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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φ￥ 프프-, l..!-

1. 제혹

데탕트 서대의 원자력 기술개발 국쩨환경 분석

표. 연구의 북객 및 충요생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째사회는 소련의 개방과 채혁， 소 연방쳐l째의 붕쳐，

동구 공산핀의 몰랴. 세계경째의 개방화와 블력화， 지구환경문째의 대우 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변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잭과 정착율 위한 일

대 변혁기률 맞고 있다. 이와 액율 같이하여 원자력율 둘러싼 국쩨환경도 또한

새로운 국면율 맞고 있는 바， 원자력 산업계로 하여금 새로운 대웅 천략율 마련

할 것융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기술 자럽 및 국산화 사업의 초기탈생과 원자력 채쌀

중장기계획율 국가척 과페로 껄쟁하여， 이률 효율객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혜와

노력율 모아야 할 시첩에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원자력 기술 개발과 환련. 점중

하는 기술보호주의 파고와 핵확산올 방지하기 위한 국쩨적인 체약 퉁이 상폰하고

있어 주요 원자력 션진국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국쩨협력의 휠요성이 캉조되는

상황에 있다. 원자력 쩡책은 본질척으로 국제정세 빛 국제동향애 민감하게 반용

한다는 점율 고려할 때， 최근의 주묵되는 원자력정책 환경변화률 첨검. 분석해

보는 작업은 우라나라 원자력정책의 방향율 올바로 새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

한 의미률 갖융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냉천 시대의 국가 원자력기술 개발정책의 쩔쟁과 추진융

위한 국제쩍인 환경옳 분석하여 우러나펙·원자력정잭이 지향힐 tff를 도출， 쩨시

함으로써， 체계척인 왼자력기술의 개발쓸 통해 21세기 션진한국율 건셜함에 있어

서 원자력이 담당해야 할 역할율 정립합율 몹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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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연구의 내용 빛 범위

냉천채쩨 종식 이후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얀한 원자력 정책환청의 변화률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번져 소련의 붕펴가 가져용 국제 원자력산업계의

상황 변화와 대용방안율 검토했다. 다움으로 정치 • 군사척 대컬얘서 경제 • 기술

격 대결로 변한 산 국쩨사회 질서 아래서 기술 우위와 산업경쟁력 확보. 시장확、

대흘 위한 원자력 다국척 기업의 노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지구환경 문쩨와 관련된 국제척인 동향과， 륙히 져구온난화 문체"

에 대용하기 뀌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N. 연구결과 및 활용

데탕트 시대의 원자력 기술개발 국제환경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쩡책

쩨안율 할 수 있다 :

첫째， 원자력 핵심기슐의 자립과 국산화 초기탈생율 위한 과학기술 루자의 확

1 대 및강화.

툴째， 원자력 기술개발 능력의 쩨고:률 위한 국제협력 다변화.

셋째. 국쩨 원자력 동항의 변화애 대한 대웅 능력강화률 위한 쩨도정비 빛 청

보수집 및 분석 능력 쩨고.

넷째. 기후변화협약에 대쳐하기 위한「원자력의 역할 중대 기반 조성.

다섯째. 빽열공급에의 원자력 이용1 둥 원자력의 이용범와 확대률 위한 기슐깨

발 범위 확대.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력기술의 초기자럽과 국가의 장기척인 원자력 연구개발

율 생공척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울 수럽하는 대 있어서 주요 자효로 활용될 것

으로 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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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National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Post-coldwar Era.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ince the later half of the 19808, progress toward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international order has been made in the wake of a series of rapid changes such as

the collapse of USSR , globalization of the world market, regionafization of the

world economy, growing concerns for the world ecological crisis, global warming.

etc.

World nuclear industries are also facing , a new international situtation forcing

them to be prepared with various adaptive strategies.

Korea has been implementing a national task of early accomplishment of the

indigenation of nuclear technology and carrying, out the national R&D long-term

plan of advanced nuclear technology. Thus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maintain

and enhance successful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nuclear field against

technological protectionism nuclear non-proliferation , etc. Considering that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is sensitive to international affairs, Korea has to investigate

and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environ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 national nuclear polic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rope and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of national nuclear technology developme~t ， and to define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building Korea as an advanced country in the 21 th

century, by scrutiniz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in the post-cold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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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tent and Scope of the Project

To analyse changing nuclear policy environment along with changing

international trends after the end of coldwar. this study first reviews how the

collapse of USSR have exerted subsequent effects on the international nuclear

industry and related international trends against it. This study also analyses

the efforts of the multinational nuclear enterprises to obtain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o expand the share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market in which nuclear-advanced countries compete for the

economical and technological superiority. Finally, this study analyses scenarios

for the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which may be imposed over

internationally in the near future. Especially, this study assesses the role of

the nuclear power in energy balance under the regulation of emission of

gree바lOUse gases from the view of national energy policy.

