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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및 원전 부품 비리 사건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과 관련된 사건들은 단순히 1차적인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그 파장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 공급망에 대해 정의하고 원전 공급망만이 가진 특이성

을 논의해보겠다. 원전 공급망을 공급망 상류, 중류, 하류, 기반으로 구분하고, 각 공급망 단계에서 이슈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외 공급망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분석 및 사례를 통해 향후 원전 공

급망의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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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원자력 발전 분야의 전체 공급망은 크게 ‘건설단계’와 ‘운영단계’로 나누며, 건설단계는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단계로 구분하며, 운영단계는 발전운전, 유지관리, 폐로 단계로  

분류한다. 원전 공급망의 주요 요소는 <그림 1>과 같이 구분한다. 건설은 단계별로 세부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이 1차공급자, 2차공급자, 3차공급자, 4차공급자 형태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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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전 공급망 프로세스

공급망을 구성하며, 협력업체들은 검증업체로부터 품질을 검증 받아 한국전력기술(설계

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운영의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검증 및 승인을 받고 있

으며, 공급망 프로세스는 생산계획 및 재고관리와 분배 및 물류로 구성된다.

II. 원전 공급망의 특성과 현황

1. 원전산업 현황 및 원전 공급망의 특성

원전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제한되어 있으며, 사전 검증이 필수적이며 품질 검사 및 

보증에 따른 제반 비용이 발생해 기자재의 가격이 비싸다. 또한 원자로를 비롯한 대부분

의 기자재는 품질등급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기기로 구분되는 원자로(안전등급) 

및 관련 중요 기자재(품질그룹)는 특수 설계, 주문 제작 공급이 일반적이며, 보조기기로 

구분되는 기타 자재(일반품목)는 상용품을 검증하거나 응용하여 사용한다. 국내의 경우 

주기기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기자재는 주 공급사인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

며, 보조기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품목 

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 통합관리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실제로 최근 기자재의 품질

문서 위조에 따른 국민의 신뢰도 저하는 향후 모든 기자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협업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원전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과다경쟁에 따른 낙찰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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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은 정상적인 공급가격을 왜곡시키며, 한편으로 진입장벽의 논란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

된다. 공급망 통합 컨트롤 타워 및 공급망 관리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의 부재 등도 국

내 원전산업의 문제점이다. 

원전 공급망 및 원전 기자재 산업의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건설 기자재는 프로젝트 특성상 거의 일회성이다.

∙ 운영 기자재는 설비 및 자재마스터 신뢰도가 부족하다.

∙ 국가계약법 규정 준수라는 공기업의 한계성을 갖고 있다.

∙ 소량 다품종으로 비주기성 구매를 요구한다.

∙ 중장기 건설 자재로 단종(斷種)품이 많으며, 최근 원전 사태로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 공급자의 공급 능력, 기업 현황(신용도 하락, 폐업) 등의 실시간 확인이 곤란하다.

∙ 품질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우며 사전 검증이 필수적이다.

∙ 원자로 및 관련 설비, 터빈 및 관련 설비 등 중요 기자재는 특수 설계, 주문제작 공급

한다.

∙ 기타 보조기기도 공급업체가 다양하며,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업체의 참여가 어렵다.

∙ 높은 품질검증 요구에 따른 비용 및 제작기간 증가로 인한 고비용 구조다.

∙ 프로젝트마다 특성이 상이하고 기자재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2. 원전 공급망 현황 및 문제점

원전 공급망은 상류, 중류, 하류,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망 상류의 문제점은 원

전설계 분절화로 인한 총 비용 증가, 폐쇄적 공급망 기반 납품구조, 구매결정의 독점적 통

제구조, 공급망 중류의 문제점은 비효율적인 구매 절차 및 구매관리 시스템, 비체계적 구

매계획 및 발주체계, 통합적 협력주체 및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부재, 공급망 하류의 문제

점은 일반규격품품질검증(CGID)/EQ/품질 확인 체계, 협력주체의 계약이행 능력이 있고, 

기반의 문제점은 구매의사결정, 예산운영의 내부조율 부족,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및 이행 

기반의 부족, 통합적 정보관리 및 업무수행 체계의 부재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

과 같다.



