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다자협력구상
(2017. 7. 12)

동북아다자협력증진방안
- 원자력안전 2차 전문가 워크숍 ■ 일

시 : 2017. 7. 12 (수) 10:00~18:30

■ 장

소 : 일본, 동경 제국호텔 彩の間 Irodori Room

■ 주

제 : “동북아다자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 원자력안전 2차 전문가 워크숍”

■ 규

모 : 한일 원자력안전 및 국제관계 전문가, 외교부 관계자 30여명

■ 주

최 : ㈜비즈, 원자력안전연구협회, 일본원자력안전연구소

■ 주

관 : 세종연구소

■ 후

원 : 외교부

■ 정

리 : 비즈(주) · 세종연구소

■ 프로그램:
세션 I. 아시아문화를 고려한 원자력안전문화
10:00-10:20

등 록
사회: 야가와 겐키 (원자력안전연구협회 회장)

10:20-12:50

10:20-10:25

개회사

이상현 (세종연구소)

10:25-10:30

기조발언

10:30-10:50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문화 관점 분석

10:50-11:10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드러나는 일본
문화의 특성

야가와 겐키

11:10-11:30

안전문화에 대한 규제 접근법과 지역 문화
의 영향

김호기

11:30-11:50

아시아 국가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고정
관념

쿠고 아키히데

11:50-12:50

토 론

전원

김영완 (외교부)

13:00-14:00

박윤원

오 찬

세션 II. 원자력손해배상책임과 보상의 쟁점에 관한 지역적 협력
사회: 김상용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4:00-16:20

14:00-14:30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과 후쿠시마사고의
손해배상 현황

14:30-14:50

한국의 원자력손해배상책임 사례

함철훈

14:50-15:10

한국의 원자력손해배상 사례

김재화

15:10-16:20

토 론

16:20-16:40

노무라 토요히로

전원

휴 식

세션 III. 동북아다자협력과 한국 및 일본의 역할
사회: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16:40-17:00

동북아다자협력과 한국의 역할

이상현

17:00-17:20

동북아다자협력과 일본의 역할

스즈키 카즈토

16:40-18:30

17:20-18:30

토 론

18:30-20:00

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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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 한국측 참석자 :
이름

소속 및 직함

1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2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

3

최은미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4

박윤원

㈜비즈 대표(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5

임지한

㈜비즈 연구원

6

김호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임연구원

7

윤철호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

8

김재화

에이온코리아 상무

9

이청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10

함철훈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11

김상용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2

김영완

외교부 정책기획국 심의관/상황실장

13

임현수

외교부 외무사무관

14

김수연

외교부 외무사무관

15

김철수

통역사

■ 일본측 참석자 :
이름

소속 및 직함

1

야가와 겐키 (矢川 元基)

원자력안전연구협회 회장, 동경대 명예교수

2

쿠고 아키히데 (久郷 明秀)

원자력안전추진협회 집행임원 국제협력실장

3

에치젠 마사히로 (越前 正浩)

원자력안전추진협회 시스템기반부 부장

4

혼다 카즈아키 (本田 一明)

원자력안전추진협회 집행임원 시스템기반부 부장

5

야마토 아이지 (大和 愛司)

전 니혼겐넨(日本原燃) 주식회사 부사장

6

야나기사와 츠토무 (柳澤 務)

전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이사

7

나루미야 요시유키 (成宮 祥介)

간사이전력 주식회사 원자력연료사이클실 매니저

8

하야세 켄이치 (早瀬 賢一)

전력중앙연구소 원자력기술연구소 휴먼팩터연구
센터 주임연구원

9

노무라 토요히로 (野村 豊弘)

일본에너지법연구소 회장

10

미즈모토 카즈미 (水元 和美)

히로시마시립대학 히로시마평화연구소 부소장

11

손현진 (孫賢鎭)

히로시마시립대학 히로시마평화연구 조교수

12

스즈키 카즈토 (鈴木 一人)

홋카이도대학 교수

13

타니구치 타케토시 (谷口 武俊)

동경대학 정책비전연구센터 교수 (공학박사)