IV. Conclusions and Suggestions

This study suggests :

<D Investment on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increase to achieve,

self-reliance and indigenation of the key nuclear technologies.

(2) International co얘eration must be diversified to carry out the

development of the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effectively.

@ National systems must be rearranged and be strengthened to collect and

analyse information, to improve ability to respond to ever-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I바'rastructures must be formed to expand the r이e of nuclear power to

cope with the the global regulation against climate change.

® The scope of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must be extended to expand

IV



the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including district heating. etc.

The outcome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material in building strategies

to plan and drive long-term national nuclear R&D plan successfully and

indigenation of nuclea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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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0년대 후반이후 동서화해 측 대탕트 분위기에 따라 국채청세는 급변하고

있다. 륙 소련의 채방과 개혁. 소연방체째의 붕괴， 중국의 개방 둥이 그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공산주의의 뢰초와 이률 국가에서의 개방과 개혁추진. 군사대

결에서 경째대컬로의 신국제질서률 구축하게 하였고 이러한 국제질서속에셔 생존

을 위해 각국에서는 기술개발에서 우우l 력 확보와 산업경쟁력확보률 위해 치열한

기술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국쩨폼칙임숙애서 변화된 원자력정책환경은 크게 구소련의 ..붕괴로 인

한 국제원자력청세의 변화， 기술개발에서의 쭈위와 원자력산업경쟁력 확보 빛 원

자력시장 확대률 위한 원자력 다국적기업화， 지구환경문쩨 대두로 언한 원자력

중요생 증대툴 툴 수 있다.

구소련의 붕펴로 인한 국제원자력청새 변화는 륙히 과거 동서양진영의 대결구

도 촉에서 동구의 맹주로 군립하던 핵캉국의 붕과라논 점에서 그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연 수년간 놓아지고 있는 지구환경문제는 6월에 개최된 유엔환경

개발회의률 정검으로 세계객인 판심사가 되었으며 동시에 원자력의 중요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그동안 반원자력의 입장율 건

지해 왔던 로마크렵이 1992년 3월 20년만에 발간한 보고서 「제 1차 지구혁명(까le

First Revolution)J애서 올실효과가스배출의 체어에 공헌한다는 환정에서， 원자

력발천지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은 매우 주북할 만 하다.

우리는 현재 원자력기술자럽 및 국산화사엽을 조기에 탈생하고 원자력기술개

발 중장기계획율효율척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점에 았으나 핵비확산과 관련된 국

제척인 쩨약이 상폰하고 있어 주요 션진국과 국제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한 국가의 원자력정책이 국제정세 및 국제동향에 민캄하게 반웅한다는 첨옳 고려



할 때 최근의 원자력정책환경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결정

에서 국쩨동향울 정확히 반영하고 그에 대한 대웅방향율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떼탕트 시대에 변화된 원자력기술개발 국체환정을 분석

하기 위해 먼져 새롭게 재연되고 있는 국째질서의 흐름을 파악하였으며， 다읍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해 파생한 국째원자력정세인 핵확산문제， 세채 우라늄시장의 동

향. 구형 소련째 원천의 안전성 문페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또한 원

자력산업의 다국척기업화에 대한 실태 및 의의훌륭 .파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구

환경문째의 부각으로 인한 원자혁의 중요생 증대률 살펴보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율r 둘러싼 쩨문제와 이에 대웅하기 위한 훤자력의 역할올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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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본론

쩨 1철 구소련 붕괴후의 국제원자력정책 환경 변화

1. 구소련 붕파와 톡립국가엽합의 탄생

21세기의 문턱에 서 있는 세체는 지금 이제까지 인간과 사회의 펀 국면올 원

천척으로 지때하고 규율하던 관숍과 제도. 가치관과 세계환을 탈피하고 새로운

덕목과 가치， 새질서률 건설하기 위해 분주하게 옴칙이고 있다. 또한 져마다 이

러한 新愚考， 新$뼈流에 기민하게 척용함으로써 가숙척으로 변화하는 역사 잔천의

대열에서 악오하지 않고 새시대의 창초에 주도쩍으로 참여하기 위한 포잭과 변신

의 몹부림이 진행되고 있다. 신세기륭 준비하는 시대척 배경 가운데 잠재해 있던

이러한 혼돈의 써앗은 구소련의 소멸과， 그률 맹주로 큰 세력으로 활거하헌 동구

공산핀의 붕꾀률 계기로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 구소련의 붕괴와 냉천체쩨의 종식

구소련에서의 세계사척의 사태 변천은 스탈린 시대 이래 구촉된 사회주의 모

댈이 갖는 과도한 중앙집판추의. 관료주의 동의 누척객인 체제 모순들이 70년대

후반부터 표면화됨으로써 급격한 경쩨 침체률 몰고 온 결과이다. 축 사유재산의

불인청에 따른 생산성와 하학， 충앙 계획 당국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 졌먼 자원

