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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의 원자력 행정체제 변화:
안전규제 강화인가 원전수출 촉진인가?*
1)

고경민․정범진**

<요약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원자력 행정체제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
전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 여 만인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출범하
면서 삼원화 체제로 이행되었다.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에 미친 영
향 요인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보다 그 이면에서 작동한 원전수출 촉진의 영
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행정체제 개편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면, 원전 수
출은 그것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논지이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이 논문은 한국
의 원자력 정책이 발전해 온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제도 변
화의 원천으로서의 위기와 제도 변화를 둘러싼 부처간 경쟁과 갈등,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
부의 정책이념의 영향 등을 분석했다.
주제어: UAE 원전수출,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자력 행정체제, 역사적 제도주의, 초점사건, 원
자력안전위원회

Ⅰ. 서론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선진국이자 안전의식이 일상화되어 있다
고 여겨지던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 여파가 컸다. 더욱이 원자력의 새로운 부흥
(nuclear renaissance)이 기대되던 시기에 발생한 이 사고는 안전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신규 원
전건설 규모의 축소나 원전 폐쇄 등 다방면에서 세계 원자력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
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고, 일부 환경 및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온
반핵․탈핵운동이 세(勢)를 결집했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와 정당들
* 본 연구는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지원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
습니다. (과제번호 : NRF 2010-0020077).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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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핵․탈핵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여러 변화들 중에서도 원자력 행정체제1) 개
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나타난 가장 주목할 만한 원자력 정책 변화 중의 하나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원자력 행정체제
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 여 만인 2011년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출범하면서 삼원화 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2) 이러한 개편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과거와 차별화되는 변화이다. 하나는, 1976년 3월 지경부의 원자력 관
련 부서의 신설로 교과부와 지경부가 35년 동안 분점해 온 이원화 체제가 원안위의 가세로 삼
원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의 연장선상에서 TMI(Three Miles Island)나 체르
노빌(Chernobyl) 원전사고처럼 과거의 대형 원전사고 발생시에는 그에 대응한 정부조직 개편
이나 유의할 만한 정부 차원의 특별 조치가 없었던 데 반해(Choi 2009, 5499), 후쿠시마 원전사
고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행정체제가 개편되었다는 점이다.
왜 35년이라는 오랜 역사성을 가진 행정체제가, 그것도 1979년 TMI나 1986년 체르노빌 원
전사고 때와 달리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 개편되었는가? 일견, 그 사고가 이웃한 일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의 입법과정을 보면,
안전규제 강화만이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의 동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은 후쿠
시마 사고가 발생하기 1년 8개월 전인 2009년 7월에 이미 제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행정체제 개편은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의 법률 개정안 심의에 관한 국회 회의록에는 눈
에 띠게 ‘수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왜 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심의 과정에 원전
수출 문제가 논의되었는가? 사실, 이명박 후보의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할 때
부터 원자력산업의 육성과 수출이 새로운 정책적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
까지도 고려된 바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09년 12월 UAE 상업용 원전 수
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직후에도 지경부장관의 주도로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 시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은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 논문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에서 원자력 행정체제가 어떤 동인에 의해 개편되었는가를

1) 이 논문에서 원자력 행정체제는 원자력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정부의 각종 원자력 행정조직을 의미하
며, 여기서 논의 대상이 되는 원자력 행정조직은 주로 교과부, 지경부, 그리고 원안위이다. 여기서의
정부 부처 명칭은 이명박 정부의 표기를 따른다.
2)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원자력 행정체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
업정책국(원전산업정책과, 원전수출진흥과, 원전환경과)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우주원자력정책국(원자력
기술과, 우주원자력협력과), 그리고 차관급으로 격하되어 총리실 산하로 간 원안위의 삼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원자력 행정체제 변화 145

