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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도입을 주도했던 한국전력주식회사와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참여한 중·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전개 양상을 분석
한다. 1980년대 정부주도형 거대과학 프로젝트였던 이 사업은 냉전이라는 
국제정세 아래 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수입해야 했던 한국의 상황과 
수입된 기술을 어떻게 ‘국산화’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했던 한국 원자력 
과학·기술자들 사이의 논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업의 주요 행위자
인 한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60-80년대 핵무기 개발, 원전 도입 
등 한국이 처했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두 기관이 직면했던 서로 다른 문
제들을 해결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기관 나름의 이념적·정치적 지향을 
만들어나갔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은 전력생산 단가절감을 최우선의 목표
로 생각했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핵무기 개발을 뒷받침할 독자적인 기술
력을 기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두 기관의 상이한 지향은 1980년대 핵
연료 국산화 사업에서 무엇을 ‘국산화’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한 차이로 이
어졌는데, 이는 국내 원전산업에서 주도권을 얻기 위한 두 기관의 경쟁 과
정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비화했다. 한국에너지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는 
외국기업의 참여를 배제한 국내에서의 독자개발을 국산화라고 이해한 반
면, 한국전력은 외국기업의 참여와 관계없이 국내에서의 연료생산을 국산
화라고 이해했다. 이처럼 국산화라는 개념은 기관의 이념과 의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탄력적인 개념이자 1980년대 원전 사업에서 기관의 
입지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이념적 교두보였던 것이다.

 
주요어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 원자력발전, 기술정치, 국산화, 과
학기술민족주의
학  번 : 2019-2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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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9년 국내 유일의 핵연료 개발회사인 한국핵연료주식회사(이하 한국핵연료)는 
“국산” 핵연료의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장전할 “국산” 핵연료 52 다발을 성공적으로 출하시켰다고 발표했다.1) 원자력 분
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국산” 핵연료 개발을 한
국이 에너지 자립 국가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시작점으로 바라봤다.2) 당시 
국무총리였던 강영훈은 핵연료 국산화를 “우리의 원자력 발전기술을 국제적 수준
으로 끌어올린 쾌거”이자 “국가에너지 자립의 신기원을 이룩한 이정표”라고 평가
했고,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주도했던 한필순(韓弼淳, 1933-2015) 전 한국핵연료
주식회사 사장은 이 사업을 통한 “국가에너지 자립달성”이 한국이 “국제사회에 
떳떳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 할 목표”이자 국가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3)

과학과 기술이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복무해야 한다는 과학민족주의
(scientific nationalism)와 기술민족주의(techno-nationalism)는 20세기 중반 
세계 각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과학과 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보편적 생각이었
다.4) 이들에게 있어 과학과 기술은 국가의 근대화를 위한 핵심수단이자 국가의 

1) “국산핵연료 첫 출하”, 한겨레 (1989.07.26.), 3면.
2) “국산 핵연료시대 개막 대덕에 가공공장 가동”, 경향신문 (1989.09.28.), 3면.
3) 같은 글; 한필순, “에너지확보 ‘홀로서기’”, 경향신문 (1990.09.18.), 9면.
4) 과학민족주의(scientific nationalism)는 역사학자 미즈노 히로미(Mizuno Hiromi)가 자

신의 책 제국을 위한 과학(Science for the Empire)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국가의 통
일, 생존, 발전을 위해 과학과 기술이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
다. 그녀는 1920-40년대 일본의 기술관료, 맑스주의 지식인, 대중과학 저술가들이 다루
는 과학에 대한 담론이 일본 제국의 건설에 동원된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
용했다. 정치학자 리처드 사무엘스(Richard J. Samuels)가 제시한 기술민족주의
(techno-nationalism)도 과학민족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국가의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
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이를 국내시장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믿음을 말한
다. 그는 이 개념을 활용하여 19-20세기 국력 증진과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산
업 및 군사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국내에 확산시키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활동을 분석
했다.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정근모·이경서 옮김,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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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망과 직결되는 요소였다.5) 이러한 관념은 20세기 한국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통
용되는 개념이었는데, 역사학자 김상현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민족주
의의 특징을 발전민족주의(nationalist developmentalism)라는 개념으로 표현했
다. 과학·기술발전으로 부국강병을 이뤄낼 수 있다는 20세기 초반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생각이 1960년대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및 산업화를 
위한 과학기술 사업을 거치면서 발전민족주의로 수렴됐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진흥과 자립은 국가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과학자와 공학자는 “국가발전의 동
력”이자 “민족의 자랑”으로 여겨졌다.6)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의 과학자들은 이런 과학·기술민족주의적인 시각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이들은 원자력 기술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한
국이 강력한 근대국가로 변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에게 원자력 기술은 
부국강병을 실현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 논문은 한국 원자력 분야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 민족주의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1980년대 중·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사례로 살펴볼 것이다.

한국 원자력 분야에서 기술민족주의가 작동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
사학자 가브리엘 헥트(Gabrielle Hecht)가 제시한 “기술정치 체제(technopolit-
ical regime)”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정치적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을 설계하고 이를 사용하는 일종의 전략적 실행”을 의미하
는 “기술정치(technopolitics)”의 개념은 특정한 기술이 만들어지는 동안 어떤 사
회적 조건 하에, 누가, 어떤 정치적·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참여했는지에 따라 기

힘있는 나라가 된 이유: 군사기술 대국의 내막 (서울: 문화일보, 1995), 59-120 
[Richard J. Samuels, Rich Nation, Strong Arm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33-78].

5) 과학민족주의와 기술민족주의를 다룬 과학기술사 연구로는 과학사 저널 오시리스
(Osiris)에서 발간한 2009년 특집호를 참고할 수 있다. 특집호 서론을 쓴 캐롤 해리슨
(Carol E. Harrison)과 앤 존슨(Ann Johnson)은 국민국가(nation-state)와 민족 정체성 
형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이 과학과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했다. Carol E. Harrison, Ann Johnson, “Introduction: Science and National 
Identity,” Osiris 24:1 (2009), 1-14.

6) Sang-Hyun Kim, “Social Movements and Contested Sociotechnical Imaginaries 
in South Korea,” Sheila Jasanoff and Sang-Hyun Kim eds., Dreamscapes of 
modernity: Sociotechnical Imaginaries and the Fabrication of Pow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co press, 2015), 152-173; Sanghyun Kim, “Science, 
Technology, and the Imaginaries of Development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46:2 (2017), 341-371; 김상현, “박정희 정권 시기 저항 세력의 사회기술
적 상상”, 역사비평 120 (2017), 31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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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모습이 달라지며, 그와 동시에 행위자들이 만든 기술이 그들의 이데올로기
를 강화했음을 보여준다.7) 그녀는 이 분석 틀을 활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원자력의 역사를 분석했다. 프랑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주도했던 기관은 
프랑스 전력공사(Électricité de France, EDF)와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CEA)였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향 아래 
원전 건설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들이 추구하는 기술정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원자
력발전소의 설계도 달라졌다. 프랑스 전력공사가 원전 건설을 통한 효율적인 전
력공급에 주목했다면, 프랑스 원자력위원회는 드골주의를 내세우며 프랑스의 국
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개발을 추진했다.8)

한국의 원자력사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헥트의 방법론을 한국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대표적으로 과학사학자 김성준과 사회학자 홍덕화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성준은 1953년부터 1980년까지 원자력원과 한국전력주식
회사(이하 한국전력)의 원자력 기술도입 활동에 주목했다. 한국 원전산업의 운영 
주체가 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서로 경쟁했던 두 기관은 원자력 기술도
입 및 개발에 대해 서로 다른 목적과 방법론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원이 
원자력 기술 관련 기초연구 역량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면, 한국전력은 
전력공급 안정화에 활용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의 도입에 매진했다. 결과적으로 
1968년 제3차 원자력발전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력이 원전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부터 한국의 원자력산업과 기술은 한국전력의 주도 하에 전개되었
다.9) 196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원자력산업의 형성 과정을 분석한 홍덕화의 
연구도 원자력 연구개발, 설비제작, 전력공급을 도맡았던 기관들의 정치적 목표와 
이해관계에 주목했다.10) 그는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과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정
책 추진이라는 상황, 1980년대에는 원전 설비 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7) Gabrielle Hecht, The Radiance of France: Nuclear Power and National Identity 
after World War II (Cambridge, MA: MIT Press, 2009), 15.

8) Ibid.; Gabrielle Hecht, “Political Designs: Nuclear Reactors and National Policy 
in Postwar France,” Technology and Culture 35:2 (1994), 657-685.

9) 김성준, “한국 원자력 기술 체제 형성과 변화, 1953-198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0) 홍덕화, “한국 원자력산업의 형성과 변형: 원전 사회기술체제의 산업구조와 규제양식을 
중심으로, 1967-201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Thomas P. Hughes, 
Networks of Power: Electrification in Western Society, 1880-1930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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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가 원전 관련 기관들과 타협·조정을 거치면서 한국 원전 체제가 지금과 
같이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구조를 띠게 됐다고 주장했다.11)

하지만 헥트의 방법론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 
헥트가 분석했던 프랑스 사례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프랑스는 원자력 기술을 194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라로서 1960년에 핵무기를 개발할 만큼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12) 원자력과 관련한 기술력이 전혀 없었던 한국은 1950년대 말 외
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즉, 프랑스는 원자력 기술개발 과
정에서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했다면, 한국은 ‘누구로부터 무
엇을 수입할 것인가?’가 중요했다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냉전이라는 국제정세 아래 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도입했던 한국
은 원자력 기술도입을 저지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을 때마다 기술도입에 차질
을 빚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사례와 구분된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으로 손상
된 프랑스의 영광, 즉 “프랑스다움(Frenchness)”을 회복하기 위해 냉전 시기 동
안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원자력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했다.13) 핵무
기 확산을 우려한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의 시도를 강하게 저지했지만,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던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시한 채 기
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해야 했던 한국은 프랑
스처럼 국제정세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 일부 원자력 기술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

11) 앞서 언급한 연구 이외에도 해방 이후 한국 원자력 발전 초기 역사를 다룬 연구는 고
대승, 윤순진·오은정, 존 디모이아(John DiMoia) 등의 연구가 있다. 고대승, “한국의 원
자력기구 설립과정과 그 배경”, 한국과학사학회지 14:1 (1992), 62-87; 윤순진·오은정, 
“한국 원자력 발전정책의 사회적 구성: 원자력 기술의 도입 초기(1945-60년)를 중심으
로”, 환경정책 14:1 (2006), 37-74; John DiMoia, “Atom for Sale?: Cold War 
Institution-Building and the South Korean Atomic Energy Project, 1945-1965,” 
Technology and Culture 51:3 (2010), 598-618; 김성준, “1950년대 한국의 연구용 원
자로 도입 과정과 과학기술자들의 역할”, 한국과학사학회지 31:1 (2009), 139-168. 김
성준과 디모이아는 1950년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시건 대학의 피닉스 프로젝트(Phoenix Project)를 분석했다. 

12)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군사지도자였던 샤롤 드골(Charles de Gaulle)은 194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원자력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1948년 실험용 중수로인 조에(ZOE)를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1950년대부터 상업용 원전을 건설할 수 있었다. 박진희 외, “경수로 기술 발
달의 역사적 전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의 발달을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55 
(2016), 47-81. 

13) Gabrielle Hecht, The Radiance of France,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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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제 정세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핵연료 기술은 특히나 그러했다. 그래서 1974년 인도의 지하핵실험 등 냉
전의 세계질서를 흔든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도입은 차질을 
빚었으며, 그중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기술도입은 보류되곤 
했다. 이때마다 한국은 원래 의도했던 기술도입 계획을 수정하여 어떤 기술을 들
여와야 하는지 고민해야 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정
치체제 이외에도 추가적인 분석틀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국산화’
라는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서 그치지 않고 기술자
립을 통해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에서 벗어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개념은 
프랑스와는 달리 외국에서 원자력 기술을 수입해야만 했던 한국의 원자력 기술정
치 체제를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핵연료 국산화는 1970-80년대 한국의 독특한 정치 상황 가운데 형성된 과학·기
술자들의 과학·기술민족주의를 보여주는 개념이기도 하다. “국가 경제성장 및 산
업발전”을 위해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은 핵연료 기술이 핵무기 기
술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
문에 국제 정치 상황이 변할 때마다 어떤 핵연료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지, 어떤 
핵연료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뒤 일정한 기술적, 이념적 조작을 거쳐 ‘국산’ 혹은 ‘한국
형’이라고 이름 붙여진 기술들에는 기술의 자립을 통해 조국 산업의 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한국 과학·기술자들의 민족주의적인 지향이 담겨있었다.14) 여기서 흥미
로운 점은 기술도입을 추진했던 행위자들의 정치적 지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국
산’ 기술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됐다는 점이다. 기술사학자 최형섭이 분석한 것처
럼,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을 국산화로 이해했던 
1960-70년대 경운기 국산화 사례와 일본의 특허를 우회할 독자적인 특허의 개발
을 추구한 1980년대 전기밥솥 국산화 사례는 ‘국산화’ 개념이 사회정치적, 기술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즉, 기술 국산화
의 개념은 고정된 의미를 지니지 않았으며, 시대적 환경, 행위자의 이념과 의도에 

14) Hyungsub Choi, “The Social Construction of Imported Technologies: Reflections 
on the Social History of Technology in Modern Korea,” Technology and Culture 
58:4 (2017), 905-920.



- 6 -

따라 그 의미도 함께 달라졌다.15)

국산화 개념의 역사성을 고려하면, 이는 원자력 기술도입을 주도했던 기관들의 
서로 다른 기술정치 체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
의 원자력 기술도입을 주도했던 두 기관인 한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참여
한 중·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국내 원전산업에서 자
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관의 이념적 지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국산화의 
의미를 나름의 방식으로 설정해나갔음을 보일 것이다. 기술도입 초창기부터 이들
은 서로 다른 목표 아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도입했으며, 이 논문
에서 다루는 1980년대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핵연
료 국산화 사업의 주도권을 잡아야만 국내 원전산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다고 생각했던 두 기관은 이 사업을 자신들이 맡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야만 했으며,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된 개념이 바로 ‘국산화’였다. 한국전
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산화의 의미를 다르
게 받아들였는데, 이는 그들이 국내 원전산업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 채택한 기술
적 전략의 차이를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견지한 서로 다른 국산화 개
념, 그리고 그와 연동된 서로 다른 기술적 전략은 완성된 ‘국산’ 핵연료 설계에까
지 영향을 끼쳤다. 

본 논문의 2절은 1950년대부터 1979년까지 한국에서의 원자력 기술도입 문제
를 다룸으로써 원전 국산화 사업의 배경을 살펴본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도입을 
주도했던 한국전력과 원자력연구소는 서로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전 도입을 
추진했다. 두 기관의 지향점은 1976년 원전 국산화 사업에까지 반영됐으며, 1979
년부터 본격화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절과 4절은 1980년대 
진행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3절은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주
도했던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전개 과정과 그 사업으로 만들어진 중수로 
핵연료의 설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들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지 않고 
국내 연구진들이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한국에
너지연구소의 연구개발 방식은 핵연료 제조공정의 일부인 AUC 공정 개발에서 잘 
드러났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핵연료주식회사의 주도
로 이뤄졌던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전개 과정과 경수로 핵연료의 설계를 

15) 최형섭, “한일 기술 교류와 ‘국산화’ 개념의 변화”, 일본비평 24 (2021), 190-211.



- 7 -

살펴볼 것이다. 이 사업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상이한 국산화 개
념이 대립하는데, 이는 사업 진행 동안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그 결과 완성된 
경수로 핵연료는 두 국산화 개념을 모두 반영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1980년대 한국 중·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 진행 과정을 분석할 기초자료로 
과학기술처와 한국전력, 원자력연구소가 생산했던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과학기
술처 자료들을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진행된 논의들을 알 수 있었다. 관련 기
관들이 펴낸 사사(社史)는 사업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했다. 
대한전기협회지, 원자력산업, 전기저널, 과학과 기술, 전기의 세계 등 
원전 관련 학회지와 과학기술 관련 잡지는 원전 국산화 사업에 참여했던 인물들
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 유용했다. 이들이 학술지와 잡지에 투고한 글은 정부보고
서나 사사처럼 공식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이들의 의견
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잡지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은 관련 행위자들의 회고록을 
참고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회고록과 인터뷰를 통해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친분이나 사업 진행 과정 동안 있었던 개개인의 갈등 등 공식 문서에서는 살펴보
기 어려운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원전 국산화 또는 핵연료 국산화와 관련
된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문기사를 활용했다. 신문기사는 주로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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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국산화 사업의 배경

1953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1890-1969)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 for Peace)> 선언을 기점으로 원자력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도입을 주도했던 기관은 과학기술처 원자력원 산하 
원자력연구소와 전력회사인 한국전력이었다. 이들은 원자력 기술을 국내에 도입
한다는 목표를 공유했지만, 각자의 지향점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와 그 실현 방안
을 달리했다. 이들이 1970년대 상업용 원전 건설사업에 뛰어들 때도 마찬가지였
다. 이들은 석유파동, 닉슨독트린, 중화학공업화 정책 등 여러 국내·외 정치변동 
속에서 서로 다른 관심 아래 원전 건설사업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서로가 원하
는 원자력발전소의 유형도 달라졌다. 한국전력과 원자력연구소는 각자 어떤 배경 
아래에서 어떤 목적으로 원자력 기술을 국내에 들여오고자 한 것일까? 이들은 어
떤 유형의 원자력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들여오고자 했을까? 이 절은 원자력 기
술이 한국에 도입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핵연료 국산화 사업이 본격화되는 
1979년까지 한국에서의 원자력 기술도입 과정, 특히 1970년대 후반 원전 국산화 
사업이 제기되는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전력은 전력난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 도입을 추진한 반면,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원전을 들여오고자 
했다. 하지만 1974년 국제정세의 변화로 연구소가 주도하던 핵무기 개발사업이 
좌절됐고, 이 사업의 대안으로 1976년부터 원전 국산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2.1. 1950-60년대 원전기술도입과 기술자립문제
1945년 8월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지역에 두 차례의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그 이후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과 과학자들은 원자폭탄
을 만들어내는 원자력 에너지를 강력한 근대국가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바라봤
다.16) 이들에게 과학기술의 자립은 “우리 조국을 부강하게 할 단 한 가지”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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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사랑하는 조국을 자주독립의 반석 위에 오르게 하는 길”이었고, 따라서 원
자력 에너지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부국강병을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야 하는 과학기술이었다.17) 원자력 에너지를 도입하여 강력한 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됐다. 미군이 한
국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
서, 한국의 지배 엘리트와 과학자들 사이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전쟁의 승패를 결
정짓는 강력한 기술로 회자됐다.18)

원자력 기술도입을 위한 실질적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53년 12월 미
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발표한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선언이 
있고 난 뒤였다.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미국이 보유한 원자력 기
술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 선언을 기점으로, 한국의 관료와 
과학자들은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54년 8월 30일 원자력법을 신설했고, 1955년 12월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국회에 비준하는 등 
원자력 기술도입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했다.19) 한국의 젊은 과학기술자들은 
1955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원자력평화회의에 참석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공부했다.20) 아직 원자력 정
책을 담당할 정부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스터디그룹은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 
보낸 공문들과 책자도 비공식적으로 처리했는데, 1956년 3월 문교부 기술교육국
에 원자력과가 신설됨으로써 원자력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됐다.21)

원자력 기술도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을 관리할 기구로서 1959년 1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원자력원을 
설립했다. 원자력원 산하에는 사무총국,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연구소가 설치되었

16) Sheila Jasanoff, Sang-Hyun Kim, “Containing the Atom: Sociotechnical 
Imaginaries and Nuclear Power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inerva 47:2 (2009), 119-146.

17) “조국재건의 과학설계 ◯1  부강조선은 과학의 위력으로”, 동아일보 (1947.01.01.), 3
면.

18) “한국에 원폭사용”, 경향신문 (1953.01.13.), 1면. 
19) 이 협정은 1955년 7월 1일 가조인을 거쳐 1955년 12월 국회의 동의를 얻었고, 1956

년 2월 발효되었다. 고대승, 앞의 글, 70-74; 문만용, 한국 과학기술 연구체제의 진화 
(파주: 들녘, 2017), 82. 

