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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제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1)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송동위원소 및 원자

핵분열생성물)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

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원자력법 제2조 제18호)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일반적으로 사용후 핵연료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공정에서 

발생된 방사성폐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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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률 입법연도

미국

NWPA(Nuclear Waste Policy 

Act)-고준위폐기물

1982년 제정, 1987년 

개정

Low level Waste Policy Act-저준위폐기물
1980년 제정, 1985년 

개정

일본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 - 

사용후핵연료
2000년

영국 방사성물질법(Radioactive Substance Act) 1993년

캐나다 핵연료폐기물법(Nuclear Fuel Waste Act) 2001년부터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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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정기준

당해 연도 원자력발전소 철거비 충당금(단위 

: 백만원)

[(161,850×물가상승률)-기적립액]/잔여가동

기간

당해 연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비 충

당금(단위 : 원)

[652,000/드럼×물가상승률×가동기간 예산누

계발생량(드럼)-기적립액]/잔여가동기간

당해 연도 사용후 연료 처분비 충당금(단위 

: 원)

(542,100/kgU×누계발생량(kgU)×물가상승률 

- 기적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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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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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정결과

단가 총추정사업비

원전해체철거비용

(철거폐기물처분비용포함)
2,990억원/호기 83,720억원

중저준위폐기물처분비

(운영중 폐기물만 포함)
299만원/드럼 4,541억원

사 용 후 연

료 중간저

장 및 처

분비

경수로 63만원/kgU

139,983억원
중수로 14만원/kgU

(단위:백만원)

구분 제 3 (당) 기 제 2 (전) 기

기 초 잔 액 4,417,934 3,849,217

사 용 액 (-)25,264 (-)14,655

전 입 액 698,400 583,372

기 말 잔 액 5,091,070 4,41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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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부지선정과정>

- 89. 3. 경북 영덕군 남정면ㆍ영일군 송나면ㆍ울진군 기성면 등 동해안 3개지역을 방폐

장 후보지역으로 지정(동력자원부)

- 90. 11. 3. 충남 안면도 후보지로 내정(과학기술부, 한겨레신문 특종보도로 세상에 공개

됨)

  ㆍ 기존의 일방적 지정방식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하에 공개적으로 방폐장을 추진하겠

다는 정부 계획발표

- 91. 12. 24. 강원도 고성ㆍ양양, 경북 울진ㆍ영일, 전남 장흥, 충남 안면도 6곳을 후보

지로 발표(과학기술부)

- 94. 12. 22.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후보지 발표(과학기술부)

- 97. 1. 추진주체,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원자력연구소=>한국전력공사)로 수행주체 

이관

- 98. 9.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확정(제249차 원자력위원회)

  ㆍ부지확보 : 유치공모 또는 사업자주도의 방식으로 확보(60만평 규모)

- 2000. 4. 부지확보 추진방안 수립 및 경과

  ㆍ공모방식에 의한 부지확보를 우선 추진

  ㆍ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약 3천억원 지원조건 제시

- 2002. 11. 부지공모 경과

  ㆍ 서해안 1곳 추진에서 동해안, 서해안 각각 1곳에 부지를 선정할 것으로 방향선회하

였으나 중단됨

- 2003. 2. 4. 후보지 동해안 울진, 영덕, 서해안 영광, 고창으로 결정하였으나 중단됨.

- 2003. 7. 24. 부안군 위도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

- 2004. 2. 5. 

- 2004. 5. 31.까지 7개 시.군의 10개 지역에서 유치청원서가 접수되었다고 발표(산업자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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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의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제86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폐기물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6조의3(폐기물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폐기물관리기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관리.

운용하다. 다만, 폐기물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폐기물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4(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느 비용

2. 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② 폐기물관리기금의 관리자는 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폐기물관

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86조의5(폐기물관리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원자력발전소의 밀폐관리.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2.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3.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연구개발

제9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94조의2를 신설한다.

제94조의2(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등 비용부담)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철

거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

다)과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자원부 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은 폐기물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충당된 금액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금액은 제86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

물관리기금의 재원으로 본다.

③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폐기물관리기금 납입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

의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6월의 범

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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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放射性廢棄物"이라 함은 放射性物質 또는 그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이하 "放射性物質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조직 산업자원부   =>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재원 원자력발전사후처리충당금
  =>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

근거법률 전기사업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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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物質(使用後核燃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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