분석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
터 국회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7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원자력도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독립된 행정기구로 원안위를 신설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에 대응한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가 행정체제 개편
의 동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은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 과정의 이면에서 영향을
미친 이명박 정부의 원전수출 촉진이 보다 직접적인 동인이라고 가정한다. 즉 후쿠시마 사고
는 행정체제 개편의 명분으로서 정책의 창을 여는 촉매의 역할을 했고, 원전수출 촉진이 보다
근본적인 개편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35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원적 원자력 행정체제는 경로의존적 제도로서 변화가 쉽지 않다.
그러나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한 위기, 즉 ‘초점사건’(focusing event)은 경로의존적 제도의 제약
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원자력 행정체제의 경로의존성
과 그것의 변화를 촉발한 초점사건, 즉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개편에
근본적 영향을 미친, 특히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숨은 동기가 있다면, 제도 변화에
미친 초점사건의 영향 분석만으로는 그것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변화의 압력에 놓인 행정
체제, 즉 제도 하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관련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개편의 근본 동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3) 또한 이원화에서 삼원화로 새
롭게 개편된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행정체제가 과거 제도와 단절된 경로 전환인지, 아니면 여
전히 경로의존적 지속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행정체제 개편의 근본 동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제도의 경로의존성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을 핵심 개념으로 사용한다. 경로의존성은 시간적으로 이전 단계에 발생한 사건이 그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특정 제도가 형성되면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기능적 요구가 제기되더라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보인다(Ikenberry 1988). 그리고 현재의 제도나 제도적 구조는 그것이 형성될 당시의 산물이지만,
3)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한나라당
등 각 행위자들의 태도와 입장은 당시 국회 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과 기
관 및 정당 홈페이지 및 언론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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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도 지속됨으로써 새로운 제도나 정책 선택의 여지를 제한한다(Krasner 1988, 67-82). 일단
형성된 제도는 자체의 관성 또는 자기강화적 속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제도의 자기강화적 속성은 과거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 범위를 제약한다는 경로의존성의 핵
심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순서나 역사적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마호니
(Mahoney 2000, 513-514)는 제도의 자기강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초기에 발생되는 사건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초기 시점에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어떤 선택 조건이나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채택되어질 것인지를 예측 또는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역사적 사
건들이 여러 번 반복된다고 가정할 때, 초기 시점에서 채택된 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다른 대안들보다 선호되어지며 더욱 자주 채택되어지게 된다. 그리고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에 이르러 우연한 사건을 통해 선택된 그 대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에는 보다 안정
적으로 재선택되어 진다(김연수․이명석 2007).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변화를 수반하며,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경험적
학습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제도가 영속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제도는 외부적 충격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하게 변화되는 중대
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Ikenberry 1988, 233-234). 변화된 제도는 다시 경로의존 현상을 보이는
단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를 계기로 기존의 제도와는 전혀 다
른 제도로 변화되고, 새롭게 형성된 제도가 또 다시 장기간 지속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Krasner 1984).
어떤 사회적 이슈가 정책 의제로 전환되는 데는 ‘초점사건’의 발생이 큰 영향을 미친다. 특
히 대중적 이목과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을 끄는 재난이나 위기와 같은 대형 초점사건은 제도
변화의 주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2. 초점사건과 정책변화
제도 변화는 ‘위기’로 인해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버크랜드의 ‘사건 중심 정
책변화’(event-releated policy change) 이론은 재난이나 위기와 같은 ‘초점사건’ 발생 이후의 정
책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초점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발하면서 정책의제로 등장
하고 또 신속하게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처럼 지진․태풍 또는 기름 유출이나
원전 사고 등과 같이 자연재난이나 부적절한 테크놀로지의 관리에서 발생한 사건, 그리고 대
규모 시위, 정부의 스캔들 등을 포함하며,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
건을 말한다(Birkland 1998, 54).
버크랜드는 초점사건들이 정책 실패의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 참여자들의 관심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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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며, 그로부터 학습한다고 한다(Birkland 2006, 15). 즉 정책학습이 정책실패와 초점사건
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정책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학습의 증거를 명
확하게 구분하고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버크랜드는 ‘입법의 통과 또는 새로운 규정의 시행’
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버크랜드는 초점사건 발생 후 그에 대응한 조치와 함께 정책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정책변화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주장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킹돈(J. Kingdon)은 사회 문제가 정
책 문제로 전환되는 ‘정책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에서 초점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다. 그리고 초점사건에 의해 정책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기로 본다(Kingdon 1984, 129-130).
초점사건은 정책의 창을 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입법 절차를 우회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법과정과 달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즉 위기 타개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은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며 시간도 크게
단축된다(Boin and 't Hart 2003, 550). 의회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자제하면서 위기에 대한 행
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주도를 방관·묵인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윤지영 2012, 43).
그러나 초점사건이 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
계에 따라 정책변화에 대한 선호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참여자들은 정책변화를 위
한 입법 과정에서 초점사건을 변화의 근거로 적극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이해관계 경쟁
으로 사건의 본질적 성격이나 사회적 영향이 희석될 수도 있다. 이는 정책변화가 입법 및 정치
과정을 거쳐 이루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초점사건을 계기로
행정체제 변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 행정체제 개편과 관료정치
행정체제 개편은 참여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며 정치적 불확실성 하에서 정치적 타
협을 통해 이루어진다(Moe 1995, 120-127). 그 과정에는 행정수반, 의회, 행정관료, 이익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지만, 개편의 대상이 되는 행정 관료들만큼 높은 관심을 가진 집
단은 없을 것이다. 특히 개편의 방향이 새로운 조직의 신설과 그로 인한 기존 조직의 폐지나
통폐합인 경우, 부처 간에는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
싼 부처간 갈등은 목표의 양립불가능성, 관할권의 중복과 상호의존성, 희소자원에 대한 경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Campbell 1984, 294-334). 대부분의 경우 부처 간 영향력의 차이
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갈등이 잠재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의 권력
관계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특히 ‘초점사건’의 발생과 같이 행정체제 개편의
촉발적 계기가 발생할 경우 권력관계가 변화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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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표면화된 상태는 ‘관료정치’가 작동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4) 관료정치 상황에서
각 부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원천은 해당 부처의 역량과 의지와 같은 조직 내부적 특
성과 행정수반, 국회, 국민, 이익집단, 고객 집단, 정책대상 집단, 타 부처, 언론 등 외부의 정치
적 변수에 달려 있다(Meier 1993). 관료정치에서는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의 정치적 변수들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박석희․이종원 2008, 65).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반, 국
회, 국민, 언론 등에게 자기 부처의 정책 의도와 입장을 설명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관련 부처들 간에도 자신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 부처에 대항하는 부처할거주의
(parochialism) 성향을 보인다(김창수 2007, 297). 또 상황적으로 불리하거나 권력관계에서 열세
에 놓인 부처는 세부적 행정 규정을 근거로 ‘보호전략’(protective strategy)을 펼치기도 한다
(Moe 1991, 123-126).
이처럼 부처간 제도적 이익의 확대나 보호를 위한 치열한 관료정치적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
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은 표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행정수반의 영향력은 표류하는 행정체
제 개편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관료
정치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결정적이다(박석희․이종원 2008). 대
통령은 환경 변화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서도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하며, 그의 선거공약은 자신이 속한 집권정당의 이념과 밀접한 관
련성 속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이념과 방향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행정체
제 개편의 방향이나 내용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4. 행정체제 개편의 분석틀
오랜 경로의존성을 보여 온 행정체제가 급격하게 개펴된 이유를 추적․분석하기 위해 이 논
문은 이상에서 논의한 이론적 자원들을 조합하여 분석틀을 구성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원자력
행정체제가 이원화 체제로 오랫동안 존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
로 행정체제의 형성과 지속, 그리고 변화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목적이 행정
체제의 변화 메커니즘 그 자체보다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개편의 동기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사건의 영향과 관료정치의 시각을 접목할 것이다.
우선, 장기간 존속해 오던 이원적 원자력 행정체제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신속한
입법과정을 거쳐 삼원화 체제로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버크랜드의 ‘사건 중심 정책변화’ 이론,
특히 정책변화에 미치는 ‘초점사건’의 영향에 주목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원전사고는 원자력
계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가장 큰 초점사건이다. 한국 원자력 행정체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4) 관료정치 모형에 대해서는 Allison(1971)을 참조. 이를 토대로 한 정책갈등 분석은 박석희․이종원
(200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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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에 개편되었다. 따라서 초점사건은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초점사건 이후의 제도변화 과정은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
내에서의 하향적 의사결정이나 일반적인 입법 절차의 우회나 신속한 전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은 제도 변화를 선호하는 행위자들에게는 기회가 되며 경로전환의
‘지렛대’(leverage)로 이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를 분석하기 위해 관료정치 이론에 근거한 부처간 경쟁과 갈등
을 분석할 것이다. 올리버(Oliver 1991)는 제도적 제약이나 압력의 본질과 맥락에 따라 행위자
의 전략적 대응은 수동적 동조에서 능동적 저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
다. 즉 행위자별로 상이한 제도 변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 그리고 이들 간의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제도적 맥락이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제도 변화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초점사건으로 인해 정책의 창이 열린 상황에서 행위자는 제도적 맥락으로부
터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제도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실체로
볼 수 있다(조인원 1996, 80-85).
<그림 1> 한국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의 분석 모형