20) 문만용, 같은 글, 82.
21) 원자력과는 1959년 1월 창설된 원자력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승, 앞의 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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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중 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 산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험연구를 수행하고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 일할 과학기술자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게 되었
다.22)

원자력연구소는 설립 초기부터 원자력 발전의 상업화보다는 원자력 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1958년 공포된 직제에 따르
면,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에 관한 제반 학술의 연구와 원자력 사업발전에 필요
한 실험연구 및 원자력 관계기관에 종사할 과학기술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23) 하지만 원자력연구소가 설립 초기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1961년 박정희(朴正熙, 1917-1979) 군사
정부가 성립되면서부터였다.24)

1961년 박정희 정부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하나는 응용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행정조직의 전
문성을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교체가 진
행되어 1961년 6월 원자력원장을 김양수(金良洙, 1896-1971)에서 해군 의무차감 
출신 오원선(吳元善, 1922-1978)으로, 원자력연구소장은 김동일(金東一, 1908-19
98)에서 정태하(鄭泰河)로 교체됐다. 오원선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해군본부 의무차감을 지냈던 인물이었다. 군사정부에서는 문교부 출신이었던 김
법린(金法麟, 1899-1964)과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김양수에 비해 오원선이 과학기
술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자력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군사정부
는 원자력연구소가 응용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군
사정부 시기 금속공학이나 전기공학 등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공학 분야 전공자
를 원자력연구소장으로 임명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25)

22) 원자력청, 원자력청 10년사 (서울: 원자력청, 1969), 59.
23) 같은 글, 59. 
24) 이승만이 하야하고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원자력연구소 내부인사가 교체되었다. 원

장은 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법린에서 민주국민당 소속 김양수로, 원자력 연구소
장도 '트리가 마크-2' 연구용 원자로 구매계약을 주도했던 박철재에서 김동일로 교체됐
다.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 연구원들은 김양수와 김동일의 등장을 반기지 않았는데, 
이들이 원자력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연구소를 잘 이끌어나가지 못한다는 이
유에서였다. “원자력원에도 내분”, 경향신문 (1960.07.24.), 3면; 김성준, “한국 원자력 
기술 체제 형성과 변화, 1953-1980”, 101-116.

25) 원자력연구소 3대 소장부터 6대 소장은 모두 공학 분야 전공자였다. 3대 소장이었던 
정태하는 미국 남가주대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4대 소장 최형섭은 미국 미네소타 대학 
금속공학 박사를 마치고 상공부 광무국장을 지내다 국산자동차 공장장으로 활동했다. 5
대 소장 조용달은 동경대에서 공학박사를 마치고 일본 동경대 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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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소는 이런 정부의 요구에 발맞춰 연구소 산하 연구실 수를 늘려 독
자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1961년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로부, 동위원소
연구부, 기초연구부의 3부 체제에서 물리학연구실, 화학연구실, 생물학연구실, 원
자로공학연구실, 전자공학연구실, 보건물리학연구실로 구성된 6실 체제로 재편되
어 응용연구 분야가 강조되었다. 이 체제는 1973년 원자력연구소가 한국원자력연
구소로 민영화될 때까지 지속됐다. 6실체제 개편 이후 각 연구실에서는 실용가능
성이 높은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61년부터 1969년까
지 연구실에서는 총 363개의 과제를 진행했고, 다른 기관의 연구보조 및 연구위
탁을 받은 사례도 9년 동안 195건에 달했다.26)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연구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연구용 원자
로 ‘트리가 마크-2(TRIGA Mark-Ⅱ)’의 도입이었다. 트리가 마크-2는 <평화를 위
한 원자력> 선언 이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연구용 원자로였다. 이승만 
정부는 1959년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 이하 GA)사와 약 33만 
달러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원자로를 들여왔다. 이는 연구용 원자로였기 때
문에 전력생산과 같은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했으며 교육훈련(Training)과 연구
(Research), 동위원소생산(Isotope production)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원자력연구소 엔지니어들은 트리가 마크-2를 통해 국내 연구역량을 높이기를 
기대했고, 이 원자로가 원전의 자력 설계로 나아갈 시작점이라고 생각했다. 1967
년부터 1970년까지 원자력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물리학자 이상수(李相洙, 1925-
2010)의 회고는 당시 과학기술자들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트리가 마크-2 도입 이후 이 원자로의 출력을 높이는 연구개발을 진행하자는 엔
지니어들의 의견과 출력이 높은 원자로를 새로 들여오자는 정부 관료의 견해가 
대립했다. 엔지니어들은 “우리의 힘으로 출력증강하는 경험을 얻는 것이 좋겠다”
고 판단했고, 이것이 “우리나라 원자력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힘이 될 것”이
라고 믿었다.27) 여기서 엔지니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1969년 연구개발을 통
해 트리가 마크-2의 출력을 약 2.5배 증가시킬 수 있었다. 당시 원자로 출력증강 

로 활동했다. 6대 소장은 최형섭이었다. 김성준, 같은 글, 113.
26) 1961년부터 1969년까지 여섯 개의 연구실에서 수행한 연구의 수는 다음과 같다. 물리

학연구실은 86건, 화학연구실은 67건, 생물학연구실은 35건, 보건물리학연구실은 52건, 
전자공학연구실은 49건, 원자로공학연구실은 74건의 연구개발을 수행했다. 원자력청, 앞
의 글, 195-214.

27) 박익수, “이상수와의 대담”, 한국원자력창업비사 (서울: 과학문화사, 1999), 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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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주도했던 연구원 이창건(李昌健, 1929-)은 최근의 한 인터뷰에서 이 경험
이 “원자력 국산화의 시초”가 됐다고 말했다.

처음에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했는데 (연구로) 출력이 좀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100kW를 250kW로 출력증강을 했어요. 외국서 [중성자 발생기기인] 중성자
원을 사 왔는데 그걸 자력으로 설계 제작해서 재생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두 개
가 아마 우리나라 원자력 국산화의 시초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28)

1960년대 중반 원자력원과 산하 원자력연구소가 연구용 원자로의 도입과 이를 
이용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었다면, 한국전력은 1968년부터 상업용 원전 건설사업
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61년 발족한 한국전력은 1950년대까지 운영되던 전력
회사인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국영기업이었다. 연구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던 원자력연구소와는 다
르게 한국전력은 설립 초부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29)

한국전력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집중했던 이유는 해방 직후부터 문제시됐던 
제한 송전 문제를 해결하고 1960년대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전력기반을 마련해
야 한다는 군사정부의 요구 때문이었다. 사실 해방 이전까지 전력공급은 조선 전
역에서 문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말까지 총독부와 
일본질소주식회사가 주도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립과 국가주도형 전력시스템의 
형성으로 가능한 일이었다.30) 이들은 수풍댐을 비롯한 대형 수력발전소를 북조선
에 건설하고, 평양에서 서울, 대전을 지나는 남북 종단 고압 송전망 전력체계를 
구축했다. 덕분에 이 시기 조선 전역은 풍부한 전기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방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자 미군정이 지배하던 남쪽 지역은 이북 지역
의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송전받아 사용해야만 했는데, 미군정과 북한 사이의 전
력요금 미납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31) 1948년 5
월 북한은 남한으로 보내는 전기를 차단했고, 그 결과 남한 지역은 전기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제한 송전을 시행했다.32)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한이 청평 수력발

28) [영상자료] 양훼영, “한국 원자력 자립의 선봉장... 이창건 원자력문화진흥원장”, YTN 
Science (2018.05.31.) 

29) 전력 3사 통합 문제는 다음의 글 참고. 오선실, “한국 현대 전력체계의 형성과 확산, 
1945-198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59-65.

30) 오선실,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전력시스템 전환: 기업용 대형 수력발전소의 등
장과 전력망 체계의 구축”, 한국과학사학회지 30:1 (2008), 1-40.

31) 오선실, “한국 현대 전력체계의 형성과 확산, 1945-1980”, 24-25.
32) 같은 글,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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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와 화천 수력발전소를 수복하면서 남쪽의 전기공급 상황이 이전보다는 나아
졌지만, 전후 복구에 집중하느라 제한 송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한국전력은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군사정부가 추구하는 압축적 경제
성장의 토대 또한 마련해야만 했다. 1961년 2월 군사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
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전력도 1961년 9월 제1차 전원개발계획을 발표했
다.33) 이 계획에서 한국전력은 미국, 일본 등 외국과의 차관협정을 통해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1966년까지 총 60만 7,400kW 전력설비를 갖추겠다고 발
표했다. 1차 전원개발계획 추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한국전력은 광주내연 
신설, 왕십리내연 증설, 부산화력 신설 등 여덟 개 발전소 사업을 시행하여 약 
34만 9,720kW 전원을 확보함으로써 1964년 4월 제한 송전의 해제를 발표할 수 
있었다. 송전체계를 제한 송전에서 무제한 송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34) 물
론 그렇다고 당시 전력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제한 송전의 
선언은 군사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가시적
으로 보여주는 지표였다. 이렇듯 한국전력은 정부의 요구에 맞춰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었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원전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의 일이었다. 그때까지 
한국전력은 국내 전력 시설 복구에 집중하느라 새로운 에너지 산업에 뛰어들 여
력이 없었던 데다가, 한국전력 관계자들은 국내 기술력으로는 원자력 발전의 개
발이 무리라고 판단했다.35) 그러나 한국전력은 1966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원
자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36) 1966년 10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존슨 대통령은 3억 달러 규모의 특별차관을 공여할 의지
를 보였는데, 그중 5천만 달러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배정됐다. 미국과의 
차관교섭 이후 한국전력은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

33) 오선실, “국가주도 전원개발계획의 출현-통합한전의 설립과 제1차 전원개발계획을 중
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5 (2018), 227-260.

34)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 40년사: 1975-2015 (김천: 한국전력기술, 201
5), 36-37.

35) 김성준, 앞의 글, 172.
36) 한국전력이 원자력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제2차 전원개발계획

이 시행되던 시기(1967-1971)와 겹친다. 하지만 2차 전원개발계획이 원자력발전을 중심
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2차 전원개발계획은 수력발전과 화력발전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1964년 한국전력이 제시한 제2차 전원개발계획 초안
에만 짧게 언급됐을 뿐이었다. 오선실,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개발 계획서: 제2차 전
원 개발 계획 수립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 40:3 (2018), 38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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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966년 12월 원자력과를 신설했다.37)

이후 한국전력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원전 사업은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1
호기 건설사업이었다. 1968년 이 사업의 실수요자가 한국전력으로 정해지기까지 
약 2년 동안 사업의 주도권을 두고 원자력청과 한국전력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 
이때 두 기관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자신이 주도해야 할 이유로 제시한 논거는 
서로 크게 달랐다. 먼저 원자력청은 이 사업을 “원자력산업 개척을 위한 온상”으
로 생각했다.38) 상업용 원자로를 도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입된 원전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기술진들이 원전을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청은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이 필수
적이며, 이를 위해 고리 1호기 건설을 주관할 기구를 과학기술처 산하에 설치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39) 반면, 한국전력은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들
면서, 발전용 원자로 건설의 경우 전력회사의 주도 아래 사업이 이뤄져야 짧은 
시간 안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40) 즉, 한국전력이 원전 
도입을 주도해야 하며, 원자력청은 원자력 관련 기술들을 일부 지원해주는 형태
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41) 한국전력이 보기에 고리 1호기 도입 사업은 수력 및 
화력 에너지처럼 “단순한 전력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일 뿐이지 원자력 연
구개발을 염두에 둔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이다.42)

원자력원과 한국전력 사이의 갈등은 1968년 4월에 열린 제3차 경제장관협의회
에서 한국전력이 실수요자로 채택되면서 일단락됐다.43) 이 협의회에서 한국전력, 
경제기획원, 원자력청이 사업을 담당하기로 결정됐고, 한국전력은 건설주체로서 

37) 김성준, 앞의 글, 172-180.
38) “아전인수에 부대끼는 ‘제3의 불’ 원자력발전소 관리권 시비”, 동아일보 (1968.02.0

6.), 7면. 
39) 같은 글.
40) 김성준, 앞의 글, 183.
41) “운영권 싸고 논란”, 매일경제 (1968.01.26.), 3면. 
42) “아전인수에 부대끼는 ‘제3의 불’ 원자력발전소 관리권 시비”, 동아일보 (1968.02.0

6.), 7면. 
43) 한국전력이 고리 1호기 사업의 주도권을 얻기까지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 먼저, 

원자력발전소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해외차관이 필수적이었는데, 한국전력이 보유한 수
력 및 화력발전소와 부동산을 차관 도입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전력은 송변전망과 각종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주도하
면 국내 전력사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당시 한국전력 사장이었던 
정래혁과 원자력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충훈 사이의 친분도 한국전력이 주도권
을 잡는 데 역할을 했다. 김성준, 앞의 글, 180-191; 이종훈, 살아있는 전력사 Ⅱ (서
울: 한국전력공사, 199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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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제기획원은 차관교섭 및 타당성 조
사 업무를, 원자력청은 원전 기술의 개발과 기술자 양성을 맡기로 했다.44)

고리 1호기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전력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어떤 원자
력발전소 노형을 들여올지 결정해야 했다. 한국전력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neral Electric Company, 이하 GE),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이하 WH),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ombustion Engineering, 이하 
CE), 영국의 원자력 수출공사(British Nuclear Export Executive, 이하 BNX)로
부터 원자로를 들여올 수 있었는데, 당시 BNX는 가스냉각로(Gas Cooled 
Reactor)를, GE와 WH는 가압경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 PWR)를, GE
는 가압비등수로(Boiling Water Reactor, BWR)를 생산하고 있었다.45) 한국전력
은 1968년 6월 네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각 원자로들의 성능을 검토했으며, 
1969년 1월 WH를 주계약자로 하여 가압경수로를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이듬해 
6월 한국전력과 WH는 발전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1971년 3월 고리 1호기 기
공식이 열렸고, 1978년 4월 발전소가 완공되어 상업운전을 개시했다.46)

고리 1호기 사업계약은 턴키(Turn-Key)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원자로 설계, 
자재구매, 시공 등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기술을 제공하는 주계약자(즉 WH)가 
책임지고 일괄발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국은 상업용 원자로를 가동해본 경험이 

44) 제3차 원자력발전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 (1) 건설주체로서의 사업계획 (2) 차관신청 및 획득 (3) 건설계획의 
집행 (4) 운전관리

경제기획원 (1) 전체조정 및 차관교섭 (2) 타당성조사(원자력청 및 한전협조)

원자력청
(1) 원자력발전기술개발 (2) 원자로 안전규제 법규제정 및 관리 (3) 
핵연료 및 폐기물취급에 관한 법규제정 및 관리 (4) 원자력발전관계 
기술자양성과 자격검정 (5) 원자력손해배상법규 제정 및 관리

[표 1] 고리 1호기 사업 역할분담. 원자력청, 원자력청 10년사 (서울: 원자력청, 1969), 45.
45) 가스냉각로는 천연우라늄을 원자로 원료로 사용하고 냉각재로 이산화탄소나 헬륨을 사

용하는 원자로이다. 1960년대 영국에서 개발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었지만, 현
재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냉각로는 영국에만 있다. 반면, 냉각재로 경수(H₂O)를 사용
하는 원자로는 경수로(Water Cooled Reactor)라고 부른다. 경수로는 가압경수로와 비
등수경수로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원자로 모두 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
만, 가압경수로는 터빈을 돌리기 위해 별도의 증기발생기에서 터빈용 증기를 생성해내
고, 비등수경수로는 터빈용 증기로 원자로 노심 내에서 생성된 증기를 사용한다. IAEA,
https://www.iaea.org/, 2020.12.04. 최종접속.

46) 염택수, “원자력기술의 자립: 고리원자력 1호기 준공”, 전기의 세계 46:7 (1997), 
36-39; 이종훈, 앞의 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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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고리 1호기 사업을 
진행했기에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다.47) 
한국은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1970년대부터 원전 도입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
했다. 

2.2. 1970년대 원전 건설계약 체결과 원전 국산화 사업의 시작
1970-80년대 국내 원전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상업용 원전을 지은 나라이다. 1978년 
고리 1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총 아홉 기의 상업용 원전이 지어졌다. 
원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1970년대부터 정부와 한국전력은 여러 에너지
원 중 원자력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이런 판단은 1971년 5월 
장기전원개발계획의 수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계획에는 1981년까지 총 세 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48)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는 고도의 기술력과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1977년
까지 준공된 원전이 하나도 없었고, 건설 중이었던 고리 1호기조차 턴키방식으로 
들여와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1970년대 내내 원전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국내 원전 도입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특징은 비슷한 시기에 중수로와 
경수로를 동시에 지었다는 사실이다. 원자로는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냉각재로 어
떤 매체를 사용하는지, 어떤 원료로 에너지를 만드는지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진
다. 원자로 유형으로는 중수로, 경수로, 비등경수로, 고온 가스냉각로 등이 있으
며 현재 한국은 중수로와 경수로를 보유하고 있다. 경수로형 원자로와 중수로형 
원자로는 핵연료 냉각 과정에서 어떤 냉각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두 
원자로 모두 우라늄 정광(精鑛, U₃O₈)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지만, 중수로는 
핵연료 냉각재로 중수(重水, D₂O)를 사용하고, 경수로의 경우는 경수(輕水, H₂O)
를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원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을 해외에서 수
입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원자로 유형을 하나로 통일해야 더 저렴하게 원전을 지
을 수 있다. 하지만 고리 1호기가 건설되고 난 뒤 바로 추진됐던 사업에는 경수

47) 염택수, 같은 글, 36-39.
48)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전력 20년사 상권 (서울: 한국전력주식회사, 1981),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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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 고리 2호기뿐 아니라 중수로인 월성 1호기 건설사업도 있었다. 
그렇다면 1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여덟 기의 원전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한국이 서로 다른 발전소 노형(爐型)을 들여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직면했던 국제적 상황과 정부가 명운
을 걸고 추진했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을 줄이
겠다고 발표했다.49) 제1차 석유파동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급
등했으며, 그 여파로 국내 에너지 공급량의 약 50%를 석유로 충당하던 한국의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50) 1972년 2월 석유파동이 일어나기 전 배럴당 2.5 달
러가 채 되지 않았던 원유가격은 1973년 11월에 11.65 달러로 약 네 배가량 증
가했다.51) 필요한 에너지를 제때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석유 에너지 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했다.52) 

한국에서 석유파동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1973년 초부터 박정
희 정부가 적극 추진한 중화학공업화 정책 때문이었다. 1973년 1월 12일 박정희
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중화학공업화 선언은 1980년대 초까지 100
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조선, 기계, 철강, 화학, 전자 등 단일품목 대비 수
출가액이 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53)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
는 중화학공업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장건설, 공업단지 조성, 인력양성 등  
중화학공업화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54) 이렇게 자본과 인력, 에너지
를 중화학공업 육성에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1973년 말 발생한 석유파동은 
상당한 위기였고,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었던 박정희 정부는 석
유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야 했다. 

49) 티모시 미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옮김, 탄소 민주주의 (서울: 생각비행, 2017), 
262. 

50) 산업부, “세계경제질서를 위협 석유파동 1주...제2라운드 전망 (중: 각국의 입장)”, 매
일경제 (1974.10.05.), 5면; “피부에 닿고야 느낀 「예상했던 의외」 석유비상 (2) 파동의 
배경과 국내의 여파”, 동아일보 (1973.11.27.), 3면. 