14

토사키 히로후미 (戸崎 洋史)

15

노무라 토모유키 (野村 智之)

원자력안전연구협회 과장

16

배승주

통역사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군축・비확산촉진센터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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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아시아 문화를 고려한 원자력 안전문화
1. 원전 사고에 대한 안전문화 관점 분석
○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의 중요성
- 전기적·기계적 결함보다는 조직 및 인적오류가 사건의 근본원인으로 작용
※ 신고리1호기 격납건물살수사건 분석 결과 안전문화 결여가 사건의 주요 원인
이었으며, 관련 안전문화 특성이 TMI 사건과 유사함.
- 사건의 안전문화 관점의 분석을 위해서는 자세한 사고경위가 요구

○ 공통의 안전문화 Framework 구축 필요
- 안전문화 관점에서의 사건분석 결과로 특정 국가, 혹은 동아시아 공통
의 안전문화 특성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규제기관과 사업자 혹은 더 나아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공통의 안전문화 Framework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드러나는 일본 문화의 특성
○ 사고 원인으로서의 국가문화
- 집단주의와 유교문화로 인한 신지식 및 연구결과의 미반영
※ IAEA에 의한 심층방어 5단계 개념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심층방어
4~5단계(중대사고 및 비상대응)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하였음.
※ 2007년 JNES의 루부루이에 원전 침수사례의 후쿠시마 원전 적용 연구결과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음.
※ 2001년 미국에서 전원상실 대비를 모든 원전에 의무화하였으나 일본 규제기
관은 이를 도입하지 않음.
- 신규 지식의 평가 및 신속한 활용을 위해서는 학계의 역할이 중요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는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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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문화에 대한 규제 접근법과 지역 문화의 영향
○ 국가문화를 활용한 안전문화의 증진
- 동아시아 문화에 의한 안전문화 증진 이점 활용 및 단점 보완
※ 연장자 존중, 집단주의, 상하관계 중점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동아시아의 문
화는 경영진으로부터의 안전문화 증진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안전문화 증진에 단점이 되는 동아시아 문화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향식
의사소통 증진, 관리자 수준에서의 상호 벤치마킹, 정책결정 수준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

4. 아시아 국가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고정관념
○ 조직의 고정관념(Basic Assumption)에 대한 주의 필요성과 접근방법
- 객관적 문제인식 및 해결을 위해 고정관념의 극복이 요구됨.
※ 후쿠시마 사고 이전 다수호기 동시사고 및 자연재해에 의한 원전 사고는 발생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 Davis-Besse 사고의 경우 선입견으로 인해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
※ 서열종적사회 혹은 hierarchy적인 동아시아의 문화를 생각할 때, 고정관념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
- Culture for Safety 인식과 Systemic Approach
※ 안전문화를
for Safety)
※ 조직문화에
종합적으로

별개의 문화가 아닌 조직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Culture
방향으로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
영향을 미치는 고정관념의 확인을 위해서는 조직, 개인, 기술을
고려하는 Systemic Approach가 요구됨.

5. 핵연료주기 관련 사고경험과 교훈
○ 기술적 안전성이 높은 방안 채택 필요
- 1986년과 2017년에 금속용기 내 플루토늄을 감싸고 있는 PVC 포장재가
열화로 인해 부풀어 올라 플루토늄 흡입피폭 발생
※ 분말 플루토늄 누출 흡입 피폭사고를 통해 차단된 계 내의 작업 필요성과 내부
상태 확인이 가능한 용기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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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의 특성에 적합한 지식 공유 방안 검토 필요
- 1997년 액체폐기물의 고형화 과정 중 기존 절차를 임의 변경하여 자기
발화 및 가스폭발이 발생함.
※ 폐기물 처리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는 교육자료, 주의점이 전달되지 않아 발생

○ 안전문화 및 관련 법적 처벌 강화 필요성
- 농축우라늄 용액의 균질화 과정 중 연료용액이 임계에 도달하여 작업자
및 주민이 감마선 피폭을 당함.
※ 절차 준수, 심사 등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사건의 원인

6. 몬주의 영구정지 결정 배경과 안전문화 관점의 교훈
○ 몬주 원자로의 영구정지 배경
- 몬주는 개발단계의 원자로에 적합한 유지보수 활동의 미실시, 나트륨
누설사고 이후의 긴 회복기간, 국가 프로젝트 체계의 변화, 초기 개발
목표의 퇴색 등으로 폐로하게 됨.