20  經營論集, 第 50 卷 統合號

1) 공급 물품에 대한 문제

Sourcing(대외구매)을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피동적이다. 즉, 사전 품질인정(PQ) 입

찰 등을 통하여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제작자만 참여하고 세계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물품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한수원 Dream-SAP에 구축되어 관리되는 자재 

및 설비의 분류(즉, 클래스)는 클래스명, 클래스 내역, 클래스 유형 및 클래스 그룹 형태

로 구분되어 약 84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자재 및 설비에 대한 속성정보 및 설비규격

(data sheet)은 각 설비의 특성에 따라 구축되었다. 자재 및 설비는 ERP에 구축되어 운영

되며, 이 설비에 대한 설계정보(design basis)는 건설단계에서 활용되어 시운전단계 요건

에 적합하도록 이전되어 발전운영 단계에서 활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자재 및 설비마스터 개념의 기자재의 특성 정보가 등록되어 Dream 시스템으로 관리하도

록 구성되었다.

2) 설계 변경에 따른 문제

건설의 경우 입찰에 의하여 공급 기자재가 결정되어 제작자마다 형태와 상세한 특성이 

상이하여 사업 진행 중 설계 변경이 잦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없고, 이는 전체 품질 저

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발전소 운영단계는 설계단계와 상이하게 각 설비의 부품 수준에서 

항목을 관리한다. 부품정보는 설계사와는 건설단계에서 기술적인 업무 연계성이 없이 제

작자의 제작업무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기술정보는 별도의 제작자 기술도서에 기술하여 

종료되고 있다. 문제는 발주자가 플랜트 건설이 종료되고 운전단계에 진입하면서 각종 설

비의 부품목록과 기술정보를 정확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별도로 구축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한수원(주) DREAMS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설비번호(Facility No.)는 시스템 내부

의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번호로서 유형 및 그룹으로 분류하며, 부여번호는 별도의 절차나 

의미는 없다. 부품에 부여되는 자재번호(Material No.)는 국제규격인 NATO-INC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요건은 구매기술규격서에 계약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운영단

계의 구매기술규격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한수원 운영시스템인 DREAMS PM 모듈에 시공

상태(As-Built)로 확인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건설단계에

서 발생한 정확한 정보를 운전단계로 전달하는 것도 형상관리(CM) 요건의 중요한 요소

다. 미국 기술표준국(NIST)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작업의 부실로 인하여 연 10조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 건설업계의 문제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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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 PM 모듈에 구축된 정보구축요건(requirement)이 국제표준과 비교해 보완할 필

요가 있다. 현재 DREAMS 설비의 속성정보는 이미 구축된 속성에 추가해 국제표준에 정

의된 속성을 추가로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에 대한 속성정보는 ISO 등에서 추진하는 정보통합 현황을 파악하고 한수원의 

요건에 맞는 표준 포맷을 결정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의 

검토를 바탕으로 운영 측면의 요건으로 DREAMS에 구축된 설비의 정확한 속성정보와 이

에 대한 상세한 설비규격 정보 및 설비의 부품정보(BOM)를 설계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생성하는 계약자가 DREAMS에 자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매기술규격서에 보완하여 

계약에 반영하며, 이를 DREAMS로 전달하는 방법을 체계화하는 작업이다. 일반정보는 설

비의 태그번호, 무게, 크기, 제작회사 정보 등 설비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테이블로서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정형화가 가능하고, 현재 구축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

도 문제가 없으며, 클래스, 오브젝트 유형, 취득가액 등의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표준화

가 완료되어 있다.

3) 원전기자재 특성에 관한 문제: 소량다품종 및 구매 문제

원전기자재의 특성은 소량 다품종이며, 특히 원자로 관련 시스템(계통) 기자재는 특수 

설계 제작하며, 보조 계통 기자재도 일반 상업용품과 유사하나 품질 성능 검증을 거쳐 원

자력 기자재로 사용하고 있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공급자도 공급물량(매출)이 

많지 않으므로 우수한 품질의 기자재 제작 업체가 사업 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설 기자재 중 일부는 건설업체가 지입(직접 조달)을 하여 효율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비용 기자재의 경우 한수원이 건설 규격을 검토하여 구매

하고 있으며, 부품은 정비업체에서 지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도 품질 문제가 우려된

다.