51) 윤용구, “종합에너지에 관한 연구방안”, 과학과 기술 7:3 (1974), 16-22.
52) 오선실, “한국 현대 전력체계의 형성과 확산, 1945-1980”, 187.
53) 한국보건개발연구원, 행정백서 (1974),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11M09890, 151-154.
54)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송성수의 책의 3장 1절 “중화학공업화의 전개”

를 참고. 송성수, 한국의 산업화와 기술발전 (파주: 들녘, 2021), 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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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여러 대체 에너지원 중 특히 원자력 에너지에 주목했다.55) 1974
년 상공부가 발표한 ‘장기에너지 종합대책’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대책은 전력
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1981년까지 총 네 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발맞춰 한국전력도 원자력 에너지가 석유자
원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했다. 태양열, 지열, 조력, 
합성 천연가스 등 신에너지라고 불리는 자원들은 아직 연구개발이 미흡하여 21세
기가 되어서야 실용화가 가능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의 경우 초기 건설비용은 비
싸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는 것이다.56)

한국전력이 가장 우선시한 과제는 필요한 곳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
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은 1973년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고리 2호기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고리 2호기는 고리 1호기와 같은 지역에 같은 노형으로 건
설되기로 계획됐다. 이는 발전소를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럴 경우 정지공사(整地工事)와 같은 기초작업을 생략할 수 있고, 
고리 1호기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설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57) 
1974년 11월까지 건설에 필요한 차관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미뤄졌던 고
리 2호기 사업은 1977년 3월이 되어서야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58)

비슷한 시기에 중수로형 원자로인 월성 1호기 건설사업도 경수로형 원자로인 
고리 2호기 건설사업과 함께 진행됐다. 과학기술처는 1973년 캐나다로부터 중수
로형 원자로를 도입하여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고리 1·2호
기와 같은 노형인 경수로형 원자로가 아닌 중수로형 원자로를 건설하려고 했을
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의 선언 이후 국제 상
황과 과기처·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도했던 핵 개발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1969년 7월 25일 미국 대통령 닉슨(Richard M. Nixon, 1913-1994)이 발표한 
닉슨독트린은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기 시작한 

55) 김태현, “에너지안보의 국제정치학”, 국제·지역연구 21:3 (2012), 27-62. 
56) “에너지종합책확정 81년까지 「원자력공사」 설립”, 매일경제 (1974.06.01.), 7면; 장준

봉, “「장기에너지종합대책」의 특징 ‘안정공급 체제로’”, 경향신문 (1974.06.03.), 2면.
57) 한국전력주식회사, 앞의 글, 317-326.
58)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자력발전백서 (과천: 산업통상자원부; 서울: 한국수력원자

력, 2016),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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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계기였다. 이는 이전까지 아시아 동맹국이 겪는 분쟁에 적극 개입해 오
던 미국이 이제는 군사적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선언으로, 핵 공격만큼 막대한 피
해를 가져오는 분쟁이 아니라면 아시아 국가들은 내란이나 분쟁을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59)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미 국방성은 군비삭감을 계획했는데, 이는 1972년 말부터 
주한미군도 감축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60) 당시 미군 두 사단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심각한 안보위기로 인식했다.61) 
박정희는 한국이 북한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미국의 도움 없이 국방을 자주하는 방법
을 찾기 시작했다.62)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사업의 하나로 중거리 미사일과 함께 핵무기 개발이 추진
됐다.63)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보이자 중수로형 원자로와 핵연료 재처

59) 닉슨 행정부는 1960년대 이후부터 약화된 미국의 지배권을 다시 공고히 하기 위한 수
단으로 평화적 외교정책을 추구했다. 이때부터 서유럽과 일본은 압도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반면, 미국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한 경기침체와 베트남 전쟁에서의 
군사적 실패로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닉슨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미소 양극 체제를 유지하기보다는 미국이 먼저 공산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여, 중국, 일본, 서유럽을 포함한 다극 체제로 국제 정세를 재편하는 것이 좋겠다
고 판단했다. 즉, 닉슨독트린은 베트남 전쟁 문제를 해결하고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닉슨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준갑, “닉슨 행정부의 아시
아 데탕트와 한미관계”, 역사와 경계 70 (2009), 195-220; 박인숙, “‘전환’과 ‘연속’: 
닉슨(Richard Nixon) 행정부 ‘데땅트’ 정책의 성격”, 미국학 논집 38:3 (2006), 
117-154. 

60) “내년 말부터 점진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계획 착수”, 경향신문 (1970.05.29.), 1면.
61) 닉슨 행정부는 1970년 7월에서야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7월 이전

부터 군사 안보와 관련한 박정희 정부의 위기감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관료
들은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중요하게 다뤄왔다. 예를 들어, 1970년 5월 말 여야 국회의
원들은 외무위원회를 열어 최규하 외무부장관과 정내혁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고 주한미
군감축설이 사실인지 물었다. 여기서 정내혁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답변은 없
었으며, 주한미군 철수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석률, “닉슨독트린과 박정희 
유신 체제”, 내일을 여는 역사 26 (2006), 71-82; 이형균, “국회외무·국방위 질의·답변
에서 본 주한미군 감축설의 향방”, 경향신문 (1970.06.01.), 3면; “미군감축은 안 될 
말 정국방외무위 답변”, 매일경제 (1970.06.02.), 1면; “미, 주한군감축 통고”, 조선일
보 (1970.07.08.), 1면; “미, 주한군감축 통고”, 동아일보 (1970.07.08.), 1면.

62) 심세현, “1970년대 자주국방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24:3 (2017), 
53-83; 이진희, “박대통령, ‘자주국방때까지 미 철군 불가’”, 동아일보 (1970.06.24.), 
1면; “미군감축 논의단계 아니다”, 조선일보 (1970.06.24.), 1면.

63) Seung-Young Kim, “Security, nationalism and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South Korean case, 1970-82,” Diplomacy and Statecraft 12:4 
(2001), 53-80; Jacques E.C. Hymans, 김승영, Henning Riecke, “핵무장을 강행할 것



- 20 -

리기술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기술들의 도입을 주도했던 기관은 과학기
술처와 원자력연구소였는데, 한국전력이 경수로 사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들
은 이 기술들을 통해 원자력 발전 부문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64) 

과기처가 경수로가 아닌 중수로와 재처리기술을 들여오려고 했던 이유는 이 기
술이 핵무기 개발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수로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
는 천연우라늄은 약 90% 이상이 우라늄-238(²³⁸U)로 구성된다. 이는 경수로의 에
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우라늄-235(²³⁵U)보다 핵분열 과정에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
는 플루토늄(²³⁹Pu)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만들어진 플루토늄은 
이후에 재처리 과정을 거친 뒤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는 에너지원으로 재사용되거
나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당시 대통령 제2경제수석이었던 오원철(吳
源哲, 1928-2019)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보고서 “원자력핵연료개발계획(1972)”에
는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한 플루토늄 폭탄과 핵융합 에너지
를 이용한 수소폭탄 중 “과대한 투자를 요하지 않고 약간의 기술도입과 국내 기
술개발로 생산이 가능한 플로토늄탄을 택함이 타당”하며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중수로형 원자로를 들여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65)

재처리기술도 핵무기 재료 확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우라늄 광석을 정
련하여 핵연료로 만들고, 이 핵연료를 사용한 뒤 재처리과정을 통해 핵연료로 재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걸러내는 일련의 과정을 핵연료 주기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라늄 광석이 원자력발전소에 장전되기까지의 과정을 선행 핵연료 주기(front 
end cycle)라고 부르며, 사용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을 후행 핵연료 주기
(back end cycle)라고 부른다. 이 중 후행 핵연료 주기에서 만들어지는 사용후핵
연료는 강한 방사능을 지니고 있고, 여기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인가 말 것인가: 비교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핵 무장결정”, 계간 사상 (2000), 
194-258.

64) 오선실, “한국 현대 전력체계의 형성과 확산, 1945-1980”, 189.
65) 오원철이 작성한 “원자핵연료개발계획(1972)”의 원본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이하에 

언급한 오동룡의 기사와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 출간한 공식 역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다. 오동룡, “1972년 오원철 경제수석이 작성, 보고한 핵무기 개발의 마스터 
플랜: 1980년대 초 고순도 플루토늄탄을 완성한다”, 월간조선 (2003.08), 190-199; 
오동룡, “박정희 대통령, ‘일본식으로 원자력산업 발전시켜라’”, 월간조선 (2016.05), 
454-463;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5), 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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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후행 핵연료 주기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와 규제가 선행 
핵연료 주기 기술보다 엄격하다.66) 이로 보건대 중수로와 재처리기술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닉슨독트린과 주한
미군 감축이라는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었다고 보
는 것이 적절하다.

과기처는 캐나다로부터 중수로형 원자로를, 프랑스로부터 핵연료 재처리기술을 
들여오고자 계획했다. 그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재처리기술 연구시설 및 연구용 
원자로 도입을 주도했다. 소장 윤용구(尹容九)는 1972년부터 재처리기술을 보유
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을 방문하여 기술협력교섭을 시도했다. 그 성과로 1972
년 5월 과기처는 프랑스, 영국과 공식적인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을 협의하면서 
재처리 연구시설 도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67) 연구소는 1973년 4월 
프랑스 핵연료 가공업체인 CERCA사, 프랑스 국영원자력기업인 SGN사와 접촉하
여, 그 해 10월 한불 원자력기술협력협정을 공식 체결했다.68) 

중수로형 원자로인 월성 1호기 건설사업은 1973년 4월 캐나다원자력공사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이하 AECL) 총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는 캐나다에서 개발한 중수로(Canada Deuterium Uranium, 이
하 CANDU)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하면 연구용 중수로형 원자로(NRX)를 무상으
로 주겠다고 약속했다.69) 1973년 5월 CANDU형 원자로 타당성 조사를 위해 과
학기술처 현경호(玄京鎬) 단장과 원자력연구소 주재양(朱載陽), 차종희(車宗熙, 
1929-2012), 한국전력의 문희성(文熙晟), 노윤래(盧潤來) 등이 캐나다를 방문했
다. 한국정부는 그해 11월 캐나다에 CANDU형 발전설비 구매의향서를 발송하는 
등, 중수로형 원자로 도입 및 연구용 원자로 도입계약도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었
다.70) 고리 1·2호기 준공을 주도했던 한국전력은 월성 1호기라는 이름이 붙을 중

66) 이익환, 원자력을 말하다 (서울: 대영문화사, 2012), 91-93.
67) 1972년 이전에도 재처리기술 도입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사업 추진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1971년 원자력연구소는 미국 핵연료주식회사(Nuclear 
Fuel Services inc., 이하 NFS)와 합작하여 재처리 연구시설을 도입하려 했지만, NFS
사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한국기술경영연구원, 
“70~90년대 주요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성과조사 분석” 
(과학기술부, 2007), 5;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서울: 한국원자
력연구소, 1990), 171.

68) 한국원자력연구소, 같은 글, 172.
69)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50년의 전개과정 고찰 (과천: 과학기술부, 2007), 64; 오선

실, “한국 현대 전력체계의 형성과 확산, 1945-1980”,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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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형 상업용 원자로 건설에서도 실수요자의 역할을 맡았으며, 한국원자력연구
소는 월성 1호기와는 별개로 캐나다로부터 도입되는 중수로용 연구용 원자로 도
입 협상을 주관했다.71)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술도입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1974년 
인도가 지하핵실험을 강행하면서부터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1974년 캐
나다로부터 받은 중수로형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해 얻은 플루토늄으로 폭탄을 제
조하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인도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핵보유국이 되었다. 인
도가 연구용 원자로만으로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다른 국가들도 일정 수준
의 핵기술을 보유한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했다.72) 인도의 핵실험 이
후 기존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핵기술을 다른 국가로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이 거세졌고, 그 결과 캐나다 AECL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체결한 NRX 도입 협
상도 결렬됐다.73)

이때부터 재처리기술을 도입하려는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당시 미국 국무장
관이었던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1923-)는 핵무기 관련 기술을 도입
하려는 한국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압박을 가했다. 그는 1975년 “핵무기 
능력을 확보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막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
는 어떠한 기술도 한국이 습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74) 키신저는 한국의 지
정학적 특수성을 근거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이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 소련, 중공 등 인근 지역과의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또한 정당화해준다는 이유였다.75) 미국 정부는 한
국이 프랑스와 재처리기술 계약을 체결한다면 고리 2호기 건설을 위한 약 1억 3
천 2백만 달러의 수출입은행 차관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76) 미국의 압박
으로 1976년 1월, 프랑스와 진행 중이던 재처리공장 건설계획은 완전히 무산됐

70)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 20년사 (서울: 한국원자력연구소, 1979), 153.
71)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158.
72) “인도의 지하 핵실험”, 동아일보 (1974.05.21.), 3면.
73) “인, 지하핵실험 성공”, 동아일보 (1974.05.20.), 1면; “인, 곧 2차 핵실험”, 동아일

보 (1974.05.21.), 1면;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158.
74) Henry Kissinger, “한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 (1975.03.04.), 국가기록원 편, 

해외수집기록물 번역집 Ⅱ: 미국 포드 대통령 도서관 소장 기록물, 1970년대 한미관계
(하) (대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06), 66.

75) 국무부, “한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계획” (1975.03. 추정), 같은 글, 38.
76)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한국의 재처리에 대한 접근” (1975.02), 같은 글, 

103-105.



- 23 -

고, 캐나다와 진행 중이던 상업용 원자로 기술이전은 계획보다 8개월이나 늦은 
1975년 1월이 되어서야 계약을 할 수 있었다.77) 결국, 1975년 4월 23일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을 비준하면서 핵무기 관련 기술의 도입이나 자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78) 연구용 원자로 개발과 재처리기술 도입이 불가능
해지면서 이 사업들을 통해 국내 원전산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원자력연구
소의 계획도 난관에 봉착했다. 이제 연구소는 원자력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야 했
고, 그 대안으로 논의됐던 사업 중 하나가 원전 국산화 사업이었다.

1976년부터 정부보고서나 신문기사에서 ‘원전 국산화’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등
장하는 등,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원전 국산화 사업 시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1976년 9월에 발간한 “원자력위원회보고
(안)”은 원자력 국산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1976년 
신문기사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이때부터 ‘국산화’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
면서 원자력 산업 국산화를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79) 이전에도 원자력 기
술자립 혹은 원자력 국산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긴 했지만, ‘국산화’라고 공식적
으로 명명된 사업이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1976년 이전 원전 국산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조만간 기술자립을 이룩하겠다는 원전 행위자들의 의지표현에 불과했다
면, 1976년부터는 원전 국산화 사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누가 이 사업을 담
당할 것인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1976년 원자력발전소 국산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전
력은 서로 다른 목적 아래 원전 국산화 사업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원전 국산화 사업은 설계·엔지니어링 국산화, 기자재 국산화, 핵
연료 국산화 사업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여기서 한국전력은 설계·엔지니어링 국산
화 사업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주도하고자 했다.

두 기관의 관심 사업 부문이 달랐던 이유는 당시 두 기관이 직면했던 문제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한국전력은 발전소 건설단가를 줄이고 당시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던 제한송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기술 국산화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77) “핵시설도입 위한 대불협상 포기”, 동아일보 (1976.01.31.), 1면; “핵원자로 판매계
약”, 매일경제 (1975.01.31.), 1면.

78) “핵확산금지조약”, 경향신문 (1975.06.14.), 3면.
79) 이성호, “제자리 찾는 기계 국산화 체제 정비-본격 지원-자립화 3측면을 보면”, 경향

신문 (1976.06.08.), 3면; “핵발전소 설계-건설 80년대까지 국산화”, 조선일보 
(1973.02.27.), 3면; “「원자력산업」 국산화”, 조선일보 (1976.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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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가 석유파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
에 1977년까지도 계속된 불안정한 전력공급은 한국전력이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
였다.80) 이를 위해 한국전력은 1977년부터 추진될 제4차 전원개발계획을 통해 탈
석유 및 에너지 다원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81) 국제정세에 따라 급격
하게 변동하는 석유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대신 원자력, 화력을 비롯한 국내 에
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82) 한국전력은 이때부터 국내 에너
지 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원전 국산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때 한국전력이 생각했던 국산화란 한국전력과 국내 건설업체의 주도하에 진
행되는 발전소 건설을 의미했다.83) 즉,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입한 기술이라도 국내
기업과 한국전력이 시공을 주도했다면 기술을 국산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
이다. 이를 넌턴키(Non-Turn Key) 방식이라고도 불렀는데, 국내업체가 외국기업
으로부터 설계기술을 구매한 뒤 한국전력이 그 업체와 일괄계약을 맺는 방식을 
의미했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기업은 설계기술을 판매하는 역할만 할 뿐, 원자력
발전소를 실제로 짓고 관리하는 일은 모두 한국전력의 책임으로 이뤄지게 된
다.84) 책임부담이 있었음에도 한국전력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설계기술을 확보하고
자 한 이유는, 턴키 방식이 아닌 넌턴키 방식을 선택할 경우 원전 건설비를 약 
3,800만 달러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85)

한국전력은 1976년 상공부가 발표한 “도입기계시설의 국산화비율과 추진절차”
공고에 명시된 국산화율 평가 기준을 근거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넌턴키 
방식의 적용 정도를 평가했다.86) 이 공고에는 100만 불 이상의 단위 기계 시설 
혹은 플랜트를 들여올 때 적용되는 국산화율 평가 기준이 나와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80) 오선실, “한국 현대 전력체계의 형성과 확산, 1945-1980”, 203-213.
81)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전력 20년사 상권, 247-249.
82) 최규섭, “저력 30년 (3) 에너지사의 증인 이종석씨”, 경향신문 (1975.01.06.), 7면.
83) “발전소 건설 국내업체 활용”, 조선일보 (1976.03.12.), 3면; “한전 발전소건설 우리

기술로”, 경향신문 (1976.06.07.), 3면; “발전소 설계·시공 용역·기자재 국내서 조달 한
전경영 개선위해”, 매일경제 (1976.03.12.), 7면.

84) “발전소 설계·시공 용역·기자재 국내서 조달 한전경영 개선위해”, 매일경제 
(1976.03.12.), 7면.

85) 600MW 가압경수로를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됐던 금액이다. 홍덕화, “발전국가
와 원전산업의 형성: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원전 산업구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공간
과 사회 26:1 (2016), 273-308.

86) 총무처 법무담당관, “도입기계시설의 국산화비율과 추진절차(상공부공고 제76-26호)” 
(1976),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93257,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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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1. 내국인 제작자가 자체개발 제작하는 경우 국산으로 판단한다.
2. 내국인이 도면 또는 부품(수입부품의 50% 미만)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는 국산으로 판단한다.

장치류

1. 제작위주의 장치(예: 보일러, 열교환기)는 내국인이 도면, 부품(수
입부품의 50% 미만)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는 
국산으로 판단한다.

2. 소재위주의 장치(예: 철구조물, 굴뚝)는 소재의 국산화율에 의거
하여 판단한다.

국산화율 
판단기준 예외

1. 외국건설공급계약자의 자금과 책임하에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
에는 국산으로 본다.

[표 2] 국산화율 판단기준. 총무처 법무담당관, “도입기계시설의 국산화비율과 추진절차
(상공부공고 제76-26호)” (1976),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93257, 26.

상공부는 한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국산 여부를 판단하여 이 기계의 국산화
율을 평가했는데, 한국전력은 국산화율을 강조하는 상공부의 요구사항에 맞춰 제
조공정과 같은 소프트웨어보다는 기계장치와 같은 하드웨어의 국산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넌턴키 방식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
면, 원자력 설계·엔지니어링에 필요한 기계부품들이 국산화되어 원자력발전소의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87) 당시 한국전력 사장이었던 성낙정(成樂
正, 1927-2013)은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들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이 국산화를 하”여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국산화율을 점차 높여나가는 것이 
국산화 사업에서 한국전력이 맡은 임무라고 언급했다.88)

그에 비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핵무기 기술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핵연
료 국산화 사업을 주도하기를 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핵연료 국산화란 우라늄 광
석을 핵연료로 만드는 과정, 즉 선행 핵연료 주기 기술의 국산화를 의미했다. 핵
무기 개발과 직접 관련된 후행 핵연료 주기 기술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므
로 핵무기 기술과 간접적으로나마 관련된 선행 핵연료 주기 기술을 연구·개발함
으로써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였다.89)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핵연료 주기 

87) 성낙정,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과 현황”, 원자력산업 7 (1982), 4-7.
88) 같은 글, 6.
89) 이런 연구소의 의지는 박정희의 이해와도 부합했다. 당시 박정희는 핵무기 개발의 가

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는데, 1975년 4월 핵확산금지조약 비준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이 한국에 충분한 방위전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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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일부인 원전 계통기술개발사업과 우라늄 정련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했
다.90) 구체적으로 연구소는 1979년까지 우라늄연료가공 시험시설을 건설하고, 
1982년까지 상용공장을 건설하여 “우라늄 핵연료의 자급자족”을 수행하겠다고 밝
혔으며, 이를 위해 CERCA사로부터 재처리기술은 아니더라도 우라늄 가공과 관련
된 기술을 들여오겠다고 선언했다.91) 1974년 원자력연구소 로(爐)물리연구실장 
및 신형원자로연구실장을 지냈고, 1980년 원자력연구소 부소장을 맡았던 김동훈
(金東勳)은 연구소가 추진하던 핵연료주기기술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도입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1976년부터 이 사업을 핵연료 국산화 계획으로 바꾸어 추진했다
고 회고했다.92) 핵무기 개발이 공개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소는 
핵무기 개발 의지를 원전 국산화 사업을 통해 드러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77년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하 핵공단)의 등장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는 결국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했다. 핵공단은 핵연료 기술
개발만을 다루는 전문연구기관으로 1976년 박정희의 독립 출자로 만들어진 기관
이었다.93) 한국원자력연구소 입장에서 핵공단의 등장은 그리 반갑지 않았다. 핵공
단이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국산화 사업을 위한 자본과 인
력이 핵공단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94)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진행된 프랑

공하지 않을 시,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즉, 박정희는 핵
개발 프로그램 좌절 이후에도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민병원, “1970년대 
후반 한국의 안보위기와 핵개발: 이중적 핵정책에 관한 반(反)사실적 분석”, 한국정치
외교사학회 26:1 (2004), 127-166; “박대통령미지회견 미국이 핵우산 걷는다면 한국 
핵무기개발”, 매일경제 (1975.06.13.), 1면; 김기주, “한국, 독자적핵능력개발”, 경향
신문 (1975.06.13.), 1면. 

