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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의 원자력정책

원자력산업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

가고 있다. 2017년 6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주간 기념 연설에서 

새로운 미국 에너지 지배 시대(New era of American energy dominance)

의 도래를 촉진하기 위한 여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

가 원자력을 부활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미국 원자력 미래에 대한 전망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Nuclear Power in the United States

John E. Kelly

미국원자력학회(ANS) 회장

“원자력발전은 향후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에

너지원이다.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 세

계적으로 필요한 전력을 모

두 책임질 수 없으므로 환경

을 고려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

전은 유지되어야 한다.

”

강연

존 켈리 회장은 7월 12일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국제 포럼’에 참석하여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Nuclear Power in the United States’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켈리 회

장은 강연을 통해 미 행정부의 원자력정책, 미국 원자력산업의 단기 도전 

과제, 전력 생산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원전 역할,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 미국에서 진행되는 신형 원자로 설계 등을 피력했다. 켈리 회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원자력산업 강국인데,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보다 정치적 이슈로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 연장 

대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원전산업 축

소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전력 확보가 어려워져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특

히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면서 탈원전정책을 펴면 수출에 지장을 받지 않

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켈리 회장은 MIT 원자력공학박사로 미국 에너

지부(DOE) 원자력에너지 기술책임자를 지냈다. 본고는 발표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번역 정리 : 안호현 한국산림환경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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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하며,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라고 언급하

면서 원자력을 다시 활성화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 

미국의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

혔다.

한편 이에 앞서 2017년 5월 10일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문제를 언급하면서 청정

하고 안전하며 신뢰성 있는 에너지인 원자력의 필요성

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2017년 6월 27일, 에너지주

간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설명하면

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페리 장관은 원자

력 없이는 청정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며 

환경과 기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 사용을 

위해서는 탄소 제로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반드시 포함

Nuclear EnergyA Presidential Priority “Begin a complete 

review of U.S. nuclear energy policy to secure domestic 

energy independence and to revive and expand the U.S. 

nuclear energy sector by preserving the nuclear fleet, 

paving the way for deployment of advanced nuclear 

designs, and stimulating exports abroad”President Trump 

at DOE on June 29, 2017

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리 장관은 원자력 연구 개발이 세계 청정 에너지 

이용의 흐름을 바꿔 놓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

서 차세대 원자로, SMR과 같은 신형 원자로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없어 원전 산업 

공급망(Supply Chain)이 취약하게 되었다는 우려와 

함께 중국, 러시아 등과의 원전 산업 주도권 경쟁과 안

보 및 전략적 관점에서도 원자력산업의 부활이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 원자력산업의 단기 도전 과제

미국의 원자력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중에서 몇 가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들의 지속적인 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과 연장 운전 등이 큰 난관에 처해 있

다. 또한 신규 건설 원전들에 대한 공사비와 건설 공기

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 그리고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와 재원 확보 문제도 큰 난제에 속한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 전력망(Grid) 문제와 고준위 방

사성폐기물 처분 역시 중요한 단기 도전 과제에 속하

며, 건전한 공급망(Supply Chain) 유지를 통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중소형원자로(SMR)의 개발 및 확산과 함께 4세대 

원자로들의 개발과 실증은 매우 중요한 도전 과제이

다. 물론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원자력산업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회 요인들이 많이 놓여 있다.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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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생산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원전의 역할

에너지 문제를 다룸에 있어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환경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이 2050년까

지 전력 분야에서 완전한 이산화탄소 제로 배출을 달

성하려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천연가스

와 석유 그리고 재래식 석탄 발전은 전면 퇴장하여야 

할 것이다. 

대신에 탄소포집시스템(CCS)을 갖춘 화석연료와 원

자력 발전이 각각 30% 정도로 유지된다고 할 때 신재

생에너지는 지금보다 약 10배 가량 설비용량이 증가

해야 한다. 

게다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한다면 백업 전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원전 규모를 현재 100GWe 보다 2배 

정도 늘려야만 할지도 모른다. 