4) 원전기자재 특성에 관한 문제: 표준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크기(규격) 등 기본 사항을 표준화하여 설계 변경을 

줄이고 있다. 일본은 그룹 내 계열화를 하여 수의공급 체계로 하여 사전에 기기 규격을 

정하여 설계함으로써 거의 완성 단계에서 설계에 의하여 건설을 시작하고 있으나 공급독

점에 따른 경쟁이 없어 가격 면에서 고가 조달을 하여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프랑스의 경우 발전소는 표준 설계를 하여 동일공급 체계를 장기간 끌고나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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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이 나왔을 경우 신속한 반영이 어렵다. 최근 우리나라도 수급자 

표준을 만들고 있으나 모든 기자재에 도입하기는 어렵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구매기술규격서는 1970년대 미국 원전에 적용하였던 체제를 영

광 3,4호기 이후 국내 원전 프로젝트에 적용해 활용한 시스템을 사업단계별로 절차와 형

식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과 보완작업만을 하면서 개발된 시스템이다. 기존 체제를 가급적 

유지하며, 국내외 사례와 발전을 거듭한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검토된 중요한 개선사항 중 제작자의 구매계약에 포함할 내용도 논리적인 검토

를 거쳐 계약서에 기재를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구매기술규격서의 개선 방안은 

이미 활용 중인 구매계약서를 최적화하는 방안이다. 기존 구매기술규격서와 해외 사례는 

내용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해외 사례는 계약서 작성 시 내용에 충실한 반면에, 

국내 원전의 사례는 작성 형식에 충실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활용한 측면이 확인되

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 

5) 품질문제: 지속적인 품질 유지에 대한 문제

생산납품 가능업체(사전품질 인정: Pre Qualification)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사전품질 인정을 받은 업체는 계속 

발전시켜야 하나 품질인정 후 상시 감시가 어려우므로 품질인정 후 체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원자력기자재는 원소재, 중간소재 부품, 조립부품, 완성품 등 전 과정

에 관하여 확실한 품질을 보증하고 추적 관리되어야 하나, 사업자가 전 과정을 참여하기

에는 무리이므로 중간 관여자가 철저히 해야 하나 선진국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할 확실한 방법이 없다. 

III. 해외 원전 공급망 사례 분석

1. 국외 원전 공급망 현황: KBR(Kellogg Brown & Root)

KBR은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위치한 1919년 창립된 세계적인 Oil & Gas 분야와 군

대지원  사업 분야의 설계 및 시공 회사로, 연매출 20조 달러의 임시직원을 포함하여 직

원 97,000명이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회사다. KBR은 엔지니어링, 시공,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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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등록

Tags

구매요구일정

자재내역

Workplan
패키지

추적및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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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문서

Workplan
Allocation

설계문서
발행현황

구매현황

보고서

엑셀
그래프
포털
위험보고

P3에서
작성된
종합

사업일정
연계

엔지니어링
설계

IPMS 공급사슬
및설계문서
발행현황

작업계획

<그림 2> 구매 계획관리 업무 절차

물류 및 사업관리를 Upstream, Downstream 및 정부 부문의 3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Upstream은 Oil 및 Gas 생산설비(시추), 송유관, 가스 및 액체 천연가스 생산 설비 및 저

장고 분야를 말하고, Downstream은 석유정제, 석유화학, 가스합성 및 비료생산설비를 지

칭한다. KBR은 외부 조달 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Procuri 사이트의 경우 역경매(reverse or dutch auctioning)를 통하여 구매입찰을 한다.