후쿠시마 사고

체르노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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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형성

제도의 지속

제도의 변화

이원화

이원화

삼원화

자기 강화

경로 전환?

원전수출 촉진

관료정치

이 논문은 마호니의 ‘제도의 자기강화 모형’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분석 모형을 구성한
다. 이 모형은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변화라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기본 틀로 하여 초기 조건,
제도의 형성과 지속, 그리고 제도변화로 구성된다. 이 들에 의거하여 첫째, 원자력 행정체제의
초기조건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원화 체제라는 제도가 형성된 맥락을 분석
할 것이다. 둘째, 일단 형성된 이원화 체제가 두 차례의 대규모 원전사고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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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지속되어 온 자기강화의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급
속한 제도변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기존 이원화 체제가 새로운 삼원화 체제로 경로를 전환하게
되는 입법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넷째, 이 논문은 특히 원자력의 핵심정책으로서의 원전수출,
행정체제 개편을 선호하는 지경부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 그리고 성장을 기조로 하면서 친
원전정책을 추진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의
동인을 분석할 것이다.

Ⅲ. 이원적 원자력 행정체제와 경로의존성
1. 이원적 행정체제의 형성과 경로의존적 지속
한국 최초의 원자력 관련 정부조직은 1956년 3월 문교부 산하에 신설된 ‘원자력과’이다. 원
자력과는 신설과 함께 원자력 사업을 추진할 행정기관의 설립과 그 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원
자력법 초안을 작성했다. 문교부는 이 법안에서 원자력 행정기관을 대통령 산하에 두는 것으
로 구상했지만, 정부조직법 수정과 초기 행정기구로서 과도한 규모의 문제가 있다는 법제실의
의견과 함께, 원자력 사업 초기에는 기술의 습득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교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했다(조선전업주식회사 1958, 281-282; 고대승 1992, 79 재인용).
국회에 제출된 문교부의 원자력법안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 법안이 국회 문교
분과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상공분과위원회(이하 상공위)가 원자력 행정기관을 대통령 직속기
관으로 두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문교부가 원자력 행정기관을 관할할 경우 상공
부가 원자력 부문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상공위의 이의 제기는 원자력
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군사적 목적 이외에도 동력
으로서 원자력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대승 1992, 80). 이처럼 원자력법 제정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두 가지의 특징이 드러난다. 하나는 이미 당시에 문교부와 상
공부 간의 원자력 행정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잉태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의 의중이 원자력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이런 과정에서 문교부는 상공위의 제안을 절충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1958년 2월 ‘원자력법’
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1959년 1월 독립된 행정기구로 ‘원자
력원’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원자력은 독립 행정기구인 원자력원이 8년 가까기 담당하다가
1967년 과학기술처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이때까지 원자력은 산업적 이용보다는 연구개발에
중점이 두어지면서 과기처로 일원화된 행정체제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1978년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기존 행정체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1973년