90)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주요사업계획(제4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원자
력 산업의 국산화)” (197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42853, 179-231.

91) 선행 핵연료 주기에 해당하는 우라늄 가공기술 중 농축우라늄과 관련된 기술은 이를 
이용해 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같은 글, 210-214; 이익환, 원자력을 말하다, 
91-93.

92)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식 편찬한 역사에서도 재처리연구시설 도입사업의 대체사업으로 
핵연료 기술개발 시설도입이 추진됐다고 밝히고 있다. 박익수, “나의 원자력회고(김동
훈)”, 한국원자력창업비사, 283;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173.

93)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뉜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대덕분소인 대덕공학센터가 1976년 12월 한국핵연료개발공단으로 발전했다는 의견과, 
대덕분소와는 관련 없는 독립기관으로 설립됐다는 의견이 있다. 두 기관 모두 대전에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대덕분소에서 일하던 엔지니어가 핵공단으로 가면서 이런 혼선
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했던 한필순의 
회고를 참고하면 독립기관으로 설립됐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 다만, 여기서는 원
자력연구소 측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핵공단의 설립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익수, “한필순과의 대담”, 한국원자력창업비사,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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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SGN사와의 기술용역계약체결, CERCA사와의 10 톤 규모의 핵연료 성형가공
시험시설 도입계약, 핵연료 가공기기 구매계약 등 연구소가 추진하려고 했던 핵
연료 국산화 사업은 핵공단의 주도 아래에서 진행됐다.95)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핵
연료 국산화 사업의 일부분인 원전 계통기술 연구분야만을 담당하게 됐다.

핵공단이 장기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중수로 및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이
었다. 핵공단이 1979년 9월 제26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발표한 핵연료 국산화 
사업 기본구상안에는 중수로 및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하고 한국전력이 이 사업에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핵공단
의 제안을 들은 한국전력은 자신들이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국산
화 사업의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국기업과 합작회사를 만들 것을 제안했
다.96) 이 제안대로 사업이 이뤄진다면,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의 주도로 이뤄지는 업무가 없었기에 연구소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되는 것이었
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원자력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했던 한국원자
력연구소는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
서 1979년 10월 박정희의 사망과 1980년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 사건은 한국원
자력연구소가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94) 김동훈의 회고에 따르면, 화학공학 혹은 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핵공단으로 발령
받았고, 기계공학, 전자공학, 핵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발령받았다. 
그는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주도하는 인력이 분산되어 “두 기관을 합해야 원자력 발전
기술을 제대로 커버할 수 있을까말까하는 정도”라고 비판했다. 박익수, “나의 원자력회
고(김동훈)”, 한국원자력창업비사, 289.

95) 한국기술경영연구원, 앞의 글, 6.
96)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통사 (대전: 한전원자력연료, 2012),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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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전개 

1984년 9월, 한국에너지연구소(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주도로 만들어진 스물네 
다발의 ‘국산’ 중수로 핵연료가 월성 1호기에 장전됐다. 한국에너지연구소 연구진
들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 제2차 석유파동, 정출연 통폐합 등 여러 
국내·외적 “위기”를 겪으면서도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고 자찬했다. 연구소의 존폐위기가 달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국 업체의 도
움 없이 연구소가 원하는 국산 핵연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어떤 배경 아래에서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추진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국산’ 핵연료의 설계는 
어떠했을까? 이 절에서는 1980년대 들어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주도로 진행된 중
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여
러 국내·외적인 정세변동을 겪으면서 이 사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그 결과,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의도대로 채워졌으며, 이렇게 만
들어진 중수로용 핵연료는 연구소가 생각하던 ‘국산화’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
었다.

3.1. 국내·외 정세변화와 한국에너지연구소의 부상
1979년 핵공단의 발표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 계획이 구체화됐지만 미국 스리마일 
섬(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 제2차 석유파동, 박정희의 사망으로 인한 정권
교체 등 혼란스러웠던 국내·외적 상황으로 1981년이 되어서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지연시켰던 사건 중 하나는 1979년 3월 28일 미국에서 
발생한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였다. 이 사고로 인해 국내 원자력 관계자들은 국산
화 사업보다 원자력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최우선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 사고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연료봉의 노심에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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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해되면서 발생했다.97) 치명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스리마일 섬 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가동한 지 네 달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98) 특히 한국은 이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당시 막 
상업운전을 가동하던 고리 1호기가 스리마일 섬 발전소와 같은 가압경수로형이었
고, 운전 중에 사소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99) 이에 과학기술처
는 1979년 4월 고리 1호기 종합점검반을 조직하여 발전소 현장 관리를 지시하고, 
원전 안전성을 평가하는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원자력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
치를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100)

1979년 국내상황도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추진할 만큼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
었다. 1978년 12월부터 2차 오일쇼크로 인해 석유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했으며 
그 여파로 국민총생산량 증가도 1978년 11.6%에서 1979년 6.4%로 둔화되었
다.101)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정부출연연구소에 투자를 꺼리면서 여러 정부출연연
구소들은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자금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재정난 해결을 위해
서는 성격이 비슷한 연구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102)

97) 핵연료봉 노심은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이다. 노심에서 핵분열
이 일어난 뒤에는 노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각수를 공급해야 하는데, 당시 냉각수
를 내보내는 자동밸브에 이상이 생기면서 물이 노심으로 이동하지 못했다.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설치된 보조급수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노심의 온도를 낮추지 못해 
핵연료봉이 녹아내린 것이다. Bonnie A. Osif, Antohny J. Baratta, Thmoas W. 
Conkling, TMI 25 Years Later: The Three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Its Impact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4), 21-32.

98) 실제로 이 사고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원전 안전 규제를 위한 기관을 만
들었다. 미국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 연구소(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를 신설해 안전 관리 자체 규정을 만들었다. Ibid., 76-90.

99) 이대희, “드리마일아일랜드 핵전사고와 우리의 자세”, 원자력산업 13:4 (1979); 백선
기, “2차 사고를 계기로 본 안전실태 「고리 1호기」 어디문제인가”, 경향신문 
(1979.05.03.), 3면; “고리원전 또사고”, 경향신문 (1979.05.03.), 1면; “고리 「원전」 1
호기 보수위해 가동중지”, 매일경제 (1979.05.18.), 7면.

100) 한국원자력기술협회, “KINS 20년사 발간을 위한 초창기 원자력 안전역사 발굴”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2010), 17-18.

101) 1978년 말 일어난 이란혁명을 2차 석유파동의 원인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로 인해 국내 원유가격은 1978년 12.7 달러에서 1981년 34 달러로 약 168%가 올랐다. 
송상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정책이 제2차 석유파동에 미친 영향”, 한국이슬람학회논
총 25:2 (2015), 21-51; 여영섭, “우리나라 석유관련 법령 변천사 Ⅳ”, 석유협회보 
290 (2013), 76-90.

102) 이재희, “1970년대 후반기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중화학공업화를 중심으로”,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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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통폐합은 1979년 박정희의 사망과 1980년 전두환(全斗煥, 1931-) 정
부의 출범으로 본격화됐다. 전두환 정부 출범 이후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체제가 재편되면서 과학기술계 주요인사들도 새롭게 임명되었다.103) 대
표적으로 1980년 9월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이정오(李正五, 1932-2007)가 임명됐
다. 이정오를 비롯한 신군부 과학 관료들은 “구시대의 청산”을 목표로 정부출연
연구소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104) 당시 정부출연연구소가 무분별하게 설립

103) 유상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군사적 기원”, 한국과학사학회지 42:1 (2020), 
163-185.

104) 문만용, “1980년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편성: KIST의 KAIST로의 통합을 중심으

통폐합 이전 통폐합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주무부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 주무부처

KIST

과학기술처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해양연구소

종합연구

과학기술처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한국과학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과학기술처 한국에너지연구소

국책연구

한국핵연료개발공단
자원개발연구소

동력자원부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 공업진흥청 한국표준연구소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 상공부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공업기술지원센터

산업기술
연구

한국선박연구소 상공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상공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 동력자원부
한국전기통신연구소

한국통신기술연구소 체신부
한국화학연구소 상공부 한국화학연구소
고려인삼연구소

전매청 한국인삼연초연구소
한국연초연구소

[표 3]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 이전과 이후. 문만용, “1980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편성: 
KIST의 KAIST로의 통합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1:2 (2009),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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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기관들의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자원
도 분산된다는 이유에서였다.105) 그 결과 이정오는 열여섯 개의 정부출연연구소
를 아홉 개로 통합하고 정부출연연구소 주무부처를 과학기술처로 일원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표 3] 참조).106)

이 정책으로 핵공단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합쳐지면서 기관의 이름도 한국에너
지연구소로 바뀌었다.107) 통폐합 과정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로 이름이 바뀌기까
지는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원자력연구소 폐쇄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 극동군 핵사령부 임원을 한국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이정오
와 강박광(姜博光, 1941-2014) 과기처 원자력개발국장을 만나 만약 연구소를 폐
쇄하지 않으면 한국이 원자력 기술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
이라고 협박했다.108)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연구소 측 관료들의 반발이 상당했
고, 당시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고려하면 연구소의 폐쇄는 성급하다는 의견이 주
를 이뤘다. 결국 이정오는 “형식상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폐쇄된 것으로 보
이는 전략”을 선택했다.109) 서울에 있던 연구소를 대덕으로 이전하고 이를 핵공
단과 통합하여 한국에너지연구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 관계자들은 정출연 통폐합을 원자력연구소가 폐쇄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받아들였다.110) 핵공단과 연구소의 통합으로 연구소 예산
이 대폭 삭감되어 신규사업을 진행할 여유가 없었고, 통폐합 과정에서 연구소를 
이끌었던 핵심인력이 연구소를 떠나면서 연구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것이
다.111) 몇몇 관계자들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출연 통폐합 사건을 회고했
는데, 1979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었던 장인순(張仁順, 1940-)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로 개편되는 사건을 “‘창씨개명’을 당하는 
수모”와도 같았다고 표현했다.112) 

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1:2 (2009), 505-543.
105) 같은 글.
106) 문만용, “한국 과학기술 연구 체제의 형성과 발전”, 한국과학사학회지 38:3 (2016), 

453-483.
107) 한국기술경영연구원, 앞의 글, 12-32.
108) 같은 글, 15-17.
109) 한필순, 맨손의 과학자 한필순 (경기: 비따북스, 2016), 114; 차종희, 영광과 탁마

의 세월 (신우사, 1994), 216-217.
110) 한국기술경영연구원, 앞의 글, 12.
111) 한필순, 앞의 글, 116.
112) 장인순, “[핵연료 물질 UO₂ 분말제조] Beaker에서 상용까지”, Economytalk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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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원전 사업에서 다시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게 된 분기점이었다. 핵공단 인력이 연구소로 통합되고, 핵공단이 추진
하던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한국원자력연구소 인력들이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입장에서는 약 54억 원의 핵공단 출연예산도 연구소 쪽으로 가
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하여 1979년 경제장관협의회에서 핵공단이 주
도하는 것으로 논의됐던 핵연료 국산화 사업은 1980년부터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주도하에 이뤄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가 새롭게 내세운 정책 기조인 기술드라이브
정책은 한국에너지연구소가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시행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
했다. 기술드라이브 정책이란 기술혁신을 통해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기조로 전두환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모
티브 삼아 변형시켜 만든 과학기술정책 기조이다.113) 수출드라이브 정책 아래에
서 과학기술은 수출입국을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생각됐다면, 전두환 정부의 
기술드라이브 기조에서 과학기술은 경제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여겨졌다.114) 기술드라이브란 용어는 1982년 과학기술처가 주관하는 <제1회 기술
진흥확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115) 과학기술처는 
이 회의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은 “70년대 모방과 조립에서 80년대 창의와 혁신의 
단계로 도약”할 것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핵
심전략기술의 토착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116)

전두환 정부가 추진한 기술드라이브 정책은 두 가지 목적에서 제기되었다. 하
나는 전두환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
적으로 확산된 기술보호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
환 정부는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117) 이를 위해 전두환 

(2015.07.10.).
113)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40년사 (과천: 과학기술부, 2008), 92.
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50년사: 1편 과학기술의 시대별 전개 (과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35.
115) 기술드라이브란 표현은 1981년 말 언론에서 먼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두

환 정부가 1982년 <제1회 기술진흥확대회의>에서 이 표현을 공식적인 과학기술정책 기
조로 선포했다. “「안정 복지」의 기대 5년: 5차 경제 계획 부문별 점검 <6> 과학·기술”, 
동아일보 (1981.09.02.), 5면; “80년대 활로 「기술드라이브」로”, 경향신문 
(1981.10.29.), 3면.

116) 과학기술처, “기술주도의 새 시대 전개: 80년대 기술혁신의 과제와 대책”, 과학과 기
술 15:1 (1982),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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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택한 전략 중 하나가 과학기술발전을 정부 정책의 핵심 기조로 설정하
는 것이었다. 전 정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했듯이 자신
들도 과학기술을 통한 고도의 경제사회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118) 이를 위
해 전두환은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연구소를 순시하는 등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
조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다. 이런 전두환 정부의 기조를 잘 보여주는 정책이 
기술드라이브였다.

전두환 정부가 기술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좀 더 실질적인 이유
는 이때부터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강화된 기술보호주의 정책 때문이었
다. 1970년대 중반 미국과 일본, 유럽공동체 등 고도의 기술력을 지닌 나라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반도체·컴퓨터 기술, 신소재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소위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119) 동시에 이들은 자신들이 보
유한 기술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와 같은 여러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시작
했다.120) 이런 기술보호주의는 1980년대 일본, 독일 등 신흥산업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화됐다.121) 기술보호주의의 확
산으로 한국 기업들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첨단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는 이전보다 훨씬 비싼 기술료를 제공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비싼 
돈을 들여 외국기술을 그대로 들여오기보다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혁신
을 이루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122) 이제는 “돈만 주면 기술
을 사 올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과감히 세계 기술시장에 뛰어”들어
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123) 이런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등장

117) 신향숙, “제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과 박정희 시대 유산의 변용: 기술 드라이브 정
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7:3 (2015), 519-533. 

118) 과학기술부, 앞의 글, 88-92.
119) 1970년대부터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 사이에서의 기술경쟁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때부터 각 나라들은 연구조합을 결성하거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첨단기술개
발을 위한 노력에 열을 쏟았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1970년대 말 고집적반도체 개발
을 위한 지원을 일본통산성이 맡았다. 유럽공동체는 기술개발을 위해 회원국들 사이의 
공동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과학기술부, 앞의 글, 91; 과학기술부, 특정연구
개발사업 20년사 (과천: 과학기술부, 2003), 5.

120) 이원희, “기술보호주의의 부상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172 (2007), 1-24.
121)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20년사, 5.
122) 이원기, 김봉기,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과학기술정책 146 

(2004), 68-82.
123) 과학기술처,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 5년” (과학기술처, 1987), 3; 이용수, “국제 기술

경쟁 시도”, 동아일보 (1981.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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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정책이 기술드라이브 정책이었다.
기술드라이브 정책 기조 아래에서 과학기술처는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중수로 핵

연료 국산화 사업에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과학기술처는 한국에너지연구소
를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원자력 사업의 
중심기관”으로 인식했고, 원자력안전성확보와 핵연료기술개발연구사업을 연구소의 
핵심사업으로 지정했다.124) 덧붙여 1982년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이 정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연사) 지원대상으로 지정되면서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사
업을 위한 자금도 확보할 수 있었다.

3.2.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전개
한국에너지연구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 중 중수로 핵연료 국산
화 사업을 연구소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한국에너지연구소는 핵공단의 업적
을 고려했을 때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당시 
핵공단이 진행하던 중수로 핵연료 연구를 그대로 받아서 진행하면 비교적 힘을 
들이지 않고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핵공단은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위한 일련의 기초작업을 해놓은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1977년 핵공단은 충북 괴산에 위치한 우라늄 원광의 특성을 파악하는 실험
을 통해 중수로의 원료인 천연우라늄을 국내에서 자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1979년 프랑스의 프라마톰(Framatome), 독일의 지멘스-카베우(Simens-KWU), 
캐나다의 AECL 등 핵연료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과 접촉하며 핵연료와 관련된 정
보를 얻는 등의 일을 수행했다.125) 여기에 마침 핵공단이 1978년 프랑스 차관을 
받아 지은 핵연료성형가공시험시설이 완공되면서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도 갖춰졌으며, 정출연 통폐합이 있기 두 달 전에는 “중수로핵연료기
술개발의 국산화 5개년계획(안)”을 과학기술처에 공식 제출하여 이 사업을 공식적
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126)

하지만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1982년까지 중수로 핵연료 국
산화 사업에 대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연구소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연구팀을 만들고 핵연료 기술자료를 분류하는 일 정도였다. 

124) 과학기술처, “기술주도의 새 시대 전개: 80년대 기술혁신의 과제와 대책”, 8-28.
125)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198-210.
126) 같은 글, 175,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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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연구소 분소장이었던 이한주는 1981년 2월 핵연료봉 설계 및 열수력
해석분과, 노심관리 및 안전성분과, 핵연료가공기술개발분과, 핵연료 품질보증 및 
검사기술개발분과, 핵연료 노외실증시험분과로 구성된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태
스크포스팀을 구성했지만, 이 연구팀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지는 못했
다.127) 이들은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핵연료 모방 및 시제, 실용화 및 개량, 양산
이라는 세 단계로 구체화한 뒤, 중수로 핵연료 시제품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핵연료 기술과 관련된 자료와 보고서에 코드와 일련번호를 붙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했다([그림 1] 참조).128)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시작한 시점은 이 사업이 
특연사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서부터였다. 특연사란 전두환 정부가 추진한 기
술드라이브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핵심산업 및 공공복지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
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129) 과학기술처는 1982년
부터 “주요 제품·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수입대체”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
속했으며, 이를 위해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정보산업기술, 재료관련기술, 에너
지·자원 기술 등 핵심 기술이라 불리는 분야에 약 1,390억 원을 투자했다.130) 이 
중 약 100억 7천 7백만 원 가량이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로 들어갔고, 

127) 각 분과에서 수행한 일들은 다음과 같다. 
분과 업무

핵연료봉 설계 및 열수력해석분과
핵연료봉의 기계적 설계, 핵연료봉의 양립성 입증해석 및 열
수력해석, 계산코드 및 계산결과에 대한 신뢰성 검증

노심관리 및 안전성 분과

연소도 해석 및 노심 관리에 대한 코드 수집정비, 핵연료 상
수계산 및 핵자료 생산, 노심 관리해석, 과도 상태의 핵연료
봉 안전성 평가, 사고평가 계산코드 정비 및 계통 과도상태 
해석코드,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코드 및 사고해석 수행

핵연료가공기술개발분과 UO₂ 소결체 제조기술 확립, 연료봉 가공기술 개발 수행 
핵연료 품질보증 및 검사기술개발
분과

핵연료제조공정 및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확립

핵연료 노외실증시험 분과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얍력 강화, 열수력시험, 마모시험, 유체
진동시험, 충격강도시험 등 고온유체시험 수행하는 hot test 
loop 설계 

[표 4]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 진행 하위분과.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서
울: 한국원자력연구소, 1990), 456-457.

128) 같은 글, 456.
129)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20년사, 1.
130) 같은 글, 1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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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약 32억 7천만 원이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연구개발비로 사용됐다.131) 
하지만 이 금액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중수로 핵연료를 양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애초에 과학기술처는 중수로 핵연료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연구개발자
금을 지원한다고 생각했으며, 양산화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기에 연구개발에 필요
한 자금만을 지원했던 것이다.132)

[그림 1]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연도별 추진계획. 과학기술처,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 5
년” (과학기술처, 1987), 219.