KBR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강조하는 기능이 구매계획관리(work plan) 기능

이다. 공급망(supply chain) 개념과 설계문서 가용 일정에 근거한 시공계획 예측은 필요 

없는 낭비시간 혹은 클레임을 최소화하여 전체 제작비용을 최소 5% 정도 절감하는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 이 기능의 핵심은 자동적인 우선순위 결정과 자동적인 최적화 기능이

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이 마련되는 위험도 관리기능이다

Workplan의 원리는 시공계획(현재 시공지역, 다음주 시공지역)에 따라서 소요되는 물

량을 설계단계에서 산출된 전체 물량 정보와 대비하여 현재 구매요구, 독촉, 선적, 인수 

및 창고 등의 공급망에 걸려 있는 물량을 비교하여 이에 대한 구매업무를 자동으로 최적

화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구매계획관리 패키지(package)를 구성하여 이에 연계된 설

계문서 발행 현황, 패키지에 관계된 Tag 기자재 구매 현황 및 벌크(bulk) 자재 할당 현황 

등이 시공일정과 연계된 구매요구 일정에 대비하여 구매현황 추적 및 진도 상황을 고려하

여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2>는 KBR이 설명하는 구매 계획관리 운영 개념도다.  



24  經營論集, 第 50 卷 統合號

<그림 3> 벡텔사 ProjectWorksTM 구성 개념도

2. 국외 원전 공급망 현황: 벡텔(Bachtel)

세계적인 E&C 회사인 벡텔사는 IT 시스템으로 ProjectWorksTM가 있다. 이 시스템은 

<그림 3>에서 보듯이 하단의 회사 시스템(cooperate system)과 상단의 프로젝트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개의 시스템을 이어주는 시스템이 CORBA 기술로 구축한 

IEL(Information Exchange Layer)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상단의 프로젝트 시스템은 크게 5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 최적화와 측정(Optimization & Estimating)

∙ 공학설계와 분석(Engineering Design & Analysis)

∙ 조달과 물질 관리(Procurement & Material Management)

∙ 건설, 스타트업, 운영과 유지(Construction, Startup, Operation & Maintenance)

∙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위의 5개 시스템 중에서 구매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스템은 비용관리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Optimization & Estimating 시스템, 직접적인 구매 및 자재관리 시스템인 

Procurement & Material Management 시스템, 구매업무의 선행 작업인 설계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Engineering Design & Analysis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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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원전 SCM 향후 혁신 방안

원전 공급망은 다른 산업에 비해 부품이 많고 복잡하고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공급망으로는 문제가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의 특성에 맞게 

공급망을 구성해야 한다. 첫째,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포털을 구축해야 한다. 둘

째, 높은 수준의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통합적 설계 및 기자재 규격 표준화를 해야 

한다. 넷째, 기자재 구매일정을 최적화해야 한다. 이러한 4가지 혁신을 중심으로 원전 공

급망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IT를 기반으로 한 원전 공급망 통합관리 플

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각의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방형 혁신 포털의 사고

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전략적인 관계에서 기자재 표준구매기술규격서와 구매일정, 재정

(비용) 등에 대한 상세정보가 공개되는 통합된 협업구매 시스템을 구축해 수행할 때 충분

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업 내 주체들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전략적 제휴관

계를 맺고 온라인 공간의 개방형 혁신 포털 구축이 필요하며 삼성의 Open Sourcing과 

같은 사이트를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

하고, 원전에 적용 가능한 핵심역량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면 어떤 기업이든 의견

을 제시할 수 있고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자재공급업체는 생산납품 가

능업체로 등록되기 위하여 품질보증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품질보증체

계에서 요구하는 조직과 절차를 꾸준히 유지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제3

의 인증된 별도기관에서 통제/관리하는 것이 품질 확보에 유리할 것이다. 

또한 설계, 구매, 시공 여건(모듈화, 신기술/신공법)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구매 패키

지 정보(변경내역, 상세목록 정보, 이력정보 등)를 조회하고, 필요 시 구매 패키지의 상세

목록을 구매 여건에 적합하게 통합/분리하여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SCM 통

합구매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어떤 기자재가 어떤 정보(규격 & 일정)를 제공하며, 어떤 비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고, 먼저 기자재의 표준구매기술규격서가 사전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원전 건

설사는 시공 전 설계가 완료되어 구매 제작 납기가 충분히 고려된 구매 일정이 제시되어

야 하는지 등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통합적 설계 및 기자재 규격 표준화가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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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세스를 구축할 때는 반드시 프로세스에 맞는 제도 및 절차, 조직 등을 변경하여 