○ 영구정지에 대한 안전문화 관점 대응
- 신기술의 개발 시 타 조직에게 의지하지 않고 조직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적 안전기준을 책정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품질보증
활동(PDCA)과 이를 검토하는 기구가 강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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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원자력손해배상책임과 보상의 쟁점에 관한
지역적 협력
1.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과 후쿠시마사고의 손해배상 현황
○ 일본 원자력손해배상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원배법) 적용
- 원배법의 책임 집중의 원칙으로 인해 민법은 적용하지 않음.

○ 일본 원배법 개요
- 국제적인 원칙과의 일관성
- 무과실책임과 면책사유
※ 고의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원전과 관계된 손해를 배상.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동란으로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면제 → 후쿠시마 사고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무한책임
※ 손해배상의 한도 없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
- 책임 집중과 구상 제한
※ 손해배상책임은 원자력 사업자에만 있음.
- 원자력손해의 정의
- 손해배상 조치
※ 손해배상조치액(financial security) 확보 의무(1200억 엔)
- 국가의 조치
- 원자력손해배상 분쟁의 해결
※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 설치 및 이를 통한 분쟁 중재 및 지침 제정
※ 심사회 아래 원자력손해배상분쟁해결(ADR)센터 설치
- 청구권의 시효

○ 후쿠시마사고의 손해배상 현황
- 손해배상은 도쿄전력과의 직접협상, 법원을 통한 소송, ADR 센터를 통
한 중개의 3가지 방안으로 수행
※ ADR 센터를 통한 배상절차가 가장 효과적이며 처리 건수의 다수를 차지함.
- 현재까지 도쿄전력이 지불한 손해배상액은 70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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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원배법 문제점 및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CSC)
가입 필요성
○ 현재 한국의 원배법은 일본의 원배법과 유사하나 일부 상이
- 유한책임제도, 원자력손해의 정의, 면책사유(국가 간 무력충돌) 등
※ 국내 실정에 맞는 원배법 구축(개정) 필요

○ CSC 가입 및 내용의 조정 필요
- 국내 발전소의 밀집도, 원전 인근의 주요도시 및 인구를 고려하면 CSC
의 가입이 필수적임.
※ 또한 CSC 가입 후 미국, 중국 등 원자력 국가들이 참여하여 미국 프라이스엔
더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부담금을 국제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법 내·외적인 접근 필요
※ 미국 9·11테러 사건의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공감 등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 외적인 접근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

3. 원자력손해배상한도액과 원자력보험의 담보력
○ 국외 원자력손해배상한도의 증액 경향과 국내 손해배상한도액 개선 방향
-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배상조치금의 증액을 계획 중임.
- 국내에서도 원자력손해배상의 제도 변경(유한→무한)으로 변경 또는
손해배상한도액의 증액 및 CSC 가입에 대한 움직임이 있음.
※ 현행 유한배상한도 유지, CSC 가입 추진과 동시에 손해배상한도액의 점진적
증액이 바람직함.

○ 원자력보험시장의 담보력 증액 필요
- 원자력손해를 담보하는 별도 보험종목 개발 및 공동인수기구를 통해
담보력을 제공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USD 4.3억 부족
※ 보험으로의 Critical Head of Damage(환경손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담보책
임 전가가 담보력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국내는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로 증
액하며 Critical Head of Damage에 대한 담보 책임을 정부보상계약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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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동북아다자협력과 한국 및 일본의 역할
1. 동북아다자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
○ 역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효용성 증대
- 국경을 뛰어넘은 초국가적 현상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역적 협력과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갈수록 늘어가는 원자력안전, 환경, 기후변화, 난민, 금융위기 등의 초국가적
이슈는 양자가 아닌 다자적 접근을 통할 때 보다 해결이 용이함.
- 세계는 점차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구분이 약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행위자간 다양한 연계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문제해결에 더욱 큰 기
여를 함.
※ 리처드하스(R.Haas)의 World Order 2.0: 주권은 책임을 동반하는 개념이며,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빚을 지고 있다’. 따라서 근대적 주권개념이 아닌
보다 확대된 규범(norm)과 책정(arrangement)가 필요함.