131) 같은 글, 51. 
132) 특연사 시행 첫 해에 이뤄진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처가 핵연료 양산화를 염두

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82년에 이뤄진 특연사는 크게 국가주도연
구개발사업과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이라는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말 그대로 정부가 과제 이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 공익성이 
높고 민간기업이 맡기 어려운 과제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부분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맡고 있는 과제들을 지원했다. 반면,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주로 기업화(실용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정출연 중 하나인 한국에너지연구소가 맡았던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
은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에 해당했으므로 과학기술처는 핵연료 제조기술과 핵연료 변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자금만을 지원했으며, 따라서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실용화 및 
생산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전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다. 과학기술처, “특
정연구개발사업 시행 5년”, 6-7, 218; 문만용, 한국 과학기술 연구체제의 진화,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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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연구소 대덕분소 소장 한필순은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를 양산화 단
계까지 추진하기 위해 양산화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여기저기에서 끌어오기 시작
했는데, 그는 전 직장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의 경험에 근거하여 한국에너지연구
소의 주도로 핵연료 양산화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필순은 1957년 공
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미국 캘리
포니아주립대에서 양자생물리학 전공으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70년 한
국으로 돌아와 국방과학연구소 창립멤버로 근무했던 인물로, 1982년부터 한국에
너지연구소 대덕분소 소장으로 활동했다.133) 그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당시 
‘한국형’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다. 일명 번개사업이라고 불렸던 
이 사업은 수류탄, 방탄 헬멧 등과 같은 군수품을 한국군의 체형에 맞도록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134) 예를 들어, 미군이 사용하던 고구마형 수류탄은 체구
가 작은 한국군에게 잘 맞지 않으니 이보다 가벼운 사과형 수류탄을 만들어내는 
식이었다.135) 한필순은 미군의 기술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량하고 이를 실제로 
무기로 사용하기까지, 즉 연구개발에서 양산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했다. 이런 경
험에 근거하여 그는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도 에너지연구소가 시제품 개
발뿐 아니라 실용화 및 양산단계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 
32억 원의 특연사 지원금 외에도 양산화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136)

한필순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자금확보 수단은 그의 전 직장인 국방과학연구소
였다. 그는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명분 삼아 그를 에너지연구소로 “시집
보”낸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지참금”을 받아내고자 했다.137) 1982년 한필순이 

133)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던 이한주가 연세대학교로 직장을 옮기
면서 한국에너지연구소 분소장직을 사임하자,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은 당시 한국에너
지연구소 소장이었던 차종희에게 후임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차종희는 그가 공군사관
학교 교관으로 있을 당시 학생이었던 한필순을 추천했고, 차종희의 요구대로 한필순은 
1982년 3월 한국에너지연구소 분소장으로 임명됐다. 차종희, 앞의 글, 222.

134) 한필순, 앞의 글, 13-1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주역들: 구
술채록사업 최종결과보고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5), 30-33.

135) 한필순, 앞의 글, 15-17.
136) 기술개발의 양산화를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태도는 한국에너지연구소 전반에 

퍼져있었던 생각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에너지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장인순은 연구소가 
핵연료 연구개발 처음부터 양산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핵연료를 양산화하
는 능력은 나중에 핵연료를 수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장인순 인터뷰 
(21.03.30.).

137) 한필순, 앞의 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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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연구소로 부임했던 즈음에 1970년대 말 착공했던 핵연료성형가공시험
시설이 완공됐다. 하지만 에너지연구소는 이 시설을 가동할 충분한 운영비를 가
지고 있지 않았다. 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일 년에 약 천만 원 정도 필요
했지만, 과기처에서 연구소 대덕분소에 추가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
라 당장 이 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138)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필순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서정욱(徐廷旭, 1934-)과 부소장 홍판기(洪判基, 
1934-)를 찾아가 시설 가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보답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 필요한 열화우라늄탄환을 개발해주겠다고 제안했다.139) 열화우
라늄탄환이란 금속우라늄을 합금시켜 만든 포탄으로 미국에서도 1980년에 들어서
야 개발에 성공한 최신 군사기술이었다.140) 국방과학연구소 입장에서 한필순의 
제안은 소규모 투자로 최신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결국 서정욱은 
한필순의 제안을 받아들여 핵연료성형가공시험시설을 가동할만한 예산을 지원했
다.141)

그가 생각했던 두 번째 자금줄은 한국전력 박정기(朴正基, 1935-) 사장이었다. 
1982년 특연사가 시작될 무렵 진행된 한필순과 박정기와의 대담은 한국전력이 이 
사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한필순은 정부에서 제
공하는 연구비로는 핵연료 양산까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박정기를 찾아
가 지원금을 요구했고, 박정기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약 30억 원의 금액을 지원
하기로 약속했다.142)

사업자금을 확보한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월성 1호기에 장전될 중수로용 핵연료 
연구개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당시 월성 1호기 발전소 건설을 주도하는 
기관은 한국전력이었지만, 월성 1호기에 장전될 핵연료 기술개발은 한국에너지연

138) 한국기술경영연구원, 앞의 글, 19.
139) 한필순, 앞의 글, 126.
140) 우라늄시험시설은 주로 원자로에 사용되는 이산화우라늄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무

기나 핵연료 재처리에 활용되는 금속우라늄도 이 시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 
141)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에 투자한 금액은 사료마다 차이가 있다. 한필순

의 개인 회고록에서는 3,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나오지만, 과학기술부가 발간한 회고록
에서는 5,000만 원이라고 나와있다. 한필순, 앞의 글, 127; 한국기술경영연구원, 앞의 
글, 19.

142) 박정기가 어떤 조건으로 한필순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일했던 남장수의 회고에 따르면, 한필순이 박정기를 찾아가 
박정기가 “원자력맨”으로 변할만큼 끈질기게 설득을 했다고 한다. 한국기술경영원구원, 
앞의 글,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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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가 주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원전 건설단가를 줄이고자 했던 한국전력에도 반가운 일이었다. 

월성 1호기 실수요자인 한국전력은 원전 건설을 위해 캐나다수출개발공사(Export 
Development Canada),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영국의 함브로스 은행
(Hambros Bank) 등 각종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차관을 도입하여 이를 상
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다.143) 이에 한국전력은 월성 1호기 건설단가를 줄
이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했으며, 그중 하나로 국내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도입
비를 줄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한국전력은 1976년 월성 1호기 기술도
입 검토의견서에서 “국내 기술진에 의해 보좌될 수 있는 분야는 국내 기술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 국내 기술진이 참
여할 수 있는 분야 모색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4) 이
런 상황에서 핵연료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선언은 월
성 1호기 기술도입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전력은 연구소가 개발
하는 중수로 핵연료의 품질만 보장된다면 핵연료 양산화에 필요한 생산시설에 투
자하기로 결정했다.145)

한국전력의 지원 아래 한국에너지연구소는 1982년부터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연구소는 우선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팀을 중수로
핵연료 설계, 핵연료 성형 및 가공, 노심관리, 노외실증시험, 핵연료변환, 품질관
리, 사업종합조정, 총 여섯 개의 팀으로 세분화하고 중수로 핵연료 시제품 제작에 
돌입했다. 이들이 시제품 제작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외국산 핵연
료를 분해해서 그 설계구조를 알아낸 뒤 다시 조립하는, 흔히 리버스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이라 불리는 방식이었다.146)

시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한국전력은 시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각종 실증시
험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이뤄진 실증시험은 시험용 핵연료 검증시험이었다. 
1982년 4월 한국에너지연구소 핵연료가공기술개발분과 담당자에게 개발 중인 핵

143) 1975년 한국전력은 캐나다수출개발공사와 캐나다 왕립은행으로부터 각각 3억 달러, 
함브로스 은행으로부터는 4억 7,400만 달러 차관을 도입했다. 재무부 재무정책국 자금
시장과, “원자력3호기(Candu1)차관계약 제 수수료 지불” (197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47007, 24.

144) 같은 글, 54-55.
145) 과학기술처,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 5년”, 218.
146) 한국원자력연구원, 들려주고 싶은 우리의 원자력 이야기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201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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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집합체 스물네 다발의 품질검사를 요구했다.147) 연구소는 실제 핵연료보다
는 우라늄 농축도가 낮은 시험용 핵연료로 검증시험을 진행했고 검사결과 합격판
정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연구소에게 노내·외 실
증시험도 요구했다.148) 시제품 성능이 입증되어야 월성 1호기에 장전할 수 있다
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시제품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원전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
는 사실은 한국전력에게 반가운 일이었지만,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핵연료를 장
전하여 원전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노외실증시험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지만, 노내실증시험은 그렇
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할 핵연료를 장전할 수 있는 재료시험로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한국은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노내·외 실증시험을 모두 수
행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초크리버연구소(Chalk River Laboratories)에 위치한 
재료시험로(National Research Universal, NRU)를 이용해야만 했다.

노내실증시험 계약을 위해 한필순은 1982년 6월 캐나다 AECL을 방문했다. 
AECL은 시험로 이용료로 약 300만 캐나다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는 당시 환율로 
17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6월 당시
에는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4개월 뒤 <한-카 원자력 상설회의>에서 40만 
캐나다 달러로 계약을 체결했다.149) 노내실증시험을 위해 1983년 2월 말 한국에
너지연구소 노외실증시험팀 책임자 김병구(金炳九, 1944-)와 핵연료 성형 및 가
공팀 책임자 서경수(徐庚壽)가 중수로 핵연료 시제품 세 다발을 들고 캐나다를 방
문했다. 약 6개월에 걸친 시험 끝에 이 시제품은 상업용 원자로에 장전되기에 적
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150) 같은 시기 국내에서 노외실증시험도 완료되어 1984
년 9월, 스물네 다발의 ‘국산’ 핵연료가 월성 1호기에 장전됐다.151)

147) 한국원자력연구소, 앞의 글, 457.
148) 실증시험은 크게 노내실증시험과 노외실증시험으로 나뉜다. 이는 시험과정에서 시험

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노내실증시험의 경우 핵연료를 시험로에 넣고 이 연
료가 방사선을 어느 정도 견디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외실증시험은 압
력강화시험, 강도시험, 충격시험 등 핵연료가 외부 충격을 얼마나 버티는지를 중점적으
로 평가한다. 노외실증시험의 경우 시험로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노내실증시험은 
시험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149) 고경력원자력전문가 편, 원자력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원자력 성공사례 (한
국연구재단 한국기술경영연구원, 2011), 115. 

150) “에너지연 핵연료 자립기술 확립”, 매일경제 (1983.09.20.), 9면; 한국원자력연구소, 
앞의 글, 459. 

151)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로과, “월성로형 국산화기술개발 관련자료 송부” (1983), 국
가기록원관리번호: BA0137985, 95-97; 고경력원자력전문가 편, 앞의 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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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장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뒤, 이제는 이 핵연료를 양산하여 월성 1호
기에 전량 공급하는 일만이 남았다. 핵연료 양산 과정에서는 한국전력의 역할이 
중요했다. 핵연료 시제품 단계에서는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소유한 핵연료제조설비
만으로 충분히 연구개발이 가능했지만, 시제품을 양산하는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
았다. 당시 핵연료 양산이 어려웠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 한국에너지연
구소가 가지고 있던 제조설비들은 1970년대 후반 프랑스 CERCA와의 차관계약으
로 들여왔던 것으로 대량생산이 어려운 수동식 기계들이었다.152) 양산 작업에 돌
입하기 위해서는 캐나다로부터 양산에 적합한 장비를 사오거나 국내기업에서 자
체제작 해야만 했는데, 연구소에는 그럴만한 예산이 충분치 않았다. 두 번째로 한
국에너지연구소는 핵연료 시제품을 양산화하기에는 아직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 월성 1호기에 장전되는 핵연료 전량을 연구소가 개발한 핵연료로 장전
하기 위해서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양산화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갖출 시간이 필요
했고, 그전까지 월성 1호기를 정상 가동하려면 외국산 핵연료를 수입하여 발전소
에 장전해야만 했다.

한국전력의 재정 지원은 이 두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먼저 한필순은 한국전력
으로부터 받은 약 30억 원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협업을 통
해 제조설비를 새로 건설하면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다.153) 양산화의 두 번째 
문제도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연구소가 1985년 11월, 1986년 8월 두 차례의 핵
연료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결되었다.154) 계약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한국에
너지연구소가 시제품 양산화에 성공할 때까지 핵연료의 원자재인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캐나다로부터 구매하여 월성 1호기에 장전하기로 결정했다.155) 그동안 한
국에너지연구소는 핵연료 양산에 적합한 생산체제를 갖출 수 있었고, 1987년부터 
핵연료 양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월성 1호기에 
장전되는 ‘국산’ 핵연료 다발 개수를 매달 늘려나가 1990년대 초가 되면 월성 1

152) 한국원자력연구소, 앞의 글, 463.
153) 같은 글, 464. 
154) 1985년 공급계약에서는 ‘국산’ 핵연료를 360다발 장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1986년 공급계약에서는 ‘국산’ 핵연료를 점진적으로 전량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
었다. 계약 내용에 따라 1987년 9월부터 ‘국산’ 핵연료를 장전하기 시작했고, 이를 매달 
늘려나가 1991년 월성 원전의 ‘국산’ 핵연료 비율은 약 98.2%까지 증가했다. 월성 1호
기 국산 핵연료 제품 장전 관련 사료, 국가기록원 관리번호(BA0138002, BA0607866, 
BA0907905, BA0607916). 

155) 한국원자력연구소, 앞의 글,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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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에 장전된 핵연료의 90% 이상을 ‘국산’ 핵연료로 대체했다.156) 즉, 한국전력 
덕분에 한국에너지연구소는 ‘국산’ 핵연료 양산체제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었
던 것이다.

이처럼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 연구소는 핵연료 시제품 제조에 집중한 
반면, 한국전력은 사업 진행 및 핵연료 양산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결과 중수로 핵연료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이 됐고, 이는 중수로 핵연료의 모습이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의도한 대
로 개발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국산화’라고 불렀을까?

3.3. 한국에너지연구소의 국산화: AUC 공정 개발
한국에너지연구소가 1982년에 발간한 “월성로형 핵연료 국산화 기술개발” 보고서
는 당시 연구소가 생각했던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준다.157)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전술했듯이 연구소는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단계를 시
제품 제작과 양산화 단계로 구분한 뒤, 시제품 제작에 집중했다. 이 단계 중에서
도 연구소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작업은 “AUC공정에 의한 실험실 규모 UO₂ 
분말의 생산 및 소결성 시험”과정이었다.158) 한국에너지연구소는 국내에서 생산
한 이산화우라늄 분말로 만들어진 핵연료를 ‘국산’ 핵연료라고 불렀는데, 그에 따
라 탄산 우라닐 암모늄(Ammonium Uranyl Carbonate, AUC)을 사용하여 이산
화우라늄 분말을 가공하는 AUC 공정이 국산화 사업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AUC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광석에서 핵연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중
수로 핵연료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6) 같은 글, 466.
157) 한국에너지연구소, “월성로형 핵연료 국산화 기술개발 vol.1” (과학기술처, 1982); 한

국에너지연구소, “월성로형 핵연료 국산화 기술개발 vol.1” (과학기술처, 1987).
158) 한국에너지연구소, “월성로형 핵연료 국산화 기술개발 vol.1” (과학기술처, 198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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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핵연료시제 
및 모방기술 확보단계(1981-1982)

개량형(한국형)핵연료 개발 
및 양산기술 확보단계(1983-1986)

- 핵연료 설계, 월성로에 장전시 핵연료안
정성 및 로심특성 해석기술 확보

- 기준핵연료다발 가공 및 제조의 QA/QC 
기술확립159)

- 국내기술에 의한 월성로용 핵연료다발 
가공 및 제조 

- 기준핵연료 시제품의 노외실증 시험
- 조사후 시험평가 기초기술설립과 핵연료

봉 단접합판 절단기술설계, 제작, 발주 
- AUC 공정에 의한 실험실 규모 UO₂ 분

말의 생산 및 소결성 시험

- 월성로형기준 핵연료의 성능 개량연구와 
개량형(한국형) 핵연료설계 및 안정성 
해석

- 월성로에 장전 및 연소되는 국산핵연료
의 특성분석과 로심 관리기술 개발

- 개량형(한국형) 핵연료 가공, QA/QC 기
술개발

- 국산 핵연료의 노내외 실증시험 및 조사
핵연료 결과분석에 따른 개량핵연료 개
발

- UO₂ 분말(AUC) 생산공정의 국산화 완료
- 월성로형 핵연료다발의 양산에 필요한 

제반기술확보 완료 

[표 5]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기술개발 세부내용. 한국에너지연구소, “월성로형 핵연료 국
산화 기술개발 vol.1” (과학기술처, 1982), 30-31.

광산에서 채광한 우라늄 광석이 핵연료로 만들어지기까지는 크게 채광, 정련, 
농축, 성형가공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채광한 우라늄 광석을 정련하여 우라늄 
정광(精鑛)으로 변환시킨다. 이 정광은 케이크와 닮았다 하여 옐로케이크(Yellow 
Cake)라 부르는데, 이것으로 이산화우라늄(UO₂) 분말을 만든다.160) AUC 공정은 
이 우라늄 정광을 이산화우라늄 분말로 바꿔주는 공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섭씨 1,700도 고온에서 압축·성형하면 [그
림 2]와 같은 손톱만한 크기의 소결체(pellet, 燒結體)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핵분
열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소결체를 포함해서, 소결체를 감
싸는 피복관(Caldding, 被覆冠), 핵연료봉 위아래를 막아주는 봉단마개(End 

159) QA/QC란 품질보증, 품질관리를 의미한다. 
160) 중수로와 경수로의 핵연료 제작은 이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중수로 핵연료를 만들 

때는 우라늄 정광을 이산화우라늄 분말로 바로 변환시키지만, 경수로에 들어가는 핵연
료를 만들 때는 정광을 기체 형태의 육불화우라늄(UF₆)으로 한번 변환한 뒤, 이를 이산
화우라늄 분말로 만들어야 한다. 경수로의 경우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와 다르
게 농축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이 잘되도록 기체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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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 등을 조립하면 [그림 3]과 같은 한 개의 핵연료봉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
어진 핵연료봉 서른일곱 개를 한 다발로 묶어주면 [그림 4]와 같이 원자로에 장전
되는 원통형 핵연료 집합체를 만들 수 있다.161) 정리하자면, AUC 공정은 우라늄 
정광으로 소결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중간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소결체. 한국원자력연구원, 
https://www.kaeri.re.kr/, 2021.02.09. 
최종접속.

[그림 3] 핵연료봉 구조. 김시환, 알기 쉬운 핵연료관리 (서울: 형설, 2010), 218.

161)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부문사 (대전: 한전원자력연료, 2012), 15;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발전의 원료, 우라늄의 일생: 우라늄 광석에서 핵연료가 되
기까지”, https://www.kaeri.re.kr/board?menuId=MENU00452, 2020.02.09. 최종접속.



- 45 -

[그림 4] 중수로 핵연료 집합체. 서경
수, “중수로 핵연료의 국산화 개발현
황”, 원자력산업 6:4 (1986), 17-22.

  

연구소가 AUC 제조공정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는 이 기술이 연구소의 능
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활용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우선 노외실
증시험이나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QA/QC), 안정성 평가와 같은 작업들은 연구소
가 보유한 시험시설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일들이라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었다. 반면 옐로케이크라 불리는 우라늄 정광의 제조 기술개
발은 국내 사정을 생각했을 때 좋은 전략이 아니었다. 물론 국내에 약 4천 톤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됐지만, 품질이 좋지 않아 당시 보유한 기술로는 
저품위의 광석을 우라늄 정광으로 만들기가 어려웠다.162) 게다가 1979년 스리마
일 섬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 가격이 급락하면서, 우라늄 정광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한 뒤 이를 국내 기술로 가공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핵연
료를 만들 수 있었다.163)

무엇보다 AUC 공정을 중수로와 경수로 원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
요했는데, 이것이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이 공정을 개발하려는 주된 이유였다.164)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증기를 사용하는 건식공정과 물을 사용

162) “첨단기술에 도전한다 82년 과학기술 청사진 점검 <8> 핵연료국산화 상”, 매일경제
 (1982.03.15.), 9면.

163)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 우라늄 정광 현물 시장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우라늄 정광 가격이 43.2 달러까지 상승했지만 1979년 스리마일 섬 원
전사고 이후 가격이 20 달러 중반으로 하락했다. 이후 우라늄 정광 가격은 1980년대 
내내 20 달러 미만을 유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자력발전백서 (서울: 지식
경제부, 2010), 218-219.