배분의 버효율과 왜곡현상， 쳐l혜경쟁에 따른 군벼증강 둥이 필연척으로 장기척인

경쩨 침체률 초래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1985년에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페레

스트로이카와 그라스노스트라는 개혁 정책으로 체쩨내척 동철 변화를 추구함으로

써 이률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의도한 경재깨혁은 정치， 사회개혁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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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지 않고는 불가농하다는 것이 곧 인식되면서 개혁정책은 궁국척인 민주화롤

북표로 한 정치， 사회의 변혁조치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라하여 외척으로는 1989

년 12웰， 금세기 후반의 세계를 동 • 서로 분할하여 돼권율 져루던 미국과 소련의

쩡상이 볼타에서 회담율 갖고 대럽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의 새시대를 열 것

올 공동으로 선언하고， 내척으로는 1991년 7웰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계급투쟁 원

척의 포기， 사유재산제의 도입， 셔구식 사회민주주의의 채택 뭉율 통해 시장경제

의 원리률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8월에 률어서 이에 반발한 보수파의 쿠데타 실

패 이후 공산당의 활동이 불법화되면서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급진화되었고. 그

러한 과정애서 각 공화국률의 톡럽 션포 사태가 숙출함으로써 연방체제는 기반

침하의 킬로 곁잡용 수 없이 치탈았다. 러시아 대통령 옐친의 주도에 의해 톡럽

국가연합이 결생됨으로써 고르바초프는 12월 25일 소련 대통령 칙을 사임하였고

소련윤 지구상애셔 공식척으로 소멸되었다. 이려하여 급세기의 세계사척 무대에

태풍의 핵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인칸 활동의 구석구석율 지왜하며 자유로운 이성

의 자기현개와 역사의 전천율 쩨약하고 온갖 반묵과 불신. 갈둥과 분챙의 화근으

로 작용했댄 냉천 이데올로기의 우상은 그 허구의 정체를 벗고 무대 휘로 사라졌

다 1)2)3)

소련의 붕펴로 구심첨을 잃은 동구 사회주의 정판률은 급전직하로- 무녀지고.

소련을 국가 건셜의 모렐로 삼고 소련의 Al원애 의존해 오던 체3세계 국가률도

앞다루어 공산주의률 포기， 시장경헤로의 채질 전환율 시도함으로써 현폰 사회주

의는 파산올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쩨까지 세계 철서의 역학관계률 한마디로

집약확던， 미 • 소률 양극으로 한 냉천체제가 완천하 총식된 첫이다.

1) 륙럽국가연합의 탄생

1991년 12월 8일 소련의 맹원이었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동 3개 공

화국이 톡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s) 창셜 협쟁에 조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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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12월 21 일， 소련을 구생하고 있댄 15개 공화국 충 발트 3국과 그루지야률

쩨외한 11개국이 정상회담융 갖고 이애 합류함으로써 소련이 사라진 자려률 대신

할 톱럽국가연합의 형상이 갖추어 지게 되었다.

새로 태동한 톡럽국가연합는 청치적으로는 구소련과 같은 중앙， 핀혁의 존재률

부인하고 각국이 톡럽척인 주핀율 행사하되， 지난 70년깐 같은 국가 체제 아래서

살아온 유대관계는 장차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계숙 활용하자는f휘지에서 발혹

되었다. 그러나 1917년 제갱 러시아에서의 불채비키 혁명 이후 70여년간 아데올

로기의 두터운 껍철 숙에서 내연하고 있먼 각종 모순률이 휠순간얘 분출됨으로

써， 강력한 결속력의 소련에 비해 캅착스런 개방의 봇물융 맞아 1급J조된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인 묵립국가연합는 적용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4 )

현재. 톡럽국가연합 안에서 러시아가 천횡함으로써. 공동체를 러시아제국주의

확럽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여타 공화국툴의 불만으로 인해 룩럽국가연합는 더

이상의 발천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치객 협력 보다는 경제객

협력애 중캠올 둔 새로운 형태의 연방 체제가 예견훤다는 것이 천문가률의 칙객

이다. 그러나 륙히 우크라이나는 계숙 어떠한 형태의 공동혜를 통한 협력혜제 수

럽에도 반대하면셔 당사국간 개별협력올 고집하고 있어 공동체의 앞날과 관련，

그 귀추가 주록되고 있다.

2) 톡립국가연합의 당연 문제툴

폭럽국가연합의 발혹 이래 내부척으로 섬각하게 직변하고 있는 숱한 도천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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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극심한 경제난과 인종분규로 요약된다. 여기에 덧붙여 국제정치 상황의

천개상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구소련으로부터 상숙받은 막대한 양의 군비，

륙히 핵무기의 쳐려 문쩨가 버상한 주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 러시아의 경기침체와 경제개혁 추진

1) 경기침체의 가숙화

1990년대 틀어 악화되기 시작한 구소련의 경제상황은 톱립국가연합이 출범된

후애도 호전되지 못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1992년 상반기.국

민소륙이 1991년 동기대비 1~가 하락하였고 공업생산도 1~가 감소하였다. 대

외무역수지는 전년도의 15.5억 탈랴의 혹자에서 22.5억탈러의 척자률 기륙하였

다. 물가는 1991년발 기준 1992년 상반기까지 이미 1. 3()()%이상，상승되었고 생산

력감소에 따른 실업인구도 7만명수준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났다(표 I-I-I , 표

1-1-2).