현재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상당수가 2세대인

데 이 원전들의 80% 이상은 40년의 설계수명을 넘어

서 20년의 연장 운전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여 60년 

동안 운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전력업체들은 

80년까지 운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인허가 취득

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원자로들이 연장 운전을 한다할지라

도 결국은 운전을 중단하게 될 것임에 따라 이를 대

체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 설비는 신형 경수로형 원전

(Advanced Light Water Reactor)과 SMR, 그리고 4

세대 원전들이 그 자리를 채워 나가게 될 것이다.  

기존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

미국 원자력산업의 미래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속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즉 

경제성 등 비용 문제의 해결과 공급망의 유지, 그리고 

적정 인력의 양성 등이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은 매우 복잡

한 상황으로 전력시장에 대한 정책과 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전력회사들은 주 정부로부터 단기

적인 지원책을 얻어 내려하고 있다. 

한편 원전 운영자들은 운전 비용의 절감 방안을 모

색해야 하며 동시에 인허가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

사고 대응 능력이 강화된 원전연료 

미국은 사고의 상황에서 이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새

로운 원전연료와 피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

료는 수소의 발생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

되며 보다 높은 고온에 견딜 수 있게 되고, 현재 프라

마톰,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GE 등이 공동으로 참여

하고 있다. 설계의 개념 범위는 지르코늄 코팅, 새로운 

피복 재료, 고열전도율 연료, 그리고 Si-C cladding 

등이다. 

Near Term Challenges for Nuclear Power in 

the U.S.A.

•Keep current fleet operating

•Resolve cost and schedule for new builds

•Investment/finance for new builds

•Grid of the future

•Waste management

• Achieving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through the supply chain

•Advanced SMR deployment

•Gen IV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 미국 원자력 미래에 대한 전망



12   

<그림 1> Global Leadership in Nuclear Power

<그림 2> Nuclear Power Capacity Needed to MeetFuture Electricity Demand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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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원자력 전망 

캘리포니아에서의 전력시장 규제 해제는 원자력과 

같은 자본집약적 프로젝트에 전력사업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투자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인해 일

정 부분의 전력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받도록 의

무화하고 있지만 원자력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

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력시장 규제 완화로 신재생

에너지가 진출하면서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택 대출금에 태양광 설치 비용이 포

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와이는 태양광 발전 에

너지 저장 기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태양광 발전 설치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다행스럽게도 캘리포니아는 지진 활성화 지역이긴 

하지만 대규모 쓰나미로부터의 큰 위험 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쉽게도 1982년 운전을 시작해 이 지역 전력 공급

에 큰 역할을 해오던 San Onofre 원전 2, 3호기가 증

<그림 3> 
Schematic drawing of the capsule-rodlet assembly 
for the new accident tolerant fuel experiment in 
the Advanced Test Reactor (6.2 inches long, 0.4 
inches in diameter).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Diablo Canyon 원전

+ 미국 원자력 미래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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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생기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2013년 정지되었으

며, 이제 Diablo Canyon 원전 1, 2호기가 유일하게 캘

리포니아 지역에서 운영되는 원자력발전소인데 이 원

전도 2024년 폐쇄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인근 아리조나주에 있는 Palo 

Verde 원전 1, 2, 3호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Duck Curve 현상

미국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변동하는 Duck 

Curve(덕 커브) 현상이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은 캘

리포니아와 하와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을 보

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덕 커브 현상이 캘리포니

아계통운영기구(CAISO)가 2013년 전망한 수준보다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덕 커브란 오리모양으로 나타나는 일일 시간대별 전

력 수요 곡선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량

이 증가하면서 일출에서 일몰 사이에 전력 수요가 급

격히 떨어지는 현상이다. 즉, 아침에 해가 뜨면서 태양

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그 만큼 수요가 줄

어 석탄과 원자력 발전 등 다른 에너지원의 발전량이 

줄어들게 된다. 

덕 커브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전력망의 안정적 운

영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유지비도 증가하고 계통 운영에도 많

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덕 커브 현상은 처음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봄

철, 주로 3월에 나타났지만 점차 계절에 상관없이 발

생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태양광 발전 비중이 13.2 %로 

미국에서 가장 높다. 이중 8 %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이다. CAISO는 덕 커브 심화 현상과 일몰 후 급격한 

출력 증발 대응을 위해 전력회사에 ESS(에너지저장시

<그림 4> Duck Curve 현상 모식도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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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조달 의무를 도입하고, 시간대 별 요금제 등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이 

기존 원전의 퇴역을 대신할 수 있을까?