이명박 정부에서의 원자력 행정체제 변화 151

제1차 석유위기로 원자력 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원전 건설․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를 위
해 1976년 상공부 전력국 내에 ‘원자력발전과’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고리원전 건설 직후인
1979년 제2차 석유위기로 원자력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면서 원자력의 초점도 연구개발에서
원전 건설․운영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 연구개발과 안전규제
는 과기처가 담당하고 원자력발전은 상공부의 후신인 동력자원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분업화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이원화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과기
처 원자력국이 1979년 3월 ‘원자력개발국’과 ‘원자력안전국’으로 분리․확대 개편되었다는 점
이다. 고리원전이 운영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에 따른 조
치였고, 이는 원자력 R&D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규제체제를 갖추는 토대가 되었다
(한국원자력기술협회 2010, 8).
<표 1> 한국 원자력 행정체제의 변화(1956. 3～2011. 10)
시기

교과부 계열 부처

지경부 계열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승만 1956. 3. 문교부 원자력과
정부 1959. 1. 원자력원(장관급)
1967. 3. 과학기술처 원자력청(차관급) 1976. 3. 상공부 전력국(원자력
1973.
2. 과학기술처 원자력국(3과)
발전과)
박정희
1979.
3.
과기처
2국원자력개발국(3과),
1977.12.
동력자원부
전기국(1과)
정부
원자력안전국(3과)으로 분리
노태우 1991.
정부

과기처 원자력실(6과)
1993. 3. 상공자원부 전력국(1과)
1994.12. 통상산업부(2과)

김영삼
정부
김대중 1999.
정부 2001.

과기부 원자력국(4과)
과기부 원자력국(5과 2팀)

1998. 2. 산업자원부(3팀)

2008. 2. 과기부 원자력국(5과 1팀)
2008. 2. 지경부(2과)
2011.10.
이명박 2009. 5. 교과부 원자력국(4과 2팀)
2011.10. 지경부 원자력산업정책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 2011.10.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국(1½과) 국
(3과 1팀)

자료: 조만형 외(2009, 30-31) 참조 재작성.

행정체제의 이원화는 한편으로는 영역별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체제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할권 확대를 위한 부처간 경쟁과 갈등을 낳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을 구상하기도 했으나(조만형 외
2009, 32) 기존 체제가 계속 유지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도
개편 구상이 있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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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바 있다(고경민․정범진 2012, 111).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의 원자력 정책은 경로의존성을 보여 왔다(진상현 2009; 김태희 2010).
한국 원자력 행정체제 역시 예외는 아니다. <표 1>과 같이 원자력 이용․진흥과 안전은 교과
부가 담당하고 원자력발전은 지경부가 담당하도록 한 이원화 체제는, 세부적인 기능 조정 차
원의 조직 개편이 수차례 있었고 부처간 갈등 문제와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도 꾸준히 제
기되었지만, 1976년 3월 이후 2011년 10월까지 35년여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2. 초점사건의 영향과 행정체제의 자기강화
대형 원전사고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정신적․정서적․경제적․유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큰 타격을 준다. TMI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는 프랑스,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Saygin 2011, 52-59). 사실상 이들 두 차례의 사고로 세계 원전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
다.5)
그러나 한국은 대형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와는 다른 길을 갔다(Choi
2009, 5499). 1979년에 발생한 TMI사고가 한국 원자력 행정체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
정부 차원에서 원자로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과 원자력연구소 내에 원자력 안전규제 전담
기구를 설치한 정도에 불과했다(김태희 2010, 48). 1979년 3월에 이루어진 과기처 원자력국의
원자력개발국과 원자력안전국으로의 분리가 있었지만, 이는 원전사고의 영향이 아니라 1978
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고리원전에 대한 안전규제 차원의 조직개편이었다. 1986년 체르노빌 사
고 이후에도 원자력 행정체제의 변화는 없었다.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이나 원자
력 위축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1980년대 시기에 정부는 오히려 석유 및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장기 에너지 전략을 수립했다
(동력자원부 1985).
1979년 TMI사고 직후에는 한국이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 2～3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었지만, 1983년부터 원자력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에 1990년대 초반까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 2>를 보면, 1978년 고
리원전 건설로 시작된 원자력은 198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1982년 기준으로 석유가
80.6%인 반면 원자력은 8.8%에 불과했지만, 1987년에는 그 비중이 역전되어 석유는 6.0%에
불과하고 원자력은 53.1%로 급증했다.

5) 1980년 이후 원전산업의 침체에는 선진국의 전력수요 포화로 인해 다른 발전소의 건설도 미미했고 발
전소 건설이 필요한 경우 투자 회수가 빠른 LNG 발전이 선호되었기 때문에 원전이 적게 건설된 측면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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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너지원별 발전 전략량 구성비(1979∼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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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http://www.kesis.net/ (검색일: 2012. 10.2)
* 통계에서 수력과 LNG는 제외.