(표 1-1-1) 러시아의 주요경제지표(1992년 상반기)

구 단 위 1992.1 - 6 천년동기대비(，，)

공업생산고 10억루블 4.935 87
투자액 “ 5.433 54
공용자수 액만명 73.4 99

월명균임금 루블/인 2,880 800
공공여객숙송 10억언 ·km 275 90
공공화물수송 10억론 2.4 84

자료 : 소련동구무역협회， 러시아 • 통구무역 조사월보. 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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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러시아의 경제상황

년 도 1989 1990 1991 1992

실질GNP생장율(，，) 1. 9 -3.6 -1 1. 0 -15.......-20
소비자가격 상승율(，，) 2.4 5.2 90 1000
경상수지(억달러) - -50 90 -60

주 : 1992년은 IMF 추정
자료 : 소련동구무역협회. 러시아 · 동구무역 조사월보. 1992.7

2) 경제개혁의 추진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중앙 롱쳐l척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옳쩍인 시

장기능의 도입율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톡점체제의 해채. 기업의 민

영화와 더불어 세째， 금융， 외환제도 둥 각 분야에서 깨혁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척언 개혁정책은 가격 자율확와 루불의 안정화 빛

태환생， 기업의 민영화이다 .20)

이중 애녀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격자율화와 기엽의 민영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 자율화는 러시아가 1992년 I월초 소비재의 약 9~. 공업

쩨품의 약 80"에 대하여 청부의 가격통제률 해쩨하는 I착 가격자율화와 3월의

일부 생필품에 대한 2차 가격 자유화률 단행한 것으로 개혁파가 가격자유화·프

로그램율 체숙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톨율 정착시키혀 한 것이었다. 그러

나 이로 인한 초인풀레 현상은 결과척으로 국민의 실질소륙율 하락시켰고 기대

하였헌 불자부혹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살

펴보면 1991 년 7월 당시 러시아 공화국은 ”국영 및 민영기업에 대한 빈영화법”

율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 톱럽국가연합 창설 직후인 1991 년 12월 29일 ”민영

화계획의 기본큐정’과 민영화 혹진 포고령올 발표하였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7



민영화 대상은 외부대상， 가능대상. 규제대상， 금지대상 둥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민영화의 의무대상과 가능대상은 기초 서비스업과 경공업이며 큐제

및 급지대상은 기업， 차원 • 애너지산업이나 수송산업 동 국가기간산업， 의료업

풍이다. 러시아정부는 1992년내로 약 2.000여 기엽과 국영 소매상의 70"이상율

매각하는 등 국유재산의 2~를 민영화할 계획이다. 여기서 주목활 사항은 자원 •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 규제대상이라는 첨이며 국가기간산업이 번영화 급지대상이

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툴 산업은 아칙 국가의 규제와 통제숙에 개혁올 추진한다

는 첨을 주북하여야 한다 20 >2 1)

2. 국째질서의 채면

소련 붕펴의 의미와 파장은. 여러가지 북합척인 요인툴에 의한 우발객 사태

천개의 가능생이 상존하고 있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헛째. 동셔간 냉천처l제의 총식.

툴째. 사회추의 이념의 견반척인 퇴조，

셋째， 며국 주도에 의한 세계 신질서의 형성

풍으로 요약될 수 있울 것 칼다. 새로운 시대는 지난 날을 지때하먼 신념들애 대

한 척극척이고도 창조척인 재명가 착엽과 기존 제도률에 대한 극적인 재변을 요

구한다. 오늄낱 국제 사회에셔는 바야흐로 새로운 질셔 창조와 그 아래서의 고치

션첨율 위한 훌훌合集散， 合從連홉의 옴직임이 천개되고 있다. 이러한 暗中훌累의

소용톱이률 거쳐 갱착될 새로운 시대의 모습은 현채로서는 안개 숙처럽 불투명하

다. 천 지구적 위기를 해결할 벼견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저개발국틀은 여천

히 빈곤과 기아의 문쩨에 시달고 있고 션잔 자본추의 국가툴은 신 보수주의의 불

결 속에서 첨첨 반민주적인 행태률 노훌시키고 있다. 불확실한 상황 천개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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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으로 대용함으로써 21세기의 새시대를 능동쩍으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냉전시대

와는 다른 깨념과 기술， 천략이 요구된다 9 )1 0)1 1)

이러한 혼돈과 불확설의 와중에서 현재로셔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제까지 국져l

