중국간 정치적 긴장관계와 무역분쟁
확보, 견실한 supply chain 구축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내재
중국 •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최대 수입국
으로서 오랜 유대관계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와 고온가스로 및 우라늄·
토륨 공동개발 협약 체결(’16년 1월)
• 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개입하에 • 건설비용 측면의 경쟁력 저하
수주활동을 전개
- 한국의 APR1400 대비 프랑스(EDF) 2배,
• 우라늄 채광부터 핵연료 사후 처리까지 토 미(WEC) 1.6배, 러(Rosatom)1.7배, 중
탈 솔루션 제공 가능
(CGN) 1.1배 (출처: WNA)
• 자국 및 핀란드 내에서 연이은 건설 프로
프랑스
젝트 지연으로 인한 재무적 Risk 증가
- 프랑스 Flamanivlle(6년 지연, 건설비 2
배 증가)
- 핀란드 Olkiluoto3(10년 지연, 건설비 3
배 증가)
• UAE원전 프로젝트로부터 많은 경험과 교 • 농축 및 재처리 등 원전 연료분야 서비스
훈 확보
제공이 불가
• 강력한 원자력 산업계 공급망을 보유
• Project financing 능력이 다른 경쟁국들
한국 • 40년 이상 반복된 원전건설 경험으로 경쟁 보다 상대적으로 취약
력 있는 사업공사비 산출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
정적 이미지

17) 한국핵정책학회(KNPS) 전문가 간담회, 한미 핵정책리더십구상(NPLI, Nuclear Policy
Leadership Initiative) 웍샵 등에서 논의된 내용에 근거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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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려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한미 간에 UAE 수주 당시의 협력모델, 즉 한미
중 일방이 주 계약자가 되고 상대방이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옵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확산 관점에서는 위험하지
만,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미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외교안
보적 이유로 미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주는 UAE 수출 성공
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는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형 APR1400을 원하나 외교안보적 고려 때문에 미국
형 모델인 APR1000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문제가 순수히 경제적이거나 기술적 고려보다는 전략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다는 의미
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실패할 경우, 한미 양국 모두 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장차 국제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양자간
협의 및 공동전략 모색이 절실하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를 비롯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을 수주해서 자력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인
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최근 미중 패권경쟁의 연장선상에서 기술우위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이 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불법적인 기술절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한 예로서
미국은 중국 최대 원자력발전기업인 중국광허그룹(中國廣核集團·CGN)과 자회사 세
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이어 중국 원전기업을 정조준
한 것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원전분야로까지 확전되고 있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중국
원전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미국 원자력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
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8년 10월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원전기술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기존의 미·중 민간 핵협력 절차 밖에서 핵기술을 취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한국경제, 2019/08/17). 중국
광허그룹이 미국의 요주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만출신 미국 시민
권자 알렌 허(Allen Ho, 본명은 Szuhsiung Ho)는 2017년 에너지부 승인 없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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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CGN을 위해 핵물질 생산을 도운 혐의로 24개월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원자력 기술 수출을 일체 불허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CGN은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810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경고적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중국의 3세대 원전 자주 모델 궈허(國和)1호
(CAP1400)도 논란의 대상이다. CAP1400을 생산한 국가전투(国家電投·SPIC)의 첸
즈민(錢智民) 회장은 CAP1400이 다른 원전사업자인 중국 핵공업그룹(CNNC)과 중
국광핵그룹(CNC)이 공동개발한 3세대 원전 화룽(華龍)1호(HPR 1000)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CAP1400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세계 첫 가압수
형 원자로 AP1000을 기반으로 해 기술 탈취 논란을 키울 전망이다. 특히 대중(對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입각 전부
터 “중국에서 건설되는 원전의 50% 이상이 웨스팅하우스에서 훔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중국은 기술혁신을 통해 독자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AP1000의 1,350MW 발전 한도를 깨고 1,500MW까지 끌어 올렸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19/05/23). 지재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사우디아
라비아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미국과 경쟁해야 할 한국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Ⅴ. 결론 및 정책제언
한국과 미국은 왜 원자력협력을 해야 하는가? 한미 양국이 처한 상황이 공교롭게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국가 에너지전환정
책과 원자력 수출을 양립하려고 한다. 미국은 원전 공급 능력 및 경쟁력 저하로 전반적
인 원자력 리더십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원자력산업계 판도 변화는
확연하다. 미국, 프랑스, 일본의 쇠퇴와 러시아, 중국, 인도의 부상이라는 변화는 한국
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되고 있다. 한미관계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미원자력협력으로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기술지원과 통제를 받던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했다. 국제 원전시장의 변화를 배경으로 중국, 러시아
등 강력한 경쟁자들을 상대하려면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가 필수적이다. 한미
양국은 상호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상호 강점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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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종합하자면, 지금까지 쌓아온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과 역량을 갖고 있는 미국의 소프트파워와 지속적인 원전
건설로 세계 수준의 원전 건설 능력을 입증한 한국의 하드파워를 결합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절호의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겪으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기술자립의 중요성을 실감했
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과 수출경쟁력은 과학기술이 주도하고 견인했다. 그 중심
에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전체 국내총생산의 5%에 가깝게 끌어올린 정부의 노력과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에너지 기술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기술자립도 그렇게 이루어
졌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 기술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자립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이뤄졌다. 한국은 제3세대 원전인 APR1400을 완성했고 2009년에는
UAE에 4기의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다. 원전산업은 이제 한국의 미래 먹거리
가 된 것이다.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승인서(DC)도 발급받았다.
미국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기술자립을 이룬 원자력을 탈원전 정책으로
사장(死藏)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이익환 2019).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의미하는 것은 향후 60년에 걸쳐 원전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변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
에서는 이를 마치 문재인 정부가 당장 모든 원자력 발전을 조만간 중지할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탈원전과 동시에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으
니 외국에서는 이를 혼란스럽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탈원전’ 대신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안보 전략의 선진화’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둘째, 국제 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원자력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국제 원전시장에서 중러의 공세적 마케팅을 막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자연스런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원자력 자립은 미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가능했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 도산 이후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미 양국이 지닌 강점과 약점을 잘 비교해
보면 왜 협력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국제 원전시장에서 한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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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지 않으면 결국 제3자(러시아, 중국)가 이를 독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가 우선 협력하여 국제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원자력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확보라는 중장
기 국가안보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어느 한 정부가 독단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탈원전을 하든 안 하든
탈원전 정책 결정과정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됐는지도 재고할 필요
가 있다. 국민여론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 분석을 도출하는 여론
수렴 과정이 필수적이다.
넷째, 한미 간 원자력 협력 관련 이슈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운영 중인
고위급협의회(HLBC)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 간에 연 1회 개최되는 HLBC만
으로는 변화하는 국제적 상황과 이슈의 부침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 고위급협의
회 산하에 설치된 워킹그룹을 통한 논의를 상시화하는 한편, 원전 수출 및 수출통제
문제, 핵안보,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포괄적인 어젠다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을 둘러싼 양국간 불신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수주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협력의 저변 확대, 특히 제3의 협력상대(third fla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 한미가 협력하되, 필요할 경우 일본, 프랑스 등과도 협력과 협업을
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에 비추어,
한미가 따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양자간 협력을 넘어 한미가 주도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 고 일: 2019.08.23.
심사완료일: 2019.09.10.
게 재 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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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U.S. Nuclear Cooperation:
Issues for Nuclear Energy Use and Developments
Sang Hyun Lee