이러한 원전 비중의 증가는 1973년과 1978년 1․2차 석유파동으로 화력 중심의 에너지원체
제를 탈피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석유 등 전통적 에너지원을 근간으로 경제성장을 추구
하던 박정희 정부 하에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하는 배경이 되었고, 비
슷한 시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원전사고는 수출주도적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가려 국내 경제
와 원자력 발전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한편, 한국은 두 차례의 원전사고로 인한 국제사회의 원자력 안전 강화 흐름에는 동참했다.
한국은 원자력 이용을 가속화 하면서 1980년 IAEA와 기술지원협정을 체결하고 1981년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프랑스협정을 체결했으며, 1987년에는 물리적 방호 협력을
체결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일본과의 원자력협정 및 원전사고 조기통보협약에도 가입했다
(김태희 2010, 119-120). 이처럼 한국 정부는 국제 규범 준수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원자력을 통한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했다.
이상에서처럼, 두 차례의 대형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자력 행정체제는 큰 변화 없
이 유지되었다. 오히려 정부는 원전 사고를 원자력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여 원자
력의 비중을 높였으며, 국제사회의 원자력 안전 강화 흐름에 동참하면서도 수출지향적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기존의 이원화 체제도 변화되지 않고 지속됨
으로써 제도의 자기강화 효과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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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과 초점사건의 영향
1. 원자력 행정체제의 변화
한국은 1996년 10월 24일 발효된 IAEA의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
체약국으로서 교과부 장관 소속의 원안위를 설치․운영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로 국내
외에서 독립적인 원자력 규제기관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 상 원자력의 이용과 안
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과부가 함께 주관하는 것은 이 협약 제8조의 규정, 즉 “각 체약당사자
는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 에너지 이용 또는 진흥과 관련된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6)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 현
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검토의견에서도 IAEA는 한국의 안전규제 독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7)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1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의 기능과
조직 개편에 관한 발표 당시에도 원자력 규제기구의 독립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았지만 여
야 협상과정에서 원점으로 되돌려 졌다(국회사무처 2010b, 16).
독립적인 원자력 규제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9년 국회에 원자력 행정체
계 개편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들이 제출되면서 부터이다. 2009년 7월부터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제출된 법안들은 정두언․정태근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권
영길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등이다. 이 법안들 중에서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과 직접 관련된
쟁점은 <표 2>와 같으며, 이는 다시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원자력 이용․진흥과 안전규제의 분리 문제에 관해 기존 교과부 소속 심의위원회인
‘원안위’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안전규제 업무를 담당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소속만 국무총리로 변경할 것
인지 하는 것이다. 둘째, ‘원안위’의 독립을 전제로 원자력 진흥 정책 및 연구개발을 기존과
같이 지경부와 교과부가 분리하여 전담하는 안과 ‘원안위’의 소속만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성
격의 유지를 전제로 진흥정책과 연구개발 업무를 모두 지경부로 이관하고 교과부는 안전규제
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6) 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circs/Others/inf449.shtml (검색일: 2012. 10. 3).
7) ｢원자력안전협약｣ 검토회의 요약보고서 중 규제기관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회(2011, 31-3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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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원자력 행정체계 개편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원자력위원회

현

행

정두언/정태근 의원안
(2009. 7. 20)

김춘진 의원안
(2009. 12. 11)

권영길 의원안
(2010. 3. 16)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이용위원회
(간사:교과부 공무원) (간사:교과부 공무원) (간사:지경부 공무원) (간사:교과부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교과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이용․진흥
소관 연구개발

지경부(발전사업)
교과부(연구개발)

지경부(발전사업)
교과부(연구개발)

지경부

지경부(발전사업)
교과부(연구개발)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독립기관

독립기관

원자력통제기술원

독립기관

원자력안전원으로
통합

원자력안전원으로
통합

안전규제

독립기관

자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5)에서 발췌.

몇 가지의 쟁점들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25일 제4차 교과위에 처음 상정된 이후 2011년
6월 17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6월 22일 제5차 교과위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 여론과 7월 10～22일
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IRRS) 수검을 의식해 이상과 같은 쟁점들에서 타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6월 29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여 최종 가결되었다(국회사무처 2011d, 41). 그에 따
라 2011년 7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자력안전법｣이
각각 제정되었고, 종전의 ｢원자력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그 명칭을 ｢원자력진흥법｣으로 했으
며, 이 법들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 2011년 10월 26일
출범했다. 그리고 앞의 <표 1>과 같이, 안전 업무가 원안위로 독립되면서 교과부는 1½과로 축
소된 반면, 지경부는 3과 1팀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한국 원자력 행정체제는 기존의 이원화
체제에서 삼원화 체제로 전환되었다.