164) 김응호 외, “비등온 열중량법에 의한 AUC 분말의 열분해 특성해석”, 한국과학 37:1 
(199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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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침전과정을 거치는 습식공정으로 구분된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수
로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였다.165) 건식공정은 경수로용 핵연료 제조과정에서 나
오는 육불화우라늄(UF₆)만을 다룰 수 있어서 중수로용 핵연료를 제조할 때는 사
용할 수 없는 반면 습식공정의 경우 중수로와 경수로 핵연료 제조과정에서 나타
나는 원료를 모두 취급하므로 두 유형의 원자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166) 
1970년대 닉슨독트린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맥락 아래 중수로가 국내에 지어지면
서 한국은 중수로와 경수로 두 유형의 원자로를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됐다. 1983
년 준공되는 월성 1호기는 앞으로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는 경수로만을 고려한 건식공정이 아닌 습식공정
인 AUC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한국의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이 공정을 외국기업의 도움 없이 국내 연구진들의 주도 아
래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결정했다. 당시 AUC 공정 개발의 해외 동향을 살펴
보면 이 결정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탄산 우라닐 암모늄으로 이산화우
라늄 분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1960년대 중반부터 여러 학술지를 
통해 알려져 있었으며, 1970년대 중반 독일 핵연료 관리회사인 누켐 테크놀로지
(Nukem Technologies)에서 AUC 공정을 이미 상용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
다.167) 독일로부터 AUC 공정 라이센스를 사면 조금 더 빠르게 국산화 사업을 진
행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너지연구소는 독일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기술을 사들이
지 않고, 외국기업의 영향력은 최대한 배제한 채 국내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국산
화 사업을 진행했다.168)

165) 습식공정은 대표적으로 ADU(Ammonium Diuranate) 공정과 AUC 공정이 있으며, 건
식공정은 IDR(Integrated Dry Route) 공정, GECO 공정, DEFB(Direct Conversion 
Fludized Bed) 공정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김병구 외, “핵연료 분말
(UO₂) 제조 기술,” Chemical Industry and Technology 9:5 (1991), 373-386.

166) 같은 글; 육불화우라늄과 관련된 내용은 각주 160을 참고. 
167)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진행할 당시 독일 핵연료 기업들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

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산화우라늄 분말 시제품 개발 당시 연구소에서 발간한 여러 보
고서를 살펴보면 이들은 당시 외국기업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들을 참고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은 뒤 국내 연구진들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너지연구소, “핵연료개발: 핵연료 재변환 공정개선연구” (한국에너지연구소, 
1991), 3-21; F. Plöger, H. Vietzke, “Gewinnung von Kernbrennstoffen. Teil 2: 
Angereichertes Uran,” Chemie Ingenieur Technik 37:7 (1965), 692-699. 

168) 당시 AUC 공정 책임자였던 한국에너지연구소 장인순의 회고에서 관련된 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AUC 분말을 만들 때 AUC 분말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초킹(chocking)
이라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한국에너지연구소에서도 이산화우라늄 시제품 개발 당시 
초킹 현상으로 유동층 반응기 연결 파이프가 터지면서 이산화우라늄 분말이 외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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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 공정 기술이전이 가능했음에도 한국에너지연구소가 기술의 독자개발을 고
집했는데, 이는 원전산업에서 기관의 입지를 다지려는 연구소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정출연 통폐합과 연구소가 대덕으로 이전한 사건을 원
자력연구소의 존폐 “위기”로 받아들였던 한국에너지연구소는 기관의 존립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들이 선택한 전략은 한국에너지연구소를 원자력 기
술자립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들은 연구소가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는 근거를 들어 연구소를 전력생산용 원자력 기술자립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소가 기술자립을 맡을만한 충분한 연
구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169) 이런 상황에서 기술이전
으로 국산화 사업을 진행하기보단 독자개발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이 연구소의 연
구역량을 보여주기에 더 효과적이었다. 이런 연구소의 의지는 1982년 8월 연구소
에서 열린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추진회의에서 드러났다. 사업을 담당했던 
연구원들은 이 회의에서 “중수로 핵연료 기술개발의 국산화성공은 대내외적인 신
뢰와 자신을 갖는데 필요하며 그래야만 후속 사업에 대한 요구가 가능해질 것”이
라고 언급했다.170)

게다가 AUC 공정은 다른 공정에 비해 실험 조건을 맞추기가 쉬웠기 때문에 독
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지 않고도 독자개발이 가능했다. 여기서 다른 공정이란 
ADU(Ammonium Diuranate) 공정을 말한다. 이 공정은 AUC 공정과 같이 습식
공정이지만, 중간물질로 암모니아 가스와 탄산가스를 모두 사용하는 AUC 공정과
는 다르게 암모니아 가스만을 사용하여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당시 AUC 공정 국산화 사업 책임자였던 한국에너지연구소 연구원 장인순
은 AUC 공정이 ADU 공정보다 소결체 제조에 필요한 pH 농도를 쉽게 맞출 수 

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장인순은 이 문제를 간호사 출신인 한 연구원 부인의 ‘청진
기 아이디어’로 해결했다고 회고했다. 즉, 조업 중에 초킹 현상이 다시 나타나면 청진기
로 이를 감지하고 고압 질소 가스로 강한 충격(pulse)을 주어 유동성을 회복하는 해결
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초킹 현상은 핵연료를 만들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만약 독
일에서 기술을 받아왔다면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외국 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인순이 연구원 부인의 아이디어를 “특허감”이라고 언
급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를 국내 연구진들끼리 해결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장인순, 
“[핵연료 물질 UO₂ 분말제조] Beaker에서 상용까지”.

169) 한필순, 앞의 글, 119; 한국기술경영연구원, 앞의 글, 18.
170) 『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에서 1982년 8월에 열린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추진

회의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에 
회의 목적, 논의 내용, 회의 참석자 등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국
원자력연구소, 앞의 글,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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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하여 독일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말했다.171)

ADU보다는 AUC가 컨트롤이 쉬워. 모든 화학 공정은 컨트롤이 쉬워야 안전해. 
그런데 ADU는 가스 하나를 암모니아 하나를 가지고 pH를 맞추니까 굉장히 어
려워. 그런데 AUC는 탄산가스랑 암모니아 두 개를 넣어서 컨트롤을 하니까 pH
컨트롤이 굉장히 쉬운거야. 실제로 해보니깐 그래. 우리가 둘 다 해봤지. pH 실
험은. 그러니까 AUC가 훨씬 쉬운거야. (...) 컨트롤이 쉬운 공정을 가야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엔지니어 입장에서보면.172) 

AUC 공정이 최신 기술이긴 했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공정은 아니었기에 
한국에너지연구소는 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pH 농도를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
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들은 독일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들에 실린 
기초적인 화학방정식들을 활용하여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탄산가스와 암모니아 
가스의 온도, 속도, 시간 등을 조절했던 것이다.173)

독일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한국에너지연구소의 결정은 한국전력과 
전두환 정부에게도 반가운 일이었다. 먼저 한국전력은 당시 국내 전력수요를 감
당할만한 충분한 전력량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연구소의 AUC 공정 개발을 기다려 
줄 여유가 있었다.174) 게다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전력은 월성 1호기 건설을 
위해 외국 은행으로부터 빌린 막대한 금액과 차관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다.175)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의 AUC 공정 독자개발은 한국전력이 
기술도입비와 월성 1호기 운영비를 절약할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무
리하게 월성 1호기를 준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기술이전을 받지 않고 계약
에 필요한 자금을 절약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전두환 정부로서도 국내 연구진들이 AUC 공정을 개발하는 편이 더 바람직했는
데, 정부는 이를 통해 특연사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산 중
수로 핵연료는 정부가 추진한 특연사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자, 
기술드라이브 정책의 목표인 “핵심전략기술의 토착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활

171) 장인순 인터뷰 (21.03.30.). 장인순은 1979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입사하여 중수
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는 AUC 공정 국산화를,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는 
재변환 공정 국산화 연구를 책임졌다.

172) 장인순 인터뷰 (21.03.30.).
173) 장인순 인터뷰 (21.03.30.).
174) 산업자원부,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2015년)” (산업자원부, 2002), 7; “전력여

건 크게 호전, TV도 아침방영 하는데...”, 동아일보 (1981.05.27.), 9면.
175) 관련한 내용은 본 논문의 39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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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었다.176) 실제로 특연사 시행 5년 차인 1987년에 특연사 진행 과정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
을 “괄목할 만한 연구개발성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연구개발 성공사례로 소개했
다.177) 

AUC 공정 개발을 위해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실험실 규모로 연구를 수행하던 연
구팀을 확장하여 1982년 1월 AUC-UO₂ 국산분말 제조팀을 중수로 핵연료 국산
화 사업에 합류시켰다.178) 연구팀은 이때부터 AUC 공정으로 만들어진 이산화우
라늄 분말 특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정 개발을 진행했다. 즉, 이들은 가능한 많은 이산
화우라늄 분말 샘플링을 만들어낸 뒤 이를 각각 비교하여 어떤 이산화우라늄 분
말 모양이 핵연료에 장전하기 가장 적합한지 찾아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
다. 예를 들어, AUC 분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통형 침전조를 예열(Preheating), 
침전(AUC Precipitation), 냉각(Cooling)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중 예열 단계
에서 원통형 침전조에 증류수와 탄산가스(CO₂), 암모니아 가스(NH₃)를 주입하고 
내부 온도를 60도까지 높인 뒤, 질산우라닐 용액(Uranyl Nitrate Hexahydrate, 
이하 UNH)과 CO₂, NH₃ 가스를 주입하여 AUC 분말을 만들어야 한다.179) 이 과
정에서 연구원들은 UNH를 몇 분 동안 얼마만큼의 pH 농도에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즉 어떤 조건 아래에서 UNH를 주입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다양한 상황을 설정한 뒤 이 상황들에서 UNH를 주입하는 작
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가장 적절한 설정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
다.180) 1987년 연구소에서 발간한 “핵연료 변환 및 재처리공정 개선연구”의 일부 
내용은 연구소가 핵연료에 적합한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시행
착오를 겪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9[샘플 a]는 AUC 입자를 약 600배에서 3,000배 정도 확대한 SEM 사진
으로 침전시간에 따라 채취한 시료들이다. 사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침전초기
인 UN용액 주입 후 30분 침전 반응이 경과했을 경우, 앞서 지적되었듯이 AUC 

176) 과학기술처, “기술주도의 새 시대 전개: 80년대 기술혁신의 과제와 대책”, 8-28.
177) 과학기술처,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 5년”, 45-53.
178) 한국원자력연구소, 앞의 글, 457.
179) 한국에너지연구소, “1987년도 핵연료 변환 및 재처리공정 개선연구” (과학기술처, 

1988), 79-81.
180) 같은 글, 6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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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는 각 이전 본래의 habit를 지니고 있지만 corner와 edge 부분은 impeller
와의 충돌로 인해 심한 균열(crack)이 발달되어 있다. 그림 2.10[샘플 b]는 침전
시간이 60분 정도 경과한 AUC 입자의 SEM 사진으로 여전히 corner와 edge 
부분은 심한 micro-relief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flat한 면은 비교적 defect가 
없어보인다.181)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만드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실험 조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공정과정을 개선해나가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뤄졌던 것이다.

연구원들은 이산화우라늄 분말의 성능을 검사할 때도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제
작한 핵연료의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던 핵연료봉 성능검사는 핵연료 국산화 태스크포스팀 중 핵연료봉 설계 및 
열수력해석분과에서 맡았는데, 이들은 외국기업의 핵연료봉과 국산 핵연료봉의 
출력실험을 통해 국산 핵연료봉의 안정성을 입증하고자 했다.182) 미국의 CE사
(Combustion Engineering Company), WC사(Westinghouse Canada Limited)
와 캐나다의 CGE사(Canadian General Electric Company)에서 만드는 중수로
형 핵연료봉을 들여와 연구소가 개발한 핵연료봉과의 비교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실험은 가스 압력, 피복관 압력 및 내부 온도, 소결체 중심부·표면 온도 등 핵연
료에서 핵심이 되는 부품들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실험 결과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자신들이 개발한 핵연료봉의 성능이 외국산 핵연료봉의 성능에 비견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183)

여러 실험 끝에 한국에너지연구소는 1985년에는 약 25 톤의 이산화우라늄 분
말을 제조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1988년 100 톤 규모의 중수로형 상
용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184) 이들은 상용공장에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외국 
제품과의 오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제작한 핵연료의 양을 점차 늘려나갔다. 

이처럼 ‘국산’ 중수로 핵연료에 사용된 AUC 공정은 외국기업과의 기술이전 계
약 없이 국내 연구진들의 독자개발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독자개발을 통해 기관
의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전략은 나름 성공적이었다. 1983년 
4월 전두환이 한국에너지연구소 대덕공학센터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연

181) 같은 글, 90.
182) 한국에너지연구소, “월성로형 핵연료 국산화 기술개발 vol.1” (과학기술처, 1982), 

221.
183) 같은 글, 229-254.
184) 김병구 외, 앞의 글,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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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가 개발한 중수로 핵연료 시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중수로 핵연료뿐 
아니라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도 한국에너지연구소가 독자개발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두환이 한필순에게 했다는 말은 독자개발에 
대한 전두환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185) 

한전이 외국회사에 사업을 맡기면 우리는 영영 기술을 소유할 수 없잖아. 힘들어
도 우리 과학자들이 [경수로 핵연료 기술을] 개발해야 우리 기술이 되지!186)

이처럼 전두환은 경수로 핵연료 기술의 독자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
다. 1983년 7월 한필순을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사장으로 임
명한 일은 이런 전두환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은 한국에너지연구소에게 
한국전력이 주도하던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도 기관의 영향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인 동시에 사업의 내용을 두고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충돌하
는 시작점이었다. 

185) 한국기술경영연구원, 앞의 글, 46.
186) 한필순, 앞의 글,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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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전개 

중수로 핵연료 시제품이 완성됨에 따라 1982년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윤
곽도 잡히기 시작했다. 이 사업을 담당했던 기관은 한국전력의 주도 하에 핵연료 
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신설된 한국핵연료주식회사(이하 한국핵연료)였다. 한국핵
연료는 사업 설계 초반에는 외국기업의 도움을 받아 이 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
이었지만, 한국에너지연구소 소장이었던 한필순이 1983년 한국핵연료 사장을 겸
직하면서부터 사업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됐다. 한필순의 등장으로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는 완성된 경수로 핵연료의 설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절에서는 한국핵연료와 한국에너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주도한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사업 
설계 초기 단계부터 외국기업의 참여정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는 두 
기관이 생각하던 국산화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상황이었다. 두 국산화 
개념의 충돌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1989년 완성된 ‘국산’ 핵연료는 한국핵연료가 상상했던 국산화의 모습과 한국에
너지연구소가 상상했던 국산화의 모습이 공존한 채로 완성될 수밖에 없었다.

4.1. 한국핵연료주식회사의 설립과 두 국산화 개념의 충돌
한국전력은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전, 원자력 관련 기관들
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한국전력 중심의 원전산업 체제를 만들어나갔다. 한국전력
의 자회사로 가장 먼저 편입된 기관은 원전 플랜트 건설 기관인 한국원자력기술
주식회사(Korea Nuclear Engineering Co., 이하 KNE)였다.187) KNE는 1978년

187) KNE의 전신은 1975년 외국기업 번즈앤로(Burns&Roe)와의 합작으로 설립된 코리아 
아토믹 번즈앤로(Korea Atomic Burns&Roe Inc., 이하 KABRI)다. 하지만 다음 해 합
작계약을 체결했던 번즈앤로(Burns&Roe)가 합작을 철회하면서 KABRI는 한국원자력연
구소의 단독경영으로 전환됐고, 이름도 KNE로 변경됐다. 2년 뒤, KNE는 1978년 한국
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형태로 바뀌었는데, 이 당시 KNE 
주식의 52.12%는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지분은 25.61%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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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했지만, 1982년 
한국전력이 KNE 주식의 96.72%를 매입하면서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편입되었
다.188) 원전 플랜트뿐 아니라 원전 설비제작 및 기기제작 분야도 1980년대부터 
한국전력이 관리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원전 설비제작은 대기
업의 투자로 운영됐지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설비투자가 문제시되면서부터 한국
전력이 이 분야에 개입하기 시작했다.189)

1982년 11월 한국전력은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전담할 한국핵연료를 
설립하면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국전력 중심
의 원전산업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시도했다. 한국핵연료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1979년 제26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부터 이뤄졌다. 당시 핵공단은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전담할 사업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위해 핵공단, 한국전력, 경제
기획원, 과학기술처 등이 모여 사업체 설립을 계획했다.190) 이때 한국전력과 핵공
단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사업체 설립에 관한 협상은 1980년 내내 공전될 수밖에 
없었다. 두 기관의 의견이 가장 대립했던 지점은 사업체 출자금 확보 방안의 문
제였는데, 핵공단이 국내 자금만으로 사업체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한국
전력은 외국회사의 합작투자안을 제시했다.191) 한국전력은 외국회사와 합작을 하
면, 국내 투자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이미 품질이 보장된 외국 핵연료 
기술을 들여옴으로써 핵연료 기술과 관련된 국내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했다.192)

1980년 12월 정출연 통폐합으로 핵공단이 사라지면서 1981년부터 한국전력의 
합작회사 설립안을 바탕으로 회사 설립이 진행됐다. 한국전력, 한국에너지연구소 

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 40년사: 1975-2015, 47; 한국전력기술주식
회사, 한국전력기술 30년 (용인: 한국전력기술, 2015), 125.

188) 자회사 편입 이후 KNE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rea Power Engieering Co., 이하 
KOPEC)로 이름이 바뀌었다. “KNE 새 사장에 「한국전력기술」로 개명”, 매일경제 
(1982.07.07.), 7면

189) 홍덕화, “발전국가와 원전산업의 형성: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원전산업구조 형성 과정
을 중심으로”, 273-308.

190)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통사, 92-93.
191) 한국전력은 외국회사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하는 직접투자가 아닌 차관

이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간접투자 형식의 합작투자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국핵연료 설립 당시 외국회사는 한국핵연료에 차관만을 제공할 뿐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국핵연료주식회사, 한국핵연료십년사 (서울: 한국핵연료주식회사, 
1992), 86-87.

192) 같은 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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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련 기관들이 모여 1981년 12월 핵연료 제조회사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
고, 여러 논의 끝에 1982년 11월 한국핵연료가 출범했다.193) 이렇게 만들어진 한
국핵연료는 사실상 한국전력의 자회사였는데, 초대 사장은 한국전력 원자력담당
이사인 김선창(金善昶)이 맡았으며, 회사 주식의 70% 이상을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었다.194) 

한국핵연료 설립 직후부터 김선창은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 가장 유념했던 지점
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는 일이었다. 외국 자금을 들
여오면 재원 걱정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미 품질보증을 받
은 외국기술을 받아들여야 국내 기술력도 최대한 빨리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195) 이처럼 한국핵연료가 생각했던 국산화의 모습은 한국에너지연
구소가 생각했던 모습과 크게 달랐다.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외국기업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한 채 국내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기술 국산화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핵연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들은 외국기업의 기술과 자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야 기
술의 국산화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196) 즉, 한국핵연료와 한국에너지연구소
는 기술의 국산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던 것
이다. 여러 논쟁을 벌인 끝에 한국핵연료의 의도대로 외국기업이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위해 약 90억 원의 투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는 경수로 핵연
료 국산화 사업에 필요한 전체 출자금의 약 49%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197)

193) 회사 설립 발기인단은 발기인단 대표이자 한국전력 원자력담당 이사인 김선창을 포함
하여 총 일곱 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전력 측 발기인은 경리부장 박윤명, 핵연료차장 이
의겸, 사장 성낙정이 있었고, 한국에너지연구소 측 발기인은 기획부장 김덕승, 핵연료가
공실장 서경수, 소장 차종희가 있었다.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앞의 글, 89.

194) 한국핵연료의 주식은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연구소가 나눠가지는 형태였다. 설립 당
시 주식의 76%는 한국전력이, 24%는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소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
날수록 한국전력이 주식을 더 사들였고, 1997년이 되면 한국전력의 주식 지분율은 
96.4%에 이르게 된다.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이십년사 (대전: 한전원자력연
료, 2002), 222.