질서률 專홈하던 냉천적 유쩨였댄 제 1. 제 2. 쩨 3. 제 4세계의 분류 도식이 천

혀 새로이 수정되는 과정에 았다는 것이다. 륙 동서 양극체쩨애셔 서구 자본주의

국가률율 지청했먼 쩨 1세계와 공산핀옳 의미했먼 쩨 2세체가 융합 현상율 보이

고 있고. 1955년의 r반둥획의」률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제 3세계와. 극빈국가나

단체률 규정했댄 쩨 4셰계는 개발도상국. 포는 저개발국이라는. 이념생이 탈색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여와 같은 離合集散의 부산한 용직임은 북잡하면서도 상충되는 훈동에너지률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간단한 논리로는 그 숙성과 형태률 파악할 수 없

다. 축 한면에서는 강력한 민혹주의척 경향의 대두로 인해 강력한 깨쳐I화 현상이

얼어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산 국제주의로 표현될 수 있는 범국가척

인 롱합 현상이 큰 기류를 형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 및 유고 연방의 분할 동

과거 공산주의판의 와해는 과거 북재핀력에 의해 물~l력으로 이루어진 풍합 체제

가 그 권혁의 해체률 맞아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연 이와는

반대로 휴렵， 북미， 남미. 동남아， 태명양겸째핀 등 구 자본주의 진영의 각 블럭

율 중심으로 갱치척， 경쩨척 통합 옴직임이 활발히 천개되고 있다 9 )1 0 )11) ’

이러한 민록주의와 선 국제주의의 와중에 서방 션진국률 사이에서는 고힘주의

현상이 새삼 나타나고 있옴은 주룩할 만하다. 이는 소련의 붕괴 후의 oJ국애서

막대한 국방비를 소모힐 필요생이 없어격 당연히 기대되먼 경쩨척 여유가 오히려

더욱 착박해 짐으로 인해 생긴 현상이다. 미국의 장기척 불경기는 미국 내의 보

호주의 바람율 강화시키고 었고， 톡일도 통일에 따른 막대한 경비률 동원해야 하

는 입장이다. 일본도 근래애 보기 드문 경기퇴조 현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프

랑스， 영국， 이탈리아 풍의 설업율은 착각 10"를 념고 있다. 공산추의의 몰락으

로 정의와 자유， 명화를 구현하기 위한 철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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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진국툴은 이와같이 쩨 앞 추스르기에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옛 공산핀의 경쩨

회북과 민혹분챙의 해결올 위한 지원 동 훨요한 조치률 위한 국제척 협상의 진행

상황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지부전한 상태률 면치 못하고 있다· 9HO )ll}

야 모든 난기류의 과도기률 거쳐 앞으로 정착훨 질서률 가늠할 척도는 우선

이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 된 미국이 취활 대외정책의 귀추에 크게 의폰할

것임운 당연한 궈결이다. 미국은 향후의 안보와 리더쉽 확럽얘 있어서 경쳐l력이

결정적인 역할율 할 것으로 보고， 기존의 국제기구들의 조정율 통한 리더웹의 발

후l률 도모하는 한변으로 새로운 정치 · 경제적 강국이 된 얼본， 톡일 둥과의 환계

정럽애도 역첨올 두고 있다. 륙 현재 미국은 각국이 분탐하는 역힐율 조청하는

세력으로서 세계률 이률어 깐다는 목표률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며국어 유

일한 초강대국의 지휘률 갖게 되었으면서도 실질척인 영향력 행사에는 한체가 있

용율 인식한 결과이다. 객대 셰력이 사라진 바탕에 과거와 같은 군사력에 의한

미국의 지도력은 더 이상 힘율 밸휘할 수 없눈 것이다.

한마디로 냉천체쩨 붕괴 이후의 세쩨 질서는 단일체제 또는 다극체제 둥과 같

은 간단한 도식에 따라 천개되지는 않울 것임이 분명하다. 북합생과 다양성을 륙

징으로 할 향후 국제 청셰의 흐릅 가운데 군사력율 대신하여 판도를 가륨할 인자

로서 경쩨력과 기술력이 새삼 비상한 주목올 받고 있다.

, 가. 청쳐l 천챙

l) 경제천챙의기본구도

냉천체채의 종말이 가져온 외견상의 명화의 이면애서 골바로 자본주의 간와

경쩨펀쟁이 시작된‘ 듯하다. 그것읍 대체로 미국형， 일본형， 유럽 • 묵일형 풍 셰

가지 형태의 자본주의 간의 갈퉁이 라 할 수 있다. 꽁산주의라는 공동획 척을 두

고 결좁휠 수 있였먼 이들 깐의 유대가 약화되면서 세계는 지금 유일한 초강국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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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동의 경쩨 대국 일본， 이률에 대용하여 공동이익율 지키기 위해 뭉친 유

럽 풍올 큰 축으로 힐거하여 홈하 엄지구객 경쟁과 각촉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

한 경쟁율 기본 구도로하여 1990년대의 세계 경제환경은 이제까지 지휴， 강화되

어온 경쩨 • 자원 민혹주의， 지역주의， 보호주의， 상호주의 퉁이 심화되는 가운대

다읍과 겉은 체반 잠재척인 요인률이 북합척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변화힐 것으로 보인다. 축

첫째. 유일한 거인 미국야 국패사회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 증대，

둘째， 군사력의 중요생 감소에 따른 경제력의 중요생 증대와 국제 경제협력

확대. 세계 시장의 볍지구화，

옛채. 서유렵 최대의 경째 대국으로 부상한 롱얼톡일과 동유렵 국가툴 간의

경제척 유대 강화.