2.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ternational Nuclear
and Radiological Event Scale: INES)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사고(major accident)’였다. 이 사고
로 한국 정부는 서둘러 원자력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했다. 3월 21일부터 국내 원전 21기를
대상으로 점검단 73명이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원전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해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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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 전력․냉각계통, 중대사고 등 6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40여 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했
다(국민일보, 2011/05/07). 그리고 6개 분야별 총 50개의 안전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5년
간 1조 1,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문화일보,
2012/02/17).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안전 대책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을 촉발한 ‘초점사건’이었다.
정부는 국내 원전의 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조치에도 착수했다.
한․일 양국이 유사한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이며, 이는 IAEA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논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안전규제까지 맡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
이 실질적인 안전규제의 중심 기관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원자력 정책결정과 안전규제는 경제산업성이 담당하고, 기초연구, 연구로․시
험로 안전규제는 문부과학성이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이며,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도 총리부가 아니라 내각부에 설치되어 있다. 이때까지 한국도 교과부와 지경부의 이원화체제
이고 원자력위원회와 원안위도 교과부에서 주관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과 유사한 원자력 행
정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행정체제를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NRC)와 같이 안전규제 담당 기관을 독립시키는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게 되
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이미 국회에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안들이 제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본 방향은 어느 정도 서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
이 원자력 관련 권한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과부는 줄곧 개정안에 대해 부정
적이었다. 답보 상태에 있던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급물살을 타
게 되었다. 돌파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3월 25일 열린 ‘원자력 안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당정협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당정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원안위를 설
치하는 것과 이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7월에 원안위를 출범시키는 데 합의했다. 다
만 원안위의 위상이 당초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토되었지만 세계적인 원전 건설 증가와 안전성
강화 추세에 맞춰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안도 같이 검토하기로 했다(한나라당 2011a, 2011b).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론이 되었고,
4월 임시국회의 “중점처리 법안”(한나라당 2011c)으로 선정되었다. 안상수 대표와 배은희 대변
인이 나서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한나라당 2011a; 2011d). 그리고
5월 20일 ‘한나라당 일본 방사능 피해확산 방지 대책 TF 회의’에서 당정은 현재 총리가 위원장
을 맡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원안위를 대통
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11/04/20). 이러한 합의는
“정부 내 최상위 층으로 직접적인 보고라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책임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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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방법”이라는 IAEA의 ｢원자력안전기준｣(Safety Standards)의 안전지침(Safety Guides)
(2조 6항)과 다른 선진국의 원자력 규제기구 위상도 함께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당정 및 여야가 신속하게 관련 논의와 국회에서의 심의를 진행시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타협안을 만들어 냄으로써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한국의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을 가속화
한 촉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Ⅴ.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의 동인: 원전수출 촉진
1. 부처간 갈등의 관료정치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의 두드러진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교과부가 이용․진흥
및 안전규제 업무를 담당하던 현행 체제에서 안전규제 부문을 분리하여 이를 담당할 독립적인
행정기관인 원안위를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로 교과부가 담당하는 원자력 진
흥정책과 R&D 업무를 지경부로 이관하고 원자로 건설․운영․허가 등 안전규제와 관련된 사
항만 교과부가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체제가 개편될 경우 교과부의 원자
력 업무 관할권이 축소됨으로써 제도적 이익이 침해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
을 취해 왔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9-10).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교과부의 부정적 입장은 이미 2008년도 국정감사 때부터 표명된 바
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이용․개발과 규제의 분리 필요성에 대한 정두언
의원의 질의에 교과부 원자력국장은 분명한 답변을 회피했다(국회사무처 2008a, 98). 또 교과
부 소속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김춘진, 박
영아, 정두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지만 분명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국회사무처
2008b). 2010년 8월 25일 국회 교과위의 법안 심사에서도 교과부 제2차관은 교과부의 “원자력
국의 업무가 대부분 안전규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사고가 없
었던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국가”라면서 안전규제 독립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국회사무처
2010a, 16).
또 2010년 11월 23일 행정체제 개편 공청회에서 유성엽 위원이 “현재 교과부 입장은 우선
분리된 상태로 현재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교과부 원자력국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국회사무처 2010b, 11).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 공세가 있던 2011년 2월 교
과부는 원자력국에 소속되어 있던 안전규제 조직을 분리해 ‘원자력안전국’ 신설했다(연합뉴
스, 2011/02/20; 국회사무처 2011b, 22). 부처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갈등이 있던 상
황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조치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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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독립의 전단계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자력 수출 전담 부서인 지경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과부로부터 원자력 진흥
정책과 R&D 업무를 이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
해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UAE 원전 수출을 “한국형 원전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기대
할 수 있는 교두보”(국회사무처 2009, 3)로 평가한 지경부장관은 2010년 1월 원자력발전 수출
산업화 전략(지식경제부 2010)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에 앞서 2009년 12월 취임 100일 기자간
담회에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원전수출 총력체제를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기존 원자력 행
정체제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매일경제, 2009/12/30). 최 장관은 원자력 규제와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교과부를 겨냥하여 “심판과 선수가 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IAEA의 지적대상일 뿐만 아니라 UAE 수주 과정에서도 안전성 문제의 빌미가 되었다면서 원
전수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추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고를 통해서도 지경부 장
관은 원전 수주 과정에서 규제와 진흥의 미 분리로 인한 경쟁국의 음해를 지적하면서 IAEA의
안전성 문제 제기와 수출시 한국 원전에 대한 음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교과부의 R&D
부문을 지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또 다시 주장했다(국회사무처 2009, 14).
또 2010년 11월 23일 국회 교과위가 주관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여러 진술
인들이 원전 수출과 행정체제 개편을 연관시켜 언급했다. 우선, 박윤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
원자력안전학교장은 “원자력 수출국으로서 이에 걸맞은 행정체제로 전향해야 될”(국회사무처
2010b, 4)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IRRS 수검에 대비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안전 측면에 대해서 국제적인 신뢰를 얻어야만 국가적으
로 봤을 때 수출이 가능할 것이고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국회사무처 2010b, 7)을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14일 열린 국회 교과위 긴급
현안보고에서도 정두언 위원은 우리나라가 “수출까지 하는 만큼” 기 제출된 원자력 안전 관련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사무처 2011a, 24).
이처럼 교과부와 지경부는 입장 변화 없이 대치했고 법안 심사도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후
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현 체제의 현상유지를 주장하던 교과
부의 입장이 급선회하는 것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국회 심의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장은 기존의 입장과 반대로 2011년 7월로
예정된 IAEA의 IRRS 수검과 원전 수출시 프랑스의 한국 안전규제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거론
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더 나아가 안전규제 독립성 확보가 수출 경쟁
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IRRS 점검 이전에 소위원회 통과를 요청했다(국회사무처
2011b, 20). 이 같은 교과부의 입장 선회, 더구나 교과부가 지경부의 전담 업무인 원전수출 경
쟁력 확보를 개정안 통과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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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교과부와 지경부의 입장 충돌에 대
한 비판과 질타가 계속 있어 왔다. 예컨대, 정두언 의원은 “기존 조직의 자기 지키기”(국회사무
처 2010b, 17)로, 조전혁 의원은 “밥그릇” 싸움(국회사무처 2011b, 23)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부처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었고, 교과부로서는 자칫 원자력 관할권을 지경부에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표명된 교과부의 입장 변화는 대통령의 개정 법률안 통과 지시 없이는 가능할 것 같
지 않은 의외의 그리고 전격적인 입장 선회라고 할 수 있다.