195) 같은 글, 105.
196)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앞의 글, 87.
197)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재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회사 설립 전

부터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 1981년 4월에 열린 경제장관협의회에서는 한국에너지연구
소가 사업체 지분의 51%를 가지고 나머지를 한국전력과 외국기술제공사가 나눠가지기
로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에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은 이 의견을 철회했
는데, 연구개발을 주도하던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사업체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가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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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83년 6월 한국에너지연구소 소장 한필순이 한국핵연료 사장을 겸직
하면서 한국핵연료는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계획을 일괄 수정해야만 했다. 
사실 한국핵연료 사장의 임명권은 당시 한국전력 사장이었던 박정기가 가지고 있
었지만, 한필순은 “윗선”인 전두환의 신임을 받아 박정기의 동의 없이 한국핵연
료 사장으로 급작스럽게 임명됐다.198) 전두환은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이 원
활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도 한필순이 맡아주기를 
바랐던 것이다.199)

한국핵연료 사장으로 임명된 한필순은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계획의 내용
을 일부 수정했다([표 6] 참조). 그는 1983년 10월 한국전력 임원회에 “핵연료 국
산화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이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두 가지였
다.200) 하나는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지양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수로 핵연
료 국산화 사업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었다. 한필순이 생각
하기에 외국과의 합작으로 이뤄낸 국산화는 진정한 국산화가 아니었다. 외국 자
본이 많이 투입될수록 자본을 투자한 외국기업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는 진정한 기술자립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과학기술
자가 책임지고” “순수 우리 자본으로 경수로 핵연료를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했
다.201)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지분의 50%를 한국전력이 가져가고, 한국
에너지연구소는 15%, 외국업체가 35%를 가져가기로 합의됐다. 이후 이 결정은 1982년 
2월에 열린 사업체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번복됐다. 위원회 임원들은 외국회사 
지분율을 35%에서 49%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앞의 글, 
86-87;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이십년사, 222;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
연료 30년사: 통사, 93-94. 

198) 한필순은 “전두환 대통령 때는 원자력연구에 관한 한 무조건 거의 전권이 나한테 주
어졌다”고 회고했다. 한필순, 앞의 글, 153; 홍덕화, “한국 원자력산업의 형성과 변형: 
원전 사회기술체제의 산업구조와 규제양식을 중심으로, 1967-2010”, 110-111.

199) 한필순이 한국핵연료 사장으로 임명되기 세 달 전, 전두환은 한국에너지연구소 대덕
공학센터를 방문하여 연구소에서 개발한 중수로 핵연료 시제품을 살펴보았다. 한필순은 
이 사건으로 자신이 전두환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필순, 앞의 글, 
150-154; 한국기술경영연구원, 앞의 글, 46.

200)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이십년사, 104.
201) 한필순, 앞의 글,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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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계획안(1981)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계획 변경안(1983)

기본경영
방침

합작, 기술도입 합작지양, 기술도입

사업범위
설계·제조 전부 한국핵연료(주)가 담
당

설계와 제조 분리
- 설계담당: 한국에너지연구소
- 제조담당: 한국핵연료(주)

출자금
- 한국전력: 39%
- 한국에너지연구소: 12%
- 외국: 49%

- 한국전력: 90%
- 한국에너지연구소: 10%
- 외국: 0%

비고
설계(software) 기술개발을 위한 에
너지연구소 지원자금은 과학기술처가 
부담

[표 6] 1981년 계획안과 1983년 변경안 비교. 과학기술처 원자력실 원자력안전과, “핵연
료국산화 사업허가기간 변경요건” (198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38057, 34.

하지만 한국전력 출신의 한국핵연료 관료들 입장에서 외국회사와의 합작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들은 꼭 “순수 우리 자본”으로 만든 핵연료만이 국산화된 
핵연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받아 만든 핵연료도, 외국기술을 
배워서 만든 핵연료도 국내에서 제작되었다면 국산화된 핵연료라고 생각했다. 당
시 한국핵연료 초대 이사인 이의겸(李義謙)은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
한 점은 “근본적으로 품질보장”된 핵연료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미 
외국에서 실증된 기술들의 경우 “품질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 없이 즉각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202)

한국전력은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 기술의 독자적 개발 여부보다 ‘국
산화’된 경수로 핵연료로 전력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
다.203)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통해 원전 단가를 줄이고, 이를 통해 전기를 값싸게 

202) 이의겸, “핵연료 주기의 기술자립과 국산화”, 원자력산업 3:4 (1983), 29-33.
203) 당시 한국전력 원자력 담당 과장을 맡았던 양창국의 회고에 따르면, 2006년 한전핵연

료주식회사에서 핵연료 피복관 국산화 사업을 진행할 때도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즉, 한국전력은 국산화 사업에서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문제 삼지 않았
다.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통사, 126-127, 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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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전력 사장 박정기의 회고는 이런 
한국전력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원자력 기술자립이야말로 에너지 빈곤(貧困)에서 이 나라가 해방(解放)되는 길이
다. 에너토피아는 원자력 기술자립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갈 길이 분명해졌다. 
(...) 한전이 기술자립을 안 해도 그만이다. 정말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원
활한 전력수급이 안 됐을 것이고, 값비싼 전기료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경제번영은 어려웠을 수도 있다.204)  

한국전력이 국산화된 핵연료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은 단가절감에 있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너지연구소의 방식대로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은 실수라도 생
기면, 단가절감은커녕 원전 전체를 가동하지 못하는 막대한 손실을 얻을 수 있으
므로 원전의 실수요자인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한필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부
담스러웠다.205)

이런 이유로 한필순과 한국전력 출신의 한국핵연료 관료들은 “핵연료 국산화 
사업계획 변경(안)”을 두고 일 년 동안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필순과 가장 크게 
갈등했던 인물은 김선창 한국전력 부사장과 한국전력 원자력 담당 과장인 양창국
(梁昌國, 1941-)이었는데, 이들은 사업과 관련된 논의 자리에서 안정성과 원가절
감을 이유로 한필순의 계획안을 반대했다.206) 외국 자본이 50% 이상은 들어와야 
품질이 우수한 핵연료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필순에 따르
면, 김선창은 그에게 “핵연료 설계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맡”
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라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현했
다.207) 

1984년 7월 한필순의 입장이 반영된 변경안이 부총리의 재가를 받으면서 한필

204) 박정기, 어느 할아버지의 에너토피아 이야기 (서울: 지혜의가람, 2016), 153-155.
205) 이의겸, “핵연료의 국산화와 기술자립”, 전기저널 79 (1983), 16-19; 한전원자력연

료, 한전원자력연료 이십년사, 105.
206) 한국핵연료 초대 사장이었던 김선창은 한필순이 2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전력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7) 양창국도 한필순의 계획안을 반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양창국이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일 당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
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간 꾸준한 원가절감 노력으로 원전연료의 공급가격이 국제수준
에 접근하고 있”으며, ‘국산’핵연료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해외수출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양창국 한전원자력연료(주)사장: ‘핵연료부품 국산화 지속 추진’”, 전력
신문 (2003.07.11.); 한필순, 앞의 글, 158-161. 김선창의 말은 한필순의 책 160쪽에 
실린 김선창과 한필순의 대화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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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과 한국전력 사이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208) 한전원자력연료 30
년사에서는 당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이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어 “외국의 간섭
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경영”을 위해 한필순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이야기했
지만, 변경안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한국전력 사장 박정기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
으로 보인다.209) 박정기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자 육군사관학교 선배였던 전두
환이 1983년부터 한필순을 신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입장을 지지했다.210) 그는 
한전 간부들이 이사회에서 한필순의 의견을 반대할 때마다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한번 적극 도와주자”며 이사진들을 설득했다.211) 

지난 얘기지만 KAERI[한국원자력연구소]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 되풀이되는 얘기
지만 주변의 반대도 아주 컸다. 과학자는 과학자지 사업가는 아니라는 것, 심지
어 여색(女色)을 맛본 성직자의 타락(墮落)에 비유하는가 하면, 그들 때문에 사업
까지 망친다는 강경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밀었다. 한필순 소장을 봐서
다. (...) 무조건 감쌌다. 무모하게 밀었다. 욕도 많이 먹었다. 선배님, 노벨상은 
못 탔지만, 훌륭한 사업가 하나는 만들었습니다.212)

1984년에 받아들여진 변경안에는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 대한 한국에너
지연구소의 의견과 한국핵연료의 의견이 절충된 채로 공존하고 있었다. 변경안에
서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의견은 크게 두 곳에서 반영되었다. 먼저 투자 규모가 대
폭 축소됐다. 사업의 투자금은 533억 원에서 433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대신 
경수로 핵연료 설계기술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처에서 약 54억 원의 자금을 지원
하기로 약속했다.213) 두 번째로,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사업의 일부인 재변환 공정 

208) 과학기술처 원자력실 원자력안전과, “핵연료국산화 사업허가기간 변경요건” (198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38057, 28-29.

209)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통사, 95;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
료 30년사: 부문사, 22.

210) 사회학자 홍덕화는 1983년 전두환의 대덕공학센터 방문 이후부터 한필순과 전두환의 
인적 네트워크가 원자력 산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박정기와 
1985년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활동했던 김성진도 이 네트워크에 포함된다. 홍덕화, “한
국 원자력산업의 형성과 변형: 원전 사회기술체제의 산업구조와 규제양식을 중심으로, 
1967-2010”, 110-111. 

211) 박정기, 앞의 글, 182; 한필순, 앞의 글, 164;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30년
사: 통사, 124.

212) 박정기가 말하는 선배는 육군사관학교 선배이자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김성진을 
말한다. 그는 박정기를 찾아가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노벨상을 탄다면 한필순밖에 없”
다며 한필순의 의견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기, 앞의 글, 182-183.

213)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이십년사,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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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전담하게 됐다. 재변환 공정은 경수로 핵연료에 들어갈 이산화우라늄 분
말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했다. 중수로용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만든 경험이 있으
니, 이번에도 이 분야는 연구소가 책임지고 연구개발을 하도록 계획됐다.214) 이처
럼 변경안을 통해 이 사업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커지긴 
했지만, 한국핵연료의 입장도 변경안에 여전히 담겨 있었다. 예를 들어, 이 사업
의 실수요자는 한국핵연료였으며, 이들은 1981년 사업계획안에서 구상했던 대로 
외국기업으로부터 차관계약과 기술도입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215)

1984년이 되면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연구소는 큰 마찰 없이 사업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집단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오
히려 연구소 측에서 재변환 공정을 전담하게 되면서부터 경수로 핵연료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원화되어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당시 한국핵
연료 기술본부장이었던 김선두(金善斗)는 핵연료 제조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
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두 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고 언급했다.216) 사업의 이원화로 인해 한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0년대
까지도 종종 마찰을 빚었다.217) 예를 들어, 1990년에는 연구소가 개발한 핵연료
를 원자로에 장전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두고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전력이 언
쟁을 벌였는데, 그 이유는 이전과 같았다. 한국전력은 연구소의 핵연료가 수입 핵
연료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며 이를 원자로에 장전하지 않으려고 했고, 연구소는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한국전력은 국산화 사업의 본래 취지를 모른다고 비판했다.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둘러싼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은 1997년 1월 사업이 한국핵
연료로 일원화될 때까지 계속됐다.218)

214)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통사, 104.
215)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부문사, 22.
216) 본 내용은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통사에 수록된 김선두(한국핵연료 전 기술본부

장)의 회고 “원자력연구소의 반대와 비난 무릅쓰고 설계기술 도입, 사업 일원화의 밑거
름돼”를 참고했다.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통사, 152.

217) 한국에너지연구소는 1990년 이름을 다시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바꿨다. 한국원자력연구
소 관계자들은 1990년이 되면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는 이미지
가 국제적으로 굳혀지면서 ‘원자력’이라는 단어를 다시 쓸 수 있게 됐다고 회고했다. 한
국기술경영연구원, 앞의 글, 18.

218) 본 내용은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통사에 수록된 최인택(한국핵연료 전 기획관리
본부장)의 회고 “두 기관의 급여·직급·승진체계 달라 조정에 애먹어”를 참고했다. 한전
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통사,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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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전개
한필순의 의도대로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은 외국기업과의 합작 없이 진행됐
다. 하지만 한필순의 의견이 사업에 모두 반영됐던 것은 아니었다. 한필순이 한국
핵연료 사장이긴 했지만, 한국전력 출신의 한국핵연료 관료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합작은 아니더라도 외국기업으로부터 기술도입 계약
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계약을 맺을 외국기업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은 1985년 독일의 카베우(Kraftwerk Union AG, 
KWU)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이 사업은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주
도했던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시제품을 하루빨리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지만, 경수
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맡았던 한국핵연료는 어느 기업과 기술도입 계약을 맺
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를 위해 한국핵연료는 경수로 핵연료를 보유
한 외국 업체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 웨스팅하우스사, 엑슨모빌(ExxonMobil)
사, 카베우사, 프라지마(Fragema)사에게 각각 입찰안내서를 받아 기술도입계약 
조건을 검토했다.219) 계약 조건은 1984년 5월에 자체적으로 만든 핵연료사업추진
위원회에서 평가했다. 위원장은 한필순이었으며, 한국전력 출신인 이의겸, 나종웅
(羅鍾雄), 양창국과 한국에너지연구소 출신인 임창생(林昌生, 1940-2016), 전풍일
(全豊一, 1945-) 남장수(南璋洙, 1946-)가 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약 6개월 간의 
평가심사를 거쳐 핵연료사업추진위원회는 1985년 5월 카베우사와 웨스팅하우스
사를 최종 입찰에 붙였고 “경제성”이 더 좋은 카베우사가 최종 낙찰됐다.220) 

219) 핵연료사업추진위원회는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외국 업체를 물색했다. 첫째, 대상
업체는 가압경수로 핵연료 가공업체로서 5년 이상 핵연료를 생산한 실적이 있어야 한
다. 둘째, 가압경수로 핵연료의 상용 발전소에 연소실적이 5년 이상 있으며 핵연료의 
성능이 우수한 업체여야 한다. 셋째, 핵연료의 설계 및 제조기술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앞의 글, 94.

220) 지금까지 한국핵연료(이후 한전원자력연료로 전환)에서 발간한 공식 역사를 보면, 핵
연료사업추진위원회는 “경제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잡아 카베우사를 최종 낙찰했
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경제성”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한국핵
연료주식회사, 앞의 글, 96;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이십년사, 107; 한전원자
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부문사, 23-24. “경제성”은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부문사의 24쪽에서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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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분 기기공급계약 기술도입계약 차관협약

주요내용

- 공장 기기 공급
- 국산화 기기의 기본 
및 세부설계
- 공장건물의 기본 및 
세부설계
- 재변환 용역 수행

- 경수로 핵연료 성형
가공·저장·운반에 관한 
기술정보 및 특허권 사
용
- 기기설치, 가동에 따
른 기술감리 및 기술훈
련

- 독일재건은행(KfW: K
reditanstalt für Wied
eraufbau)으로부터 DM
40,000,000 차관 협약
- 연7.83%의 차관 이자
율
- 10년에 걸쳐 6개월 
마다 분할상환

[표 7]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계약 구분. 한국핵연료주식회사, 한국핵연료십년사 (서
울: 한국핵연료주식회사, 1992), 97.

한국핵연료가 1985년 8월 카베우사와 진행한 계약은 크게 세 부분, 즉 경수로 
핵연료 설계를 위한 기술도입계약, 성형가공공장 건설을 위한 기기공급 계약, 사
업 진행을 위한 차관계약으로 이뤄졌다([표 7] 참조). 계약 체결 직후 가장 먼저 
진행됐던 작업은 핵연료 성형가공공장을 건설하는 일이었다. 한국핵연료는 경수
로 핵연료 가공공장을 한국에너지연구소 부지 내 중수로 핵연료 가공공장 인근에 
짓기로 결정했고, 주가공공장, 부품 가공공장, 가스저장고, 사옥 등을 건설하기로 
계획했다.221) 이 시설들은 모두 복잡한 공정설비들을 필요로 했는데, 한국핵연료
의 기술력으로는 모든 설비를 제작하기 어려웠고, 공장 가공설비나 유틸리티 설
비 등 공장건설에 필요한 내용 대부분은 카베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222) 
1986년 1월부터 시작된 공장 건설 공사는 1988년 6월에 완료됐다.

공장건설과 함께 이뤄진 기술도입은 카베우사로부터 기술정보 및 특허권을 구
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카베우사는 핵연료 제조와 관련된 48종의 특허권과 
함께 18종의 기술자료를 한국핵연료에 제공했으며 기술도입의 대가는 약 19억 원
에 달했다.223) 한국핵연료는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경수로용 핵연료를 제작하고

221) 한국핵연료는 처음에 대전시 중구 덕진동 향교골 일대 산업기지개발구역에 공장을 짓
기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향교골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1986년 1월 
공장 건설 부지를 한국에너지연구소 부지 안으로 옮겨야했다.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
자력연료 이십년사, 108-109.

222)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앞의 글, 108-113.
223) 이용수, “원자력시대 원전 10년에 살펴본 명암 「두 얼굴」 (46) 기술자립노력”, 동아

일보 (1989.10.02.), 11면; 한전원자력연료, 앞의 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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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다.
하지만 이는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 핵연료 설비를 다룰 수 있

는 국내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기술자료들을 활용할 줄 아는 국
내 인력을 훈련하려면 기술자 한 명에게 적어도 3년 이상의 훈련 기간과 약 1억 
원의 훈련비를 투자해야 했지만, 한국핵연료는 그럴만한 충분한 여유가 없었
다.22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핵연료는 카베우사에게 공동설계(Joint 
Design) 방식의 핵연료 제작을 제안했다. 공동설계란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와 이
를 받는 업체가 함께 핵연료를 설계하는 방식이었다.225) 일반적인 기술훈련 절차
를 따르면, 기술을 받는 업체 인력들은 일정 수준의 기술훈련을 받은 뒤 실제 사
업 현장에 참여한다. 하지만 공동설계는 설계 사업 첫해부터 기술 공급사 측 인
력과 훈련받는 인력이 동시에 현장에 투입된다. 실제로 일을 해보면서 기술을 익
혀가는 것이다. 대신 사업 첫해 동안에는 기술 공급자인 카베우사가 사업을 책임
져야 했다.226) 한국핵연료의 공동설계 제안을 받아들인 카베우사는 1986년부터 
약 3년간 기술훈련을 지원했다. 이들은 자회사인 레악토어 브렌엘레멘트(Reaktor 
Brennelement Union GmbH, RBU)에 한국 기술진들을 초대하거나, 한국으로 
기술자문단을 파견하여 기술교육을 진행했다. 이들은 3년간 약 70명의 한국 기술
진들에게 핵연료 제조기술부터 전산관리 방법까지 국산화 사업에 필요한 정보들
을 전수했다.227) 이처럼 한국핵연료는 카베우사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
아 1990년 2월부터 그 과정에서 제작된 핵연료를 고리 2호기에 장전할 수 있었
다.

하지만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 카베우사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은 분
야도 있었다. 바로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전담했던 재변환 공정 분야였다. 한국핵연
료는 이 분야를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전담사업으로 설정했다. 1984년 경수로 핵연
료 국산화 사업계획안이 수정되면서 사업에서 연구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 당시 개발했던 AUC 
공정을 활용하면 “순수한 국내기술”로 건설한 재변환 제조시설을 만드는 것이 불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28)

224) 한필순, 앞의 글, 165-166.
225) 같은 글, 165-169.
226) 한필순은 공동설계를 “일하면서 배우자”라고 표현했다. 같은 글, 166; 한전원자력연

료, 한전원자력연료 30년사: 통사, 124-125.
227)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앞의 글,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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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4월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재변환 국산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990년 
1월까지 연간 200 톤-U 규모의 경수로용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만들어내는 재변
환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229) 사업 책임자는 중수로용 AUC 공정 개발 
책임자였던 장인순이었다. 사업은 국내 연구진과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카베우사의 역할은 상당히 적었다. 한국에너지연구소 연구진들은 공장 개념설계
를 맡았고, 공장 설계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담
당했다. 독일 업체는 AUC 공정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용역을 수행할 뿐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변환 시설은 구조물 골조공사, 공정기기·배관·전기 설치공사, 
육불화우라늄 누출 대비 시설공사를 거쳐 1990년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다.230)

1989년 경수로 핵연료 성형가공공장의 준공으로 한국핵연료는 1990년부터 ‘국
산’ 핵연료를 고리 2호기에 장전할 수 있었다. 경수로 핵연료 사업이 완료되면서 
원전 관계자들은 한국이 1990년부터 중수로와 경수로 핵연료 모두 ‘국산화’에 성
공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와 경수로 핵연료 국산
화의 실제 내용은 달라 보인다. 한국전력은 무엇을 국산화된 핵연료라고 불렀던 
것일까? 이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산’ 핵연료는 한국에너지연구소가 개발한 ‘국
산’ 핵연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4.3. 두 국산화 개념의 공존: KOFA 핵연료
한국핵연료와 카베우사가 공동개발한 핵연료는 경수로 핵연료 특성상 세 가지 유
형으로 만들어졌다. 중수로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원통형으로 핵연료봉을 모아 
하나의 핵연료 집합체를 만들지만, 경수로는 [그림 5]와 같이 직육면체 모양으로 
핵연료봉을 모아 핵연료 집합체를 만든다.231) 여기서 한 개의 핵연료 집합체에 
몇 개의 핵연료봉이 장전되는지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진다. 고리 1호기의 핵연
료봉은 14x14 형태로 장전됐고, 고리 2호기는 16x16, 고리 3·4호기, 영광 1·2호
기, 울진1·2호기는 17x17형태를 취했다.232) 한국핵연료는 세 유형의 핵연료를 모

228) 이들이 “순수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재변환 공장을 건설할 때 독일과 기기공급 
및 기술도입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처 원자력실 원자력안전과, 
“핵연료국산화 사업허가기간 변경요건” (198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38057, 46;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이십년사, 113.