구매 일정을 최적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 자재별 공급 상황 및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를 크게 현재 

공급체계에서 최근 5년간 구매가 취소되고 미계약된 자재 및 현재 미결 계약자재와 연재 

공급체계에서 공급이 가능한 자재(가장 최근 구매 이력이 자재 구매 요청 후 계약을 통해 

조달된 자재)로 나누는 것을 통해 공급망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 원전 공급망을 혁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공급업체의 풀(pool)이 불안정한 자재들에 대한 신규 공급업체 발굴을 

위해 Achilles와 같은 외부 DB 활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 Achilles는 다양한 산업군 업체

에 신규 자재 공급업체 풀(pool)을 연계시켜주는 업체로 자재의 원제작사, 파트 넘버 및 

필요한 경우 개괄적 규격을 통해 공급 가능 업체를 발굴한다. Achilles는 1990년에 설립

된 영국 기반의 업체로 구매자(buyer)/공급자(seller) 네트워크 기반 자재 신규 공급업체 

매칭(matching)을 전문으로 하며, 원전 산업이 속해 있는 부문의 경우 구매자 약 90개 업

체, 공급자 15,00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외부 DB 활용 방안으로 구매/조달이 유사한 원전업체 간의 업무 제휴에 기반한 

공급업체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유 범위는 원전사들이 공

통으로 필요한 자재에 대한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그 외 자재에 대해 조달에 어려움이 발

생 시 원제작사를 활용한 공급업체 네트워크 내 생산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이때 품질

에 대해서는 원전사 간에 품질 기준 기반 논의를 거쳐 품질 기준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업체들 간에 세미나 또는 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한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 풀

(pool)이 확대될 수 있고 안정적인 조달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원전업체들의 시장 

범위가 확대되어 기회가 증가할 수 있고 자재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면 기술력이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또한 혁신의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역설계란 완성된 

제품을 분석하여 제품의 기본적인 설계 개념과 적용 기술을 파악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즉, ‘설계 → 개발 → 제품화’의 통상적인 추진 과정을 거꾸로 수행하는 것이다. 역설계는 

단종된 자재들에 대해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 기자재의 원제

작사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생산 가능한 타 업체도 없을 때 자체 대체품의 존재 여부

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역설계를 시행한다. 더불어, 3D 프린팅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다. 3D 프린팅은 정교한 규격의 복제와 긴급 소량 생산의 이점으로 원자력발전

소에서 활용한 사례가 많다. 3D 프린팅 기술은 제작사뿐만 아니라 발전소에서도 예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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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신규 건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정교성이 크게 요구되는 단종 제품이나 자재 

긴급 조달 시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3D 프린팅의 주요 특징은 기존 자재와 정확히 일치

하는 규격의 대체품 제작에 용이한 정교한 복제가 가능하며 제작비가 3D 프린팅 기계의 

사용 시간 단위로 청구되므로 고난이도 자재의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또한, 한수원의 서류 위변조 사건 이후 CGID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서류 

위변조 사건 이후 CGID 규정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되면서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하

고 있다. 그 이유는 Q등급 기기에 들어가는 상용품에 대해 과거에는 관행상 Q등급을 요

구하지 않았으나 위변조 사건 이후로는 Q등급 기기 상용품에 대해 CGID를 요구하기 때

문이다. 중앙연구원에서 추정한 자체 CGID 가능 자재 비중을 살펴보면 현재 공급체계 상

태에서 공급이 불가한 Q등급 자재 중 최대 50%가 국내외 CGID를 통해 조달 가능할 것

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일반규격품을 국내로 조달한 후 자체 수행 시, 해외 CGID 대비 조

달 기간은 최대 40%가량 감축이 가능하며 검증 비용은 30~40% 감축이 가능하다. 또한 

한수원에서 CGID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S등급 자재를 내자로 조달 시, 조달 기간을 평

균 6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다. (한수원 자체 시험 설비 가동 시, 시험 위탁을 위한 행정 프