넷째， 동유럽의 민주화와 시장체제화 및 세계시장으로의 연입，

다섯째， 톡럽국가연합의 출법과 그률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 천개.

여섯해. 경제 블력화률 바탕으로 한 보호주의의 심화와 그에 대한 대용，

일곱째， 미국의 경제 침체， 동유럽 제국 및 중국의 시장체쩨화 노력 풍얘 따

라 자본수요가 증가한 상황애서 얼본의 자본 유출이 감소되는 풍으로

인한 써계쩍언 자본 부혹.

여닮째'. 민혹주의， 국토분쟁， 지역패권주의로 인한 지역 분쟁의 반발 -가능생，

아홉째， 국지천 발발과 자원 무기화로 인한 자원환경의 악화 가눔생 ’둥이 향

후 자본주의 경져l천쟁의 향방을 큐청할 변수틀인 것이다.10 )11) 14)

미국형 자본주의는 개안의 자유의 국대화， 사척 영역에 대한 청부의 깐섭의

극소화， 자유무역， 자유시장， 재인기업의 모험과 보상 동을 강조하며. 국가척 경

체 계획이나 정부 주도의 j 광범위한 산업 천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융 륙징으

로 한다. 일본형 자본주의는 유교척 천통에 거초하여 정쩨발천율 위한 장기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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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천략， 수출주도형의 중상주의척 무역， 그러고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의 이익

및 셔장의 자유의 희생을 롱한 기업. 국가 둥의 집단이익율 추구한다. 유럽 • 톡

힐형 자본주의는 마국형과 일본형외 중간 형태로서. 높은 수준의 깨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를 허용하는 반면에 장기척 개발 천략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척 경영과

국가의 칸섭올 당연시하며， 팡범위한 사회보장율 제공하고 개인과 기엽 간에 발

생하는 위험융 구제해 준다. 지난 45년간 살혈읍판 같은 핵균형의 공포 앞에 억

제되어 오헌 이툴 자본주의 사이의 경쟁은 냉천 종식의 새로운 국면율 맞아 자연

스럽게 훌훌되고 있다. 아러한 자본주의 간의 천쟁에 있어셔는 기업률이 군대로

서의 역할율 탐당하게 될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 경영자나 란러자가 대통

령이나 수상보다 더 중요시 휠지도 모른다. 흑‘ 경제가 정치에 대해 우위를 점하

게 될 것이다 10)1 1) 14)

융통생이 없는 엄격한 천롱에 기반올 둔 얼본과 톡일이 융통성있고 변화에 대

한 역동척인 척융에 충실한 며국보다 새 시대에 민캡하게 쩍웅하고 있읍은 아어

러니이다. 쩡보화 시대의 기술과 서버스， 금융조직 부문애서의 션구척 작업의 대

부분윤 미국에서 이루어 졌지만， 그러나 아 부문에서의 벼약척인 발천의 생과률

상업화 시키는데 큰 힘올 발휘하고 있는 혹은 일본과 동아시아 및 유럽으로서，

그률은 기술의 벅이사슐올 통합사킴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대큐모 경쩨

책~률 만틀어 내고 기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성공했다. 미국아 국내 시장

의 규모가 크다는 안얼한 생각에서 해외 시장의 개혁에 소훌한 사이에 얼본과 묵

일은 일찍부터 국제 사장의 개척에 불두하지 않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

은 국체 컴쟁력의 우휘를 확보함 수 있었다.10 )1 1 )1 4)

2) 경제전쟁의 천개 앙상

이 순간 국째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북잡다단한 흐름율 實流하여 현져하체 드

러나고 있는 초류는 대체로 제계경제의 개방화와 불럭화의 두가지 단어로 합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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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융것같다.