229)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앞의 글, 124-125.
230) 한전원자력연료, 앞의 글, 115-116.
231) [그림 4]는 본 논문의 45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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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만들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원자로에 사용할 수 있는 17x17유형을 집
중적으로 개발했다.

[그림 5] 경수로 핵연료 단면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
스템, https://wacid.kins.re.kr/SNF/snf01.aspx, 2021.02.23. 최종
접속.

  

이렇게 만들어진 세 유형의 핵연료는 KOFA(Korean Fuel Assembly)라고 불
렀는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핵연료는 서로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국산 핵
연료라고 불렀다.233)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AUC 공정을 활용하여 경수로용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국내 연구진들이 제조했다는 근거를 들어 KOFA를 국산 핵
연료라고 불렀다. 물론 중수로 핵연료 분말을 만들 때 사용하던 AUC 공정을 경
수로 핵연료 분말을 제조하는 과정에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었다. 경수로 핵
연료 분말은 우라늄 정광을 기체 형태의 육불화우라늄(UF₆)으로 변환시킨 다음 
이를 이산화우라늄 분말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234) 한 단계의 제조공
정을 더 거치다 보니 안전을 위해 공장의 주요 반응기들의 모양이 달라졌으며, 
AUC 공정도 육불화우라늄에서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발해야 했다.235)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연구소 재변환부는 1986년부터 

232) 김시환, 알기 쉬운 핵연료관리 (서울: 형설, 2010), 248. 
233) KOFA 핵연료가 완성됐던 1990년, 한국에너지연구소는 한국원자력연구소로 이름을 

다시 바꿨다. 
234) 경수로 핵연료와 중수로 핵연료의 차이는 43쪽의 각주 160을 참고. 
235) 기체형태의 육불화우라늄은 저농축이긴 하지만 우라늄 정광보다 농축된 형태이므로 

이것이 핵임계에 절대 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주요 반응기들의 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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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용 AUC 공정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1년 동안 연구소가 제작한 경수로용 
AUC 침전조 실증시험을 거친 뒤 경수로 재변환에 사용할 수 있는 100 리터 용
량의 AUC 침전조를 설치했다. 이 기술은 1988년 독일 지멘스사로부터 한국에너
지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인정받았으며, 연구소는 지멘스사와 기
술전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재변환 공장건설에 필요한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236) 이 사업을 담당했던 한국에너지연구소 장인순은 “수 년 동안 긴긴
밤을 세우며 연구 개발에 전념하”여 경수로용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만드는 “상용 
공장을 우리 힘으로 건설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핵연료 국산화의 뜻을 이루
었다”고 회고했다.237) 

하지만 한국전력 소속 이종훈(李宗勳, 1935-)은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
서 재변환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연구소가 추진하던 재
변환 공정의 국산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당시 재변환 공정을 사용
하는 공장이 국내에 하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재변환 공정을 활용하는 
공장이 국내에 여러 곳이라면 재변환 공정 독자개발이 기술도입비 절감 차원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 한국은 이런 공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점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재변환 공정 독자개발을 
“경제성 없는 위험부담의 감수를 강요하는 꼴”이며 “굳이 자체 개발함으로써 그
에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짊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238) 결과적으로 
재변환 공정이 개발되어 KOFA 핵연료를 만들 때 사용되긴 했지만, 한국전력과 
한국핵연료 관료들이 이 공정 때문에 KOFA를 국산 핵연료라 부른 것은 아니었
다.

한국핵연료는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KOFA를 국산 핵연료라고 불렀다. 첫 
번째 이유는 KOFA를 ‘고유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었다. 여기서 고유한 
디자인이란 다른 외국 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 모양을 의미했다. 이전까
지 한국은 고리원전 건설의 주계약자였던 웨스팅하우스에서 만든 핵연료를 수입
하여 경수로를 가동하고 있었다. 이는 KOFA와는 모양이나 재질이 아주 조금씩 
달랐다. 예를 들어, 웨스팅하우스의 핵연료는 12 피트였지만, KOFA는 8 피트 혹

사각의 납작한 모양(Slab Reactor)이며 용기도 파이프로 제작된 긴 실린더 모양을 하고 
있다.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앞의 글, 128-129.

236) 같은 글, 130. 
237) 장인순, “한국을 밝힌 원자력”, 원자력산업 26:2 (2006), 14-21.
238) 이종훈, 살아있는 전력사 Ⅱ,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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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 피트였고, KOFA의 핵연료 고정 스트랩은 웨스팅하우스보다 더 두껍게 만
들어졌다.239) 이외에도 연료봉 봉단마개의 두께나 지지격자체 금속 종류 등 핵연
료 부품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한국핵연료가 경수로 핵연료의 ‘고유한’ 디자인 개발을 강조했던 이유는 
기술 실시권 확보를 통한 원자력발전소 운영 단가절감에 있었다. 한국핵연료는 
1986년 카베우사와의 기술도입계약을 통해 KOFA 핵연료의 기술 실시권을 보유
하게 되었다. 이 도입계약에 따르면, 한국핵연료는 개발된 핵연료의 성형가공, 저
장, 판매 및 운반기술에 대한 기술정보와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KOFA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권리인 기술 실시권을 가지게 되었다.240) 이 
덕분에 한국핵연료는 핵연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하는 기술이용료를 절약할 수 있었다. 즉, 웨스팅하우스의 핵연료의 디자
인과 KOFA의 디자인이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KOFA가 웨스팅하우
스 핵연료와 구분되는 디자인을 가진 핵연료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한국핵연료가 
이에 대한 기술 실시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웨스팅하우스의 핵연료에서 사용되지 않던 공정이나 설
계를 개발하여 KOFA에 적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피복관처럼 핵연료의 안
전성과 직결되는 부품들은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작했다.241) 
한국핵연료는 고유한 디자인을 강조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핵연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경제적인 손해를 최소화하
면서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 품질이 보장되는 핵연료
란 고리 1호기에 장전했을 때 문제없이 잘 연소가 되는 핵연료를 의미했는데, 이
를 위해 한국핵연료는 KOFA를 고유한 디자인이자 미국에서 수입한 웨스팅하우스
형 핵연료와 호환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42) 하지만 공

239)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로과, “핵연료 국산화 현안” (198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38046, 1-19; 장인순, “한국의 핵연료 현황”, 원자력산업 12:2 (1992), 14-20. 

240) 실시권은 기술이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정한 범위 안에서 타인의 특허 발
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로과, “원자력 1호기용 
핵연료 설계 현안” (198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38046, 27-31; 한국원자력산업
회의, “원자력분야 특허기술의 동향과 특성 연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5), 
100-101.

241) 이찬복 외, “KOFA 핵연료 UO₂ 소결체의 조사후 검사 결과 분석”,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1996), 244-250. 

242)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로과, 앞의 글,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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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설계를 맡은 카베우사가 고리 1호기에 장전되는 핵연료 모양을 만들어 본 경험
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다가왔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을 두고 노내·외 실증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다.243) 그래서 한국핵연료는 
KOFA 노내실증시험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산
화 사업은 일 년 정도 연기가 되는 상황이었다.244) 하지만 이들은 KOFA가 상업
용 원자로 내에서 손상되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산화 사업이 조금 
미뤄지더라도 핵연료 품질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KOFA를 국산 핵연료라 부른 두 번째 이유는 KOFA의 설계 부품들을 
국내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점이었다. “부품 국산화” 사업이라고 불린 이 
사업은 1987년 11월 한국핵연료 내 핵연료부품국산화전담반이 만들어지면서 본
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245) 이들은 개발 난이도에 따라 핵연료 부품을 1차 
개발 부품과 2차 개발 부품으로 구분했다. 1차 개발 부품은 핵연료 봉단마개, 안
내관 마개, 안내관 너트 등 비교적 개발이 쉬운 소형 부품들이었으며, 2차 개발 
부품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핵연료 상·하단 고정체와 핵연료 판스프링이었다.246) 
제품 제작의 난이도는 달랐지만, 두 개발 부품 모두 원자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
한 뒤 이를 국내업체가 가공하는 방식으로 국산화가 이뤄졌다. 1차 개발 부품의 
경우 국내업체 중 코일·스프링 제작 경험이 있는 남경정밀과 삼원정공이 개발을 
맡았으며, 이들은 프랑스의 가공업체 CEZUS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개발을 수행했다.247) 2차 개발 부품은 대우정밀공업이 책임자
로 선정됐으며, 이들은 독일 제조업체인 VDM(Vereinigte Deutsche Metallwerk
e AG)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았다.248) 2차 개발 부품은 국내업체의 기술력만으

243) 같은 글.
244) 노내실증시험을 몇 번 수행하는지를 두고 네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네 가지 안이란, 

시험집합체를 연소시키지 않고 바로 장전하는 경우, 한 번 연소 후 장전하는 경우, 두 
번 연소 후 장전하는 경우, 세 번 연소 후 장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한국핵연료 관료
들은 두 번 연소 후 장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하면 고리 1호기 핵연료 국산화
는 일 년이 늦춰지지만 “국산화가 부분적으로 1년 연기되어도 경제성에는 영향이 없”다
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로과, “출장복명서(핵연료 가공사업 및 다목적 
연구로 ProjectMeeting)” (198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38046, 32-329; 과학기술
처 원자력국 원자로과, “핵연료 가공사업의 인허가 관련 월례 회의 자료” (1986), 국가
기록원 관리번호: BA0138046, 20-26.

245)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이십년사, 146.
246)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앞의 글, 179-186.
247) 한전원자력연료, 앞의 글, 146-147.
248) 핵연료부품국산화전담반은 1·2차 개발 부품 개발을 위한 원자재 업체를 고를 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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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제작이 어려워 일본과 독일 업체를 방문하여 완제품을 받거나 기술자문을 
받아야 했다.

핵연료부품국산화전담반은 이 사업을 통해 핵연료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핵
연료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핵연료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줄
이고 경험 있는 국내업체에서 부품을 생산하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부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원가절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1992년 한국핵연료 사장을 지냈던 김동훈은 핵연료 부품 국산화 사업을 통
해 1990년 6월 무렵 1·2차 개발 부품의 ‘국산화’를 모두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00만 달러의 외화를 절감했다고 밝혔다.249) 덧붙여 그는 이 경험을 통
해 아직 ‘국산화’하지 못한 핵연료 지지격자체를 국내기술로 개발하겠다고 밝혔
다. 이런 김동훈의 포부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핵연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
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지지격자체는 핵연료 부품 중 피복관을 제외하면 부품
비의 약 80%를 차지하는 부품으로 이를 국내기술로 개발하면 핵연료 생산단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250)

이처럼 한국전력 출신의 한국핵연료 관료들이 생각했던 국산화와 한필순으로 
대표되는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생각했던 국산화 사이의 대립은 경수로 핵연료가 
완성될 때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다. 그 결과 두 행위자가 생각하던 국산화가 공존
하는 형태로 ‘국산’ 경수로 핵연료가 완성될 수밖에 없었다.

에는 국내 업체인 삼미종합특수강과 국산화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삼미
종합특수강에서 공급한 원자재가 핵연료 부품으로 사용하기에는 두께가 얇거나 품질이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과의 계약은 철회한 뒤 외국업체와 원자재 공급 계
약을 체결했다. 한전원자력연료, 앞의 글, 147.

249) 김동훈, “한국의 PWR핵연료 가공사업현황 및 전망”, 원자력산업 12:4 (1992), 
20-24.

250) 하지만 1990년대까지도 지지격자판을 전량 수입한 뒤 이를 기술진들이 국내에서 접
합(brazing)하는 방식으로 핵연료를 제작했다. 지지격자체 기술개발은 1998년 웨스팅하
우스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고 나서야 진전을 보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해서 연
구개발이 이뤄지던 분야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개발” (과학기술
부, 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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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989년 ‘국산’ 경수로 핵연료 52 다발이 고리 2호기에 공급되면서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였다. 이 사업에 참여한 과학·기
술자들은 경수로 핵연료가 장전됨으로써 한국이 드디어 “핵연료 자립시대”로 접
어들었다며 희망찬 미래를 전망했다.251) 하지만 이런 희망찬 전망과는 다르게 한
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이의 갈등은 1990년대 내내 끊이지 않았다. 한국전
력은 여전히 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중·경수로 핵연료를 신뢰하지 않았다. 한국전
력은 이 핵연료가 외국산 핵연료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핵연료 도입계약을 새로 맺었으며,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이 계약 진행에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다. 동종의 핵
연료를 연구소가 공급할 수 있음에도 한국전력이 미국기업과 손을 잡은 것은 핵
연료 사업에서 연구소의 입지를 줄이고 사업의 관할권을 독점하겠다는 한국전력
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252) 이처럼 ‘국산’ 경수로 핵연료가 두 기관
의 국산화 개념을 모두 반영한 채 만들어지면서 두 기관 사이에 일종의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보였지만, 1990년대 이뤄진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도 여전히 두 
기관의 긴장과 대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80년대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에
너지연구소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은 국내 원전산업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
려는 두 기관의 긴장과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핵연료 국산화 
사업이 정부의 주요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들은 이 사업을 주도해야만 국내 원
전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는 핵무기 기술개발이 좌절된 후 핵연료 제조공정의 독자개발을 내세워 원자력 

251) “핵연료 자립시대 맞아”, 한겨레 (1990.02.16.), 3면.
252) 이재혁, “원자력연구소 개발 ‘핵연료’ 쓸 것인가 말 것인가. 89억 들여 국산화...‘비싸

다’ 사용외면”, 한겨레 (1990.08.28.), 9면; “원자력 핵연료 국산화기술 외면 한전 ‘중
복’ 수입계약 말썽”, 한겨레 (1993.06.09.), 3면; 윤국한, “국내생산 가능 핵연료 한전
서 외면 수입의존”, 한겨레 (1994.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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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사업에서 기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에 비해 한국전력은 전력
생산 단가절감을 목표로 국산화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는 핵연료 국산화 사업까
지도 한국전력 중심의 원전 산업체제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두 기관 모두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자신들이 맡아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 정당화를 위해 활용된 것이 바로 ‘국산
화’라는 개념이었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맞게 
국산화의 내용을 채워나갔고, 자신이 설정한 방향으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추
진함으로써 기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즉, 국산화라는 개념은 기관의 
지향에 따라 그 의미를 재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자 1980년대 원전 사업
에서 기관의 입지확보를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일종의 이념적 교두보였던 것
이다.

국산화 개념에 대한 두 기관의 상이한 이해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핵
무기 개발, 원전 도입 등 한국이 처했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두 기관이 가장 시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우선 원자력 기술도
입 초기인 1970년대 한국전력은 석유에너지의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원자력 발전
소 건설을 추진했다. 이는 국제적인 석유파동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됐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전력은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핵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는데, 이는 미국의 닉슨독트린 선언 
이후 국방을 자주해야 한다는 박정희 정권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즉,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가장 우선시한 과제는 핵무기 개발을 뒷받침할 독자적인 
기술력의 확보였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아니었다. 

두 기관의 서로 다른 관심사는 1976년 원전 국산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국산화’의 의미를 재단해나갔다. 
한국전력은 여전히 불안정한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74년 핵무기 기술개발이 좌절된 이후 이를 대체할 기술을 
모색했고, 그 대안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바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이었다.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맡았던 기관은 한국에너지연구소(전 한국원자력
연구소)였다. 이들은 1980년대 정권교체 및 정출연 통폐합이라는 변화 속에서 연
구소의 입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독자적인 연구역량을 증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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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관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화 개념은 외국기업의 영향
력을 최대한 배제한 채 국내 연구진들이 독자적으로 핵연료 기술을 개발하는 것
으로 이해되었다. 국산화 개념을 이렇게 해석한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전략은 나름 
성공적이었다. 이들은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서 AUC 공정의 독자개발 성
과를 전두환 정부로부터 인정받았고, 이를 발판으로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
에서 연구소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에너지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가 함께 참여한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은 
국산화 개념에 대한 두 기관의 서로 다른 이해를 가장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이다. 먼저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이 사업에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반기지 않
았다. 외국기업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사업의 주도권도 외국기업으로 넘어가기 때
문에 진정한 기술자립을 이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이전에 AUC 공정 
독자개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내 독자개발을 강조하는 
편이 연구소의 입지를 확보하기에 유리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서도 연구소
는 국산화 개념을 국내에서의 독자개발로 해석했고, 완성된 KOFA 핵연료를 재변
환 공정의 독자개발을 근거로 국산 핵연료라고 불렀다. 하지만 한국핵연료 입장
에서 외국기업의 참여는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국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아야 기술 수준을 빠르게 높일 수 있고 이것이 기술자립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력은 핵연료를 국내에서 생산했
다면 국산화된 핵연료라고 해석했다. 한국핵연료는 독일 카베우사와의 공동설계
로 만들어진 KOFA 핵연료를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근거를 들어 이를 국
산 핵연료라고 불렀으며, 이에 근거하여 핵연료의 기술 실시권을 발휘할 수 있었
다.

본 논문은 1980년대 한국 중·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1980년대 한국 원자력에서 기술정치 체제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
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70-80년대 정부의 주도로 이뤄진 거대과학 프로젝트가 
일관된 정부 기조 아래 정부의 의도대로 이뤄졌던 것이 아니라, 원전산업에서 주
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행위자들의 경합과 조정의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양상이 계
속해서 재조직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1970-80년대 한국 원자력 
기술발전의 역사를 ‘기술자립을 통한 선진국 도약’이라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자력 과학·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이를 이뤄낸 역사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행위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원전산업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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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기술발전의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이해해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역사에서 과학·기술민족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한국 원자력 기술의 역사를 만들어간 
과학자들의 활동을 자신의 과학기술적 실천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기
여하겠다는 공통의 과학·기술민족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활동으로 단순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한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행위자들이 자기 기관의 이념과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과학·기술
민족주의를 구성해 갔음을 살펴보았다. 한국전력은 전력을 싸고 끊김 없이 공급
해야 국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했다.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핵무기 기술
을 비롯한 원자력 기술의 독자개발 역량을 갖춰야만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요컨대, 과학·기술민족주의는 고정된 의미를 지닌 이념이 
아니었다. 원자력 관련 행위자들은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맞게 
민족주의적인 이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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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chno-nationalism and

the Nuclear Fuel Development 

Project in South Korea, 1976-1989

PARK Ye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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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PHWR) and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fuel develop-
ment project in which two institutions that led the introduction of 
nuclear technology in South Korea participated: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and Korea Electric Power 
Company(KEPCO). This project illustrates not only the situation 
that Korea had to import nuclear technology from foreign coun-
tries during the Cold War but also shows the controversies be-
tween Korean nuclear scientists who had different ideas of “kuk-
sanhwa”(‘localization’ of foreign technology). KAERI and KEPCO 
developed different ideological and political orientations in the 
course of facing various political events in South Korea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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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adoption of nuclear 
power. While KEPCO considered reducing the cost of electricity 
production as its top priority, KAERI devoted its efforts to culti-
vating its technology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hese different orientations of the two institutions made 
them have different ideas of “kuksanhwa” in the PHWR and PWR 
fuel development project, which led to the controversies in the 
course of their competition over who is going to take the lead in 
the nuclear power industry. While KAERI regarded “kuksanhwa” 
as independent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by South Korean 
scientists without any involvement of foreign companies, KEPCO 
understood it as the production of fuel in South Korea regardless 
of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companies. In short, the historical 
concept of “kuksanhwa” had no fixed meaning, and rather served 
as an ideological bridgehead to guarantee the position of the in-
stitutions in the nuclear power industry during the 1980s.

Keywords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Korea 
Electric Power Company(KEPCO), Nuclear Power, Technopolitics, 
Localization, Techno-nationalism, Scientific Nationalism 
Student Number : 2019-2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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