As environment-friendly, low-carbon energy, electricity production using nuclear power has temporarily decreased since the Fukushima accident in 2011, but
it has been on the rise again. Growth of nuclear energy use, especially in Asia and
emerging economies, is continuing. In terms of suppliers, Russia and China account
for about two-thirds of new nuclear plants under construc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generally supports nuclear power generation, as it needs a nuclear renaissanc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The core of the energy policy pursu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energy independence and the U.S. interests first. In contras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is pushing energy conversion
policy, also known as “nuclear phase-out” policy. The Moon Jae-in government
confirmed the 3rd Basic Energy Plan, which aims to 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to 30-35 percent and reduce coal and nuclear power substantially by 2040.
Although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set policy direction toward “nuclear
phase-out” but is trying to expand nuclear export significantly. Seoul and
Washington successfully revised the existing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in 2015
and laid a new foundation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Future areas that requir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nclud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ecommissioning of stopped nuclear power plants,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advanced nuclear power plants and cooperation in nuclear exports. South Korea pursues national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nuclear exports simultaneously. The U.S. is concerned about the loss of its
global nuclear leadership due to its shrinking capacity to supply nuclear power
plants and declining competitiveness. Meanwhile, the global nuclear energy market
is rapidly dominated by Russia and China. Therefore, Korea and the U.S.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natural partners. Seoul and Washington should map out a cooperative strategy through high-level consultations, and Seoul should reconsider its
“nuclear phase-out” policy and redefine it as an energy advancement policy.
Keywords: ROK-U.S. Nuclear Cooperation, Nuclear Energy Use, Nuclear Energy

Development, Nuclear Phase-out Policy, Nuclear Ex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