2.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
2011년 3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원안위의 독립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시했다. 특
히 조속하고 확실한 입법을 위해 정부 발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기존에 계류되어 있는 정두언
의원 대표 발의안을 수정하여 통과하도록 지시했다(장현섭 2012, 3). 교과부의 공식적인 입장
이 바뀐 것도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 직후인 4월부터였다. 교과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VIP[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국회사무처 2011b, 23)고
질책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개정 법률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과부의 부정적 태도였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는 그 걸림돌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실, 원자력 안전규
제의 분리 독립에 대한 국회의 요구에 반대하던 교과부가 원자력국에서 원자력안전국을 분리
한 것도 원안위 설립의 전 단계 조치로 보인다. 원자력안전국을 분리한 2월에 이미 원자력 안
전규제의 독립은 결정된 것이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위한 명분으로 작용했다.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부처간 이익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이
루어진 원자력안전국의 분리와 연이은 원안위 독립과 같은 정책변화는 일반적인 관료정치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청와대의 결정을 교과부가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 원자력정책에 미치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차대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대
통령은 국가적 성과 달성이라는 차원에서 원전수출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
에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의 수립을 둘러싸고 교과부와 지경부의 갈등이나 여타 부처
들의 이견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었다. 행정체제 개편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교과부도 대통령
의 지시로 입장을 바꿀 정도였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관료정치에서 조직 외부 요인
인 대통령의 정책 선호가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
로운 활력이자 성장동력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원전 수출이 원자력 정책의 주요 목표로 부
상하고 있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이하 ‘국기본’)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이행과제 가운데 하나로 ‘원전의 공급능력 및 국민 이해기반 확충’을 제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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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본’에서 원전의 해외진출 촉진을 여러 가지 과제들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국무총리실 외 2008, 11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차세대 원자로 기
술 개발과 함께 원전 수출산업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원회 2008, 208, 217). 정부는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미래한국 프로젝트에서도 원전
플랜트 수출을 5～8년을 목표로 하는 중기 전략사업으로 설정하기도 했다(관계부처 합동․미
래기획위원회 2009, 5, 18).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도 원전 수출 진흥 내용이 포함된 원자
력 산업 육성 조항(제49조)이 포함되었다가(국무총리실 2009)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민주당의
반대로 삭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지경부에 ‘원전수출진흥과’를, 그리고 공기업인 한국전력에는 ‘원전수출본
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교과부도 정부의 원전수출정책에 부응하
여 연구용 원자로와 동위원소 등의 수출을 위해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고,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했다. 또 원전 수출을 위해 지경부, 교과부, 한전, 한수원
등 해외 원전사업 관련사로 구성된 ‘해외원전시장진출추진위원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원전수
출과 관련된 국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원전수출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지식경제부․한국수력원자력(주) 2009, 56, 112). 이외에도 원전기술 선진국 진입과 수출
산업화를 위해 2006년 12월 ‘원전기술발전방안’, 즉 ‘Nu-Tech 2015’(2007~2015)를 추진해 왔으
며, 2009년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2012년 세계 4위권 수준의 원전기술 확보와 원전수출 강
국 실현을 위한 ‘NuTech 2012’를 추진해 왔고, 또 다시 ‘NuTech 2030’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정부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서 원자력의
경제적 효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원전수출 촉진과 이를 위한 민관 협력 지원체제 구축, 세계적
인 원전 기술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35년간 유지되어 온 이원적 원자력 행정체제가 마치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모처럼 이룩한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어가기 위
해서,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불식과 국제 원전시장의 신뢰
확보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요컨대, 민간부문의 참여가 제한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절대적인 원자력 관련 정부조직 개
편의 방향과 내용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경민․정범진 2012, 106-107). 따라서 대통령이 원자력 확대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축소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또 확대정책을 추구한다면 연
구개발에 중점을 둘 것인지 수출을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개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비전 여하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의 대상이 되는 부처들의 위
상과 권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원자력 정책영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 행정체
제 개편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가해진 충격, 즉 초점사건의 영향보다 대통령과 정부가 지향하
는 원자력 정책방향이 제도 변화의 경로가 되었고, 초점사건은 다만 행정체제 개편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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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렛대(political leverage)였다. 따라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수출 지향적 또는 친화적 행정체
제로의 개편이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초점사건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의 창’이
었던 것이다.