가)개방화

정쳐I 부문에 있어서 세계 도처애서는 국정올 초월한 기구와 쩨도의 셀럽이 추

진되고 있다. 신 GAIT체페률 구축하여 모든 국가의 상품. 자본， 노동， 서비스의

이동율 시장 논리에 맡겨 자유롭깨 개방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

자간 협상언 우루과이 라운드(UR)가 그 대표객 예이다. 국경이 없어져 가는 상황

에서 새롭게 충요시되는 경제력은 채정력이다. 상품의 교쩍보다 더욱 빼르게. 더

욱 자유롭게， 더욱 효과척으로 파급되는 자본의 유동은 새로운 기술개발율 위한

비용야 더욱 증가되는 상황에서 금융자산의 중요성을 더욱 놀이고 있다. 산업화

시대가 막융 내리고 챙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산업화 시대의 원리 종 일

부인 시장 대큐모화. 상품의 표춘화， 대규모 경쩨 채제의 출현 풍운 정보화 셔대

의 챔단 산업에도 유효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다만 천반척인 개방화 추셰에도 불구하고 주로 미국. EC. 카나다 풍 션진 각

국이 법핑방지 환세제도를 자의격으로 확대하여 서행하고 있읍은 국제사회에 상

존하는 강력한 보호주의 추세를 반영한다. 흑 각국은 랩핑 방지 관세가 수입 쳐l

한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읍으로써 공정무역이 이루어 질 것을 보장하고 있는

GA'π‘협약의 정신율 왜팍하여 외국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국의 산업악

피해률 방지하려는 의도률 노골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에 의존하는 개발도

상국률에 대한 션진국틀의 무역 장벽은 갈수륙 높아가고 있다. 보호주의 기초률

드러내는 또 하나의 환행은 셔유럽 국가틀 간애 폰채하는 미묘한 비관세 장벽이

다. 유럽은 이률 룡해 외국의 경쟁자률로부터 지역경제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칼은 보호주의 현상률은 어느 면애서 개방화 대세를 천째하고

이에 효율척으로 대용하기 위한 각국의 천략 또는 그 반작용으로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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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블력화

여러한 개방화. 국제화 바람의 한편에서 급좁하게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륙징은 쩨계 경체의 지역화， 블럭화 추셰아다. 불력화가 노리는 바는 대체로 역

내 국가률의 배타척 결숙율 통해 역외 국가률의 침루와 시장 잠식올 방어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 수 있으나. 한연으로 이러한 추세는 각국의 거대 초국척 기업률

이 전 세계 시장율 대상으로 한 경쟁적 지배률 용해 세계 경제를 통합해 나가는

과도기척 과쟁에서 나타나는 현상야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오늘날 세계 경제에

대한 배타척 지배권율 행사하는 개별 자본이 존채하지 않고， 또한 때천과 탈~l

자본추의 션진국 사이의 상호 의폰성이 증가됨으로써 이률은 상효 배타척일 수

없다는 사설에 근거한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불력화 현상은 차본의 톱첩력 강

화의 일환이다. 불럭화 경향의 가장 두드러전 예는 구주공동체(EC)와 ’완련된 電

光右火와도 갈운 얼련의 사태의 발천여다.

(l }, 유럽 블럭

세계샤의 지반은 소련의 현설척 소멸에 앞서 1989년 베블린에서 여미 용기하

기 시작했다. 축 빼률린 장벽이 무너졌올 때 세계사의 지진이 시작원 것이다. 유

럽공동체가 유령의 경제. 쩡치척 풍합율 추진하고 있는 한편에서 빼률런 장벽이

무녀진대 이어 톡얼이 통일되고 동구에서 사회주의가 퇴장한 일련의 급축한 상황

천개는 세계쩍언 힘의 균형애 변화를 초래한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로운

시태률 맞아 유렵 각국은 명실상부한 유렵 통합의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EC 12

개 회원국은 1992년 2월， 금융자산와 충요생에 대한 인식올 바탕으로 1999년까지

단알화훼의 사용율 통해 금융통합 (EMU)율 실현할 것과， 나아가 외교 • 안보정책율

공동으로 추진하며 공동시민핀까자 갖는 것옳 내용으로 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용 초안했다. 또한 스위스. 스워I댄. 텐마크 동 7개국으로 구생된 구주자유무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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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단TA)과 결합하여 유럽의 거의 천역을 하나로 묶는 구주경제권(EEA)을 1993년

1월 1얼부터 벌혹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휠 경우 세계 무대에는 또 하나의

단일 초강대 새력여 둥장하게 될 것이다. 유럽이 경제 통합을 서두르게 된 일차

적언 동기는 힐본의 유럽 시장 점령에 대한 위기감에 있으며. 또한 이것은 그틀

의 입장에서 소련과 동구핀 변화률 지켜 보연서 이 지역을 툴러싸고 창차 활발해

질 거래에서 유리한 입장울 션첨하기 위한 대웅의 일환으로 보인다. 경제와 통화

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유럽이 장차 초국까척 공동체률 실현힐 수 있율 것인가와

앞으로 유럽 경제에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 폰재힐 수 있는가률 시험할 시

험대에 놓여 었다. 그 결과에 따라 유렵은 일본형 자본주의률 지향할 것인가. 또

는 미국형 자본주의률 지향할 것인가률 결정활 것이다. 또한 유럽이 지향하는 초

국가척 구조는 그와 환련된 .사회-시장’ 철학과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그 t