30년 만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미국은 여러 가

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1972년 착공하였다가 

1985년 공사가 중단되었던 Watts Bar 2호기가 2016

년 10월 준공되면서 미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

운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기쁨을 맞보게 되었다. 

그러나 신규로 건설 중이던 4기의 원전 중에서 웨스

팅하우스 AP1000 노형이었던 V.C. Summer 2, 3호

기는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 3월 파산 신청을 하면서 

소유주인 SCE&G가 건설을 포기함으로써 사업이 중

단된 상태이다. 다행히 같은 어려움을 겪던 Vogtl 3, 4

호기 건설은 소유주인 Georgia Power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였고, Georgia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2017년 

12월 Vogtle 3, 4호기의 공사 재개를 만장일치로 승

인함으로써 3호기는 2021년 11월에, 4호기는 2022년 

11월에 가동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은 여

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높은 투자 비용, 전력 수

요의 감소, 저렴한 천연가스 비용, 그리고 시장 구조 

문제 등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으로 꼽힌다. 

일부 전력사업자는 낮게 책정된 전력요금, 작은 시

설 용량으로 인한 비용 효율 저하, 상승하는 자본적 지

출로 인한 영업 손실 등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에너지 

및 전력시장에서 해결 방안이 제기되어야 더 많은 원

전들이 조기 퇴역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MR 기술의 중요성

IAEA 정의에 의하면 SMR은 300MWe 이하의 원전

이다. 현재 경수냉각용 SMR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등에서 많은 종

류의 SMR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중인 Vogtle 원전 전경. 3호기는 2021년 11월, 4호기는 2022년 11월 가동을 목표로 건

설이 진행되고 있다. 

+ 미국 원자력 미래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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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ight Water Cooled SMRs

SMR 기술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는 잠재적

인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안전성이 대형 상

용 원전에 비해 매우 향상되고, 낮은 투자 비용으로 전

력사업자들에게 원자력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식시

키고 있다. 원자로 건설에 있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

는 모듈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기를 단축시키고 있

으며 현장보다는 공장에서의 부품 교체를 통해 기자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력 수요 증가에 점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SMR의 잠재적인 시장은 미국 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열 및 담

수화 등 비전력 생산 분야에도 SMR의 활용이 기대된다. 

미국에서의 SMR 개발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NuScale이 2017년 1월 설계인증 신청(DCA: Design 

Certification Application)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 제출하였으며 NRC는 동년 3월에 정식으로 

접수하여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2021년 경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기업 측의 활동도 매년 활발해지고 있는데, 

SMR을 개발 중인 메이커 및 미래의 고객이 될 전력

사 등 9개사가 2016년 1월에 상업화 촉진 컨소시엄

인 ‘SMR 스타트’설립각서에 조인하였다. 또한 DOE

는 동년 2월, 아이다호국립연구소 부지 내에 NuScale

의 SMR 건설을 지원하기로 유타주의 지역전력회사 

UAMPS와 합의하였다. 

한편 TVA는 2016년 5월, 테네시주 클린치 리버

(Clinch River)에서 향후 SMR 건설 및 운전을 가정

한 사전 사이트 허가(ESP: Early Site Permit) 심사를 

NRC에 신청하였다. 

이 사이트에서는 DOE가 상업화 지원을 하고 있는 

2가지 설계 가운데 하나를 건설할 것으로 보이는데, 

NRC 검토는 2017년 1월부터 시작하여 약 30개월 정

도 소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자로 개발 현황

원자로 개발 양상을 살펴보면 1950년대 개발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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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제1세대 원전으로 초기 원형로라고 부르며, 영국

의 가스냉각로인 Calder Hall과 미국의 가압경수형 원

자로인 Shippingport를 들 수 있다. 

제2세대는 1970년대 운전을 개시한 대용량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아리조나주의 팔로버디 원전, 캐나다

의 부르스 원전, 프랑스의 플라망빌 원전, 일본 후쿠시

마 원전, 한국의 고리 원전 등이다. 