Ⅵ. 결론과 분석의 함의
교과부와 지경부가 주도하는 이원적 원자력 행정체제는 35년간 존속해 왔으며 이러한 역사
적 제도의 변화는 초점사건 없이는 변화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경로의존적 제도이다. 이런 측
면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을 촉발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개정 법률안은 원전사고 이전에 이미 제출되어 있던 상태였고, 또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원자력 안전 문제보다 원전수출 이슈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더구나 행정체
제 개편의 동인으로서 원전수출 문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 원자력 정책의 구조적 특성일
뿐만 아니라 UAE 원전수출을 달성한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그 위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은 원전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렛대로 하여 부처간 제도적 이익 갈등을 무마하면서 하향식으로 신속하게 추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위기, 즉 초점사건을 제도 변화의 기회로 보는데,
이 논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존 제도의 경로 전환을 위해 초점사건을 조직 내부의 저항을
완화하는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여 의도한 대로 제도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마호니(Mahoney 2001)에 의하면, 제도적 맥락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행
정체제 개편의 결과가 경로의존성을 보이는지의 여부는 변화된 제도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의 존재 혹은 결여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은 원안위가 독립기관으
로 설치됨으로써 이원화에서 삼원화 체제로 개편되어 외견상 근본적인 변화처럼 보인다. 그러
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과부의 안전규제 기능을 원안위로 이관함으로써 권한의 축소를 가져
온 기능 조정 수준의 변화였다. ｢원자력안전법｣은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법｣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으며 원안위에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 것은 없다. 원안위의 체제, 규제형태,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관계 등은 과거 교과부 산하일 때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또한 2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7명의 비상임 위원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책임도 미약하여 합의기구라기 보다는 사실상 일반 행정기관과 유사하다. 그리고 연구
예산도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출연하고 규제비용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등 과거와
여전히 동일하다. 물론 원안위가 과거 교과부 산하에서와 동일한 기능이라 할지라도 독립적
행정기구로 등장한 것의 의미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된 기능을 동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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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담당하는 데서 올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는 점은 삼원화로의 행정체제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절적 균형에 의한 급격한 제도변화를 주장했던 크래스너에 따르면,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
는 정부기구 내부의 저항 때문에 단절적 제도변화가 쉽지 않다(Krasner 1984, 242-243). 이번
행정체제 개편 역시 교과부와 지경부가 분점하는 기존 행정체제의 구조 내에서 수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과부의 부정적 입장 표명이 지속되었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교과부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환한 데는, 당정협의 결과 및 대통령의 지시 이외에 보다 구체
적인 내용이 알려진 것은 없지만, 원자력 관할권에 대한 제도적 분점을 보장해주는 타협이 있
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부처간 갈등의 관료정치는 한편으로는 힘겨루기이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정부 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절적 균형에 의한 급격한 제도 변화
의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초점사건에 의해 유발된 단절적 변화라기보다는 초점사건을 명분으로 대통령과 지경부가 의
도한 원전수출 촉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경로의존적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개정법률안 제안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IAEA의 원자력
안전규범에 부합되는 행정체제로의 개편 필요성이었다. 수출되는 원전의 경우, 실제 건설 및
운전 경험이 수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수출 원전이 자국 정부로부터 인허
가를 받았는지, 또 이때의 인허가 기준이 IAEA의 원자력 안전규범과 같은 국제적으로 용인되
는 수준을 상회하는지가 중요하다.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수출에서 수출 원전의 기술 외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건의 하나이다. 이 점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은 원전사고에 대응한 안전규제의 실질적 강화보다는 원전수출을 제약하는 요소였던
IAEA의 원자력 안전규범에 부합하고, 향후 수출친화적 원자력 행정체제를 지향하는 개편이었
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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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organization of the Nuclear Energy Administration
System in Lee Myung-bak Government:
Enhanced Nuclear Safety Regulation or
Promotion for the Nuclear Power Plant Export?

Kyungmin Ko․Bum-Jin Chung
(Jeju National University, Kyung Hee University)

The Korean nuclear energy administration had been governed by two main ministries since 1976: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and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KE). 7 month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s of March 2011,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NSSC) was launched as an independent regulatory body, which results in ternary
governing system. This study focused on the influence of UAE (United Arab Emirates) NPPs (Nuclear
Power Plants) export on the change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Lee Myung-bak government. While
Fukushima nuclear accidents worked as the catalyst for the change, the UAE NPP export was the driving
force for it. The approach of this study i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o put emphasis on the historical
context of nuclear policy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is, the paper analyzed the crisis as a source of
the institutional change, the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ministries regarding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role of President Lee Myung-bak and policy idea.

Key words: UAE NPP export, Fukushima nuclear accidents, nuclear energy administration system,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ocusing event,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NSSC), Lee Myung-bak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