○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전제조건 및 제약조건
- 동북아 안보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상호의존의 심화, 다자협력의 필요
성·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등이 전
제되어야 함.
- 한편, 북핵위협, 내셔널리즘, 영토·역사문제의 정치화 등, 정치·안보
적 긴장은 역내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동북아다자협력과 한국의 역할
○ 동북아다자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
-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 중 하나로 다자협력외교를 중시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은 초국경적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과 필요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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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동북아다자협력구상 노력과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 한국정부는 동북아다자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문재인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계승·발전시
킨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을 밝힌 바 있음.
※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역내 공통의 위협/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의 습관을 통해 연성안보이슈(soft security issue)에서 경성안보이슈
(hard security issue)로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한 구상임.
※ 구체적 이슈로, △원자력안전, △에너지안보, △환경, △재난관리, △사이버
스페이스, △보건, △마약 등 7개 분야에서 민관네트워크(1.5트랙)을 통한 협
력체계를 구축을 통한 대화와 협력의 습관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예를 들어, 원자력안전분야의 경우, 기준설정, 피어리뷰(peer review)등 경험
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역내 대화 기반이 향후 기술협력, 동북아사찰기관 설
립, 안전을 위한 공동이행 등 경성안보이슈 논의로 진전시켜 가는데 공헌하
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공간적·지리적 범
위의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기여 및 책임확대를 통한 성숙한
외교와 공동의 번영 추구, △안보와 경제 두 축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
범위의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북아다자협력 진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과제
- 한국은 △역내 주요행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consensus building/vision
sharing)을 통한 협력의 동력 확보, △역내 다자협력에 대한 적극적 의
지 표명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더불어, 각 국은 민관협력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지하고, 국가기관과
비국가기관의 연계, 정부행위자와 비정부행위자간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 가시적인 정책이해의지를 보여야 함.
※ 외교부는 ‘게이트키퍼(gate keeper)’가 아닌 각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
는 ‘게이트오프너(gate open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3. 동북아다자협력과 일본의 역할
○ 동북아 및 동북아다자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
- 일본에서도 다자협력에 대한 논의와 개념은 있었으나, 지속·계승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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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토야마 정권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우선순위가 높아졌으나, △개인
적 가치에 대한 공유 부족, △짧은 정치적 기간,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범위
의 한정 등으로 인해 지속 추진되지 못하였음.
- 일본에게 있어 동북아국가들은 협력해야 할 대상이나 영토·역사 문제
등 많은 난제들로 인해 협력이 용이하지 않음.
※ 한국 정부의 역사문제와 안보·경제이슈를 이원화하는 투트랙(two-track)접근
은 일본에게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다자협력 진전을 위한 일본의 역할: 표준설정자 (standard setter)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환경, 원전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
를 먼저 경험한 ‘과제선진국’으로, 이를 해결·극복함으로써 ‘표준
설정자(standard setter)’역할을 할 수 있음.

4. 한일관계 증진 및 동북아다자협력 진전을 위한 제언
○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강화 및 역량 증대
- 관(官)에서 민(民)으로의 ‘하향식(top-down) 접근’과 민(民)에서 관
(官)으로의 ‘상향식(bottom-up) 접근’의 조화를 통한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로 실질적 협력을 촉진해야 함.
※ 정부 차원의 비전공유와 의지결집, 민간(전문가)차원의 논의의 축적과 활성화
를 통해 역내 협력증진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및 상호간 노력 강화
- 양국은 상호간의 역사·영토 문제 등 잠재해 있는 갈등요소를 현명하
게 해결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내 컨센서스빌딩, 양국간 소통 강화
등 단계적·입체적 과정을 통한 점진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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