로세스를 단축하여 검사 및 시험 기간을 현재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가능함)

현재 한수원의 CGID 자체 수행 비중은 해외 원전사 대비 낮은 수준이며, 자체 수행 시

의 이점을 고려해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단, CGID 자체 수행 시, 품질 확보

를 위해 CGID 수행 조직의 품질 검사, 전문 인력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

어야 한다. 듀크에너지(Duke Energy)의 경우 CGID 경력이 10~15년이고 엔지니어링 경

력이 5년 이상 및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였다. 인프라는 20년간 CGID를 수행

한 결과 약 10,000개의 CGID 패키지가 DB에 전산화되어 있어서 업무시간 측면에서 30~ 

40% 감축이 가능하다. 

V. 결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월 8일 그간 각종 품질서류 위조사건, 납품비리, 잦은 고장 

정지 등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원전산업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혁신 방안 

발표는 최근 발생한 품질서류 위조사건을 계기로 한수원을 지속적으로 쇄신하고 원전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원전의 전반적 품질관리와 정비 · 운영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원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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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원전산업이 신뢰받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

한 조치였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인적쇄신 및 조직혁신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원전

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대책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우선 각종 품질서류 위조사건의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파악하

여 엄정한 문책을 요구하면서 원전산업의 폐쇄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수

혈, 능력 있는 내부 인사를 발탁하는 등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한수원 조직 내 사기 저하

의 주요 원인인 학연 · 지연 중심의 인사 관행을 철폐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 및 승진제

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원전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한수원 조직의 기능조정 및 개편을 요구하

였다. 아울러 최근 사건들이 안전 절차, 지침 등 약속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

된 점을 감안하여 ‘원전안전문화 증진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절차서를 체계적으로 개편하

도록 시도하고 있다.

둘째, 품질서류 위조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전 품질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비리 사건은 ① 발전소 구매(5억 원 미만)의 소액 부품 구매, ② 

원제작사 → 대리점(1~2개) → 한국수력원자력㈜로 다단계 납품, ③ 수의계약 구매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현행 발전소별 구매기능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모든 구매 관련 업무

를 본사 내 전담 조직에서 종합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QA 

등급의 설비 · 부품에 대한 대리점 구매제도를 최소화하고 수의계약 역시 최소화하되 불가

피할 경우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다. 향후 품질서류는 원칙적으로 한수원이 국내외 

시험 · 인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고 예외적으로 납품사가 제출한 서류는 전수 위조를 확인

하도록 하여 품질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해외 기관에 의존

하는 CGID를 국내 시험 · 인증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품질서류 위조 여부를 철저히 관리

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한수원의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국제적인 설비운영 점검 전문기

관으로부터 점검을 받게 하여 국내 원전의 품질관리 체계가 국제적 관리 수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납품비리, 품질서류 위조사건 등을 통해 한수원의 기자재 관

리상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바 ｢중장기 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긴급 구매

제도(긴급 사유 발생 시 5억 원 미만 자재는 발전소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자체 조달 가

능)와 같은 인적 개입 요소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자재 구매를 표준화하며 철저

한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였다.

셋째, 원전 정비 및 운영에 있어 안전 최우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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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원전 이용률 극대화에 집중하여 충분한 원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비 중 

안전 관리 역시 미흡했던 점을 시정하기 위해 계획예방정비의 주요 점검 항목과 정비 기

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전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근본적인 원인 분석보다는 문제 설비 교체와 조속한 재가동에 주력했던 점을 개선하

기 위해 원전 고장의 정확한 원인분석 → 재발방지 대책→ 고장원전 정비 → 타원전 정비 

사항에 반영 등 고장처리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원전의 설비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은 원전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업무를 개선

하거나 신속히 업무를 하지 않고 수동적인 업무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책임을 면하기 

위한 주기적인 정비에 의존해 과도한 정비를 수행하거나 공급망의 필수요건인 신속성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기준만 맞추고 안전성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운영방식은 

경계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기적으로 이러한 폐해에 대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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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Japan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Korea nuclear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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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and damage is huge. In this research nuclear supply chain will be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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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 Also through the cases nuclear supply chain innovation method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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