2010년대부터는 제3세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하는

데, 개량된 설계 방식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효율이 대

폭 개선되었다. ABWR, AP1000, CANDU6, EPR, 그

리고 한국의 APR1400 등이 좋은 예이며 SMR도 이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2070년대에 들어서면 혁신된 설계가 반영된 4세대 

원전이 주종을 이루게 될 것이다. 현재 많은 나라에

서 연구 개발과 실용화 시도가 진행중인 GFR, LFR, 

MSR, SFR, SCWR, VHTR 등이다.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은 4세대 

원자로의 연구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관계 유지

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원자로형, 에너지 전환, 핵연료사이클 기술 등을 바탕

으로 선정된 6개 원자로형이 향후 개발해 나갈 4세대 

원자로형으로 선정되었으며 2030년대부터 40년대 상

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된 GEN IV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트는 <그림 5>와 같다.  

GIF에서는 GEN Ⅳ 관련 교육 및 훈련용 자료 등

을 개발하기 위해 Task Force를 발족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GEN Ⅳ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월

간으로 webinar를 개설하였다.(www.Gen-4.org 참

조). 또한 타원자력 관련 교육 기관들과 정보 및 섬

머스쿨 등 교육 기회를 교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신형 원자로 설계

현재 미국에서는 20종이 넘는 신형 Fission 원자

로들의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 SFR(Sodium Fast 

Reactor)은 테라파워, GE, OKLO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고온가스로(HTGR)는 X-Energy, 아레바, 테라

<그림 6> 원자로 개발 추이

+ 미국 원자력 미래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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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하이브리드 에너지, 울트라세이프 등이 관련되

어 있다. 

용융염원자로(Molten Salt Reactor)는 테라파

워, 트랜스아토믹, 엘리시엄 등이 진행을 하고 있다. 

LFR(Lead Fast Reactor) 참여 기관은 웨스팅하우

스, GenⅣ에너지, Lake-Chime 등이며, 가스고속로

(GFR)는 제너럴아톰스가 맡고 있다. 

금년에 미국에너지부(DOE)에서는 1억 달러 이상을 

신형 원자로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초고온가스로 연료 TRISO 

독일 원자력산업계의 경험에 의하면 TRISO 코팅된 

particle fuel은 매우 높은 품질과 아주 낮은 결함률로 

제조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 연료는 방사선 조사 

기간 중이나 사고의 조건에서도 손상되지 않고 잘 견

딜 수 있을 만큼 매우 강인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연

료는 핵분열 생성물들을 잘 구속하고 있어서 높은 안

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중구조 균등성 연료(Tristructural-isotropic, 

TRISO)는 미립자 형태로 되어 있는 연료이다. 이 연료

의 중심부엔 UOX(때때로 탄화우라늄 혹은 UCO가 있

기도 한다)가 있으며, 3개의 균일한 물질이 코팅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탄소로 만든 다공성 완층 구

조가, 그 위에 고밀도의 열분해 탄소와 탄화 실리콘으

로 된 세라믹 층이 있으며, 맨 마지막으로 고밀도의 열

분해 탄소가 높은 온도에서 분열 생성물을 붙들고 있

어 TRISO 연료의 높은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해준다. 

TRISO 연료 입자는 16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열 차

이로 인한 열팽창이나 분열가스의 압력에도 깨지지 않

도록 설계되었으며, 원자로가 설계될 때의 최악의 사

<그림 7> Generation IV Reactor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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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도 연료를 붙들고 있도록 설계되었다. 

TRISO 연료는 초고온 원자로(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에서 사용되는데, 이 

원자로는 여섯 개의 4세대 원자로 형식 중 하나이다. 

TRISO 입자 연료는 독일에서 고온 가스냉각로 연구과

정에서 개발했다. 

맺는말

원자력발전은 향후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는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전력을 모두 책임질 수 없으

므로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

는 원자력발전은 유지되어야 한다. 

미국은 TMI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한동안 축소 정책을 폈으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독립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유지하면서 조기 폐쇄를 막고 신형 원자로를 

개발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원자력발전소들의 안전하고 신

뢰성 있는 운전이 지속되어야 하며 2020년 대 중반에

는 중소형원자로의 이용이 실용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

다. 또한 초소형 원자로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2030년대 

GEN Ⅳ 상용화를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에 

원자력계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림 8> High Temperature Gas Reactor TRISO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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