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환경대학원, 동아시아 환경정책연구회,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공동주최 심포지움

동아시아의 원자력 위험과 원자력안전체제구축

심포지움의 개최배경과 목적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약 110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건설 중 또는
건설예정 원전을 모두 가동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약 170기의 원전을 가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며, 만일 중대사고가 일어 난다면 사고
당사국만이 아니라 이웃 국가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역 원전안전기준의 공통화(Harmonization) 등 원자력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동아시아는 상호협력, 안전기준에 대한 상호검증 등 지역 내
원자력안전을 위한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이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하기 위해 지역 수준 안전기준에
대한 상호검증,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규제제도 정비, 지역 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제도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자력 안전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이 심포지움에서는 제1부와 제2부
총 6개의 과제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 원자력 안전문제관련 연구를 발표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원자력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13:00 ～ 18:00

장

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글로컬홀(82동 306호）

개최방법: 대면 또는 온라인 참가 모두 가능
· Zoom링크: https://snu-ac-kr.zoom.us/j/95583460583
· 유투브 링크, QR코드 : https://youtu.be/v_msPsyG1oo

발표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일본어의 경우 한국어 순차 통역)

13:00 ～ 13:25 개회식
개회사: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환영사: 이수철(일본 메이죠대학 교수）

프로그램

13:30 ～ 15:00 제1부 동아시아의 원자력리스크와 시민의식
① 동아시아의 원자력리스크에 관한 한중일 수도 주민 의식조사 비교: 이수철(일본 메이죠대학 교수)
② 중국의 원자력정책과 원자력발전소 사건사고 분석: Weisheng Zhou(일본 리츠 메이칸대학 교수)
③ 한중일 원자력발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과 피해 추정: Eva Lisowski(도쿄공업대학원)
15:00 ～ 15:15 쉬는 시간
15:15 ～ 16:45 제2부 동아시아의 원자력규제기관과 원자력안전체제
④ 한국의 원자력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관한 고찰: 최종민(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⑤ 일본의 원자력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관한 고찰: Kenichi Oshima(일본 류코쿠대학 교수）
⑥ 동아시아 원자력안전사회를 향한 협력체제 구축: 유혜림(일본 나고야상과대학 전임강사）
16:45 ～17:35

패널토론

좌장: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패널리스트: 배영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가나다순) 박원재(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위촉연구원)
이수철(일본 메이죠대학 교수)
조용성(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한병섭(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이사)
17:35 ～ 18:00 종합토론
문의 :
최종민 (Email : mycutewani@naver.com)
이 심포지움은 일본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 (연구대표: 이수철)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동아시아 환경정책연구회,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공동주최 심포지움

동아시아의 원자력 위험과 원자력안전체제구축
주최대표

연구회 대표
윤순진 (좌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수철 (메이죠대학 경제학부 교수)

- 환경에너지정책 박사 (미국 델라웨어대학)

- 서울대 농학부 졸업 후 한국전경련 경제조사팀장 역임
- 일본 교토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휘 취득 후
나고야 학원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직 재직
- 일본 유학 이후 30년 간 아시아 지역의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경제시스템 구축을 주된 연구
주제로 하여 관련 분야에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판
- 일본 환경 경제학회 이사 역임
- 현 한국환경 경제학회 이사, 아시아 환경자원경제학회 부회장

- 환경에너지의 정치경제학 관련 많은 논문과 저서 출판
- 한국환경사회학회장 역임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역임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 역임
- 현 한국행정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부회장

강연자

패널
Weisheng Zhou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부 교수)

윤순진 (좌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공학박사(교토대학), 에너지환경정책학·정책공학전공

- 환경에너지정책 박사 (미국 델라웨어대학)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연구원

- 환경에너지의 정치경제학 관련 많은 논문과 저서 출판

- 지구환경산업 기술연구기구(RITE) 주임연구원·연구고문

- 한국환경사회학회장 역임

- 리츠메이칸 서스테이너빌리티학연구센터장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역임

- 일본공학아카데미 Foreign Fellow 등 역임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역임

- 저서(공저)에 「East Asian Low-Carbon Community」(Springer, 2021),

-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 역임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학」(법률문화사, 2022) 등 다수

Eva Lisowski

(도쿄공업대학원 재학)

- 원자력 안전 컨설턴트. 학부는 메사츄세츠공과대학에서
원자력공학 전공
- 주된 연구분야는 나트륨냉각 고속연료주기에서 시설의 핵확산
저항성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연구
-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운용
- 최근의 연구로 우크라이나 원전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 현 한국행정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부회장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석사
-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정치학박사
- 한국 정치학회 부회장
- 한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
-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정책기획 분과) 역임
-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역임
- 주요 연구주제는 기술과 세계정치, 과학기술외교, 국제정치경제 등

방사성물질 피해 시뮬레이션 발표

최종민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도시계획학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사회학 전공

-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졸업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응용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역임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역임
- 한국환경경제학회 부회장 역임
- 환경 및 자원경제 전문가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을 비롯하여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

- 한국환경사회학회 연구기획이사
- 주된 연구성과로는 ‘한국과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체계
형성과정 비교연구’,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원자력담론(1947-1974)
: 발전주의의 접합과 안전신화의 형성’, ‘먹어서 응원하자’? 부흥을 위한
생명정치: ‘예외상태’에서의 동원과 전문성의 정치를 통한 후쿠시마
정상화 시도’ 등 다수

Kenichi Oshima (류코쿠대학 정책학부 교수)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

- 경제학박사. 환경경제학, 환경에너지정책 전공
- 일본 타카사키경제대학 조교수,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를 거쳐 2017년 4월부터 현직
- 일본 환경 경제·정책학회 이사
- 일본환경회의 대표이사
- 원자력시민위원회 좌장
- 저서로 『탄소배출 제로 시대의 지방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일본평론사, 2021) 등 다수

- KAIST 핵공학과에서 원자력박사학위 취득 후 국책 연구소,

유혜림 (나고야상과대학 경영학부 전임강사)
- 교토대학대학원 법학부에서 법학박사 학위(국제정치경제전공)

원자력설계 전문회사, 원자력 기술전문회사에서 원자로 설계,
원자력 안전, 핵주기 및 환경 등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 경험
- 현 원자력 민간감시기구 운영위원장
- 원자력 안전연구회 공동대표
-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 원자력안전 방재연구소 이사

2nd December, 2022

취득 후 교토대학 특정조교수를 거쳐 현직 재직
- 한일 포함 동아시아의 각 국내 제도와 국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틀이 각 국내의 무역·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나
제약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 출판
- 주요 저서로 「한일의 FTA 정책의 비교 제도 분석」(자학사, 2018)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