리고 얼반척언 삶의 방식의 변화와 함께 21셰기의 국경없는 경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모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렵이 션택하는 정책， 경제 성장의 폭， 외국의 참여 수준. 청치척 통합의 청

도. 군비 축소의 축도， 새롭게 태어날 안보 질서. 유렵 변방 국가률에게 주는 불

안 효과 둥이 미국과 얼본. 그러고 그 밖의 많운 국가률이 나아갈 걸에 많은 영

향율 미치재 될 것이다. 새로운 유럽의 동장은 미국때게 있어 당분깐은 공정객으

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유럽에서의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며국은

국내의 만생척언 재정 척.:%.}에서 벗어날 수 있율 것이거 때문이다. 폭일은 당장

막대한 통일비용율 치루어야 할 어려옴에 처해 있으며. 일본은 이페까지 굳게 닫

고 있먼 국내 시창의 문을 개방하여 새로운 질셔에 척용해야 할 엄창이다. 그러

나 일본은 짧은 기깐 안에 이애 성공척으로 척웅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렵

도 미국의 경제 침째률 호기로 대미 종숙척 관계애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시장을 건셜함으로써 스스로의 ~l익을 확대하고 경갱력을 강화하게 될 ，것

이다. 얼본과 톱얼운 향후 째계의 모든 지역에서 경쩨척으로 중요한 쩍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불변의 숙생이 끊임없는 시장 개척이라고 보았을 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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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년대의 톡얼은 선전국 지역에서 가장 큰 단얼 시장인 유럽의 중심부가 될 것이

며， 아시아 • 태명양 지역올 효과격으로 묶을 수 있을 경우 얼본 또한 환태명양

지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시장의 중심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

면에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시장은 앞으로 규모 면에

서 3위의 시장으로 천락하게 될 것아다. 륙히 일본의 자본과 기술， 산업 천문가

률은 이미 유럽 경제의 중요 국연 여기 척기에 이미 뿌리률 갚아 내리고 활약하

고 있는 만큼. 유럽에 대한 일본의 영향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일본이 EC와의

거래에서 율렌 무역 혹자의 대부분은 새호운 루자의 형태로 유렵으로 다시 유입

될 것이다. 축 일본은 EC의 잔치떼 공식적으로 초대된 손님. 나아가 EC의 일부분

으로서 자기 훌율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다· 각것은 유럽에 있어

서 막강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훈 일본은 매우 필요한 존재이며， 야미 많은 부

분에서 상호간애 구조객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냉천 시대가

블나면서 핵우산의 유용생이 퇴잭되고 안보에 대한 군사척 위협이 사라지자 일본

과 유럽은 미국에 대해 아쉬울 것이 없게 되었다. 자본은 물론， 유럽이 훨요로

하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도 얼본은 미국융 농가하고 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률 쩨반 구조격인 강점률이 유럽에 유입되어 유럽 시장이 확대되고 유럽이 현

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증식될 경우 유럽은 초산업사회를 향한 푼턱에 률어설 수

있게 될 것이다 9 )1 0)

(2) 아시아 • 태명양 블럭

세계적언 경제 대국이면서도 자원을 갖지 못한 일본은 이를 조탈하고 또 엄청

난 공업 제품율 처분할 시장율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이러한 일본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주의 국가률의 시장경개l 체제 도입애

따라 동북아에서의 지역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자원 보고인 톡립국가연합과 막대한 상품시장으로 동장할 중국이 자본 및 기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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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필요에 따라 세계시장에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지역 협력쳐l 형성율

위한 절호의 여건율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률 토대로 일본은 나아가 50년 천에

기도한 바 있었먼 대동아공영핀의 새로운 형성이라는 야심율 키우고 있다 13 ) 일

본이 추도하고 있는 아서아 • 태명양 지역에 있어서의 자유무역 확대와 경제 붙력

화률 위한 논의는 아 • 태 지협의 역사척 륙수성. 개개 경제구조의 이절성. 동 •

서문제(남·북한 간 빛 충국·대만 깐 풍) 및 남·북문제(NICs· AS다N 깐 및 개

발지역 • 개발도상지역 간 동)의 미청산 둥으로 인한 갈동 요인의 상존으로 그 실

현 가능생이 현채로셔는 유동척지만 천반척인 블럭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읍은 분

명하며， 21세기에 있어 아 • 태 경제권이 유럽. 북미경제핀과 함께 세계 경처l의 3

대 촉이 될 것임은 필지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의 논의 과정에서 그틀

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함으로써 그틀율 중심으로 NICs , New NICs를 포함한 기존

협력체인 ASEAN 국가룰， 충 • 러시아 • 몽고 둥 사회주의권， 나아가’중동의 석유수

출국 등을 포괄하는 광역경제핀올 형성하는데 생공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

본의 동북아 천략은 시베리아 빛 충국 동북지역， 북한의 두만강지역 개발 필요성

과 맞물려 UN 개발계획 명묵하에 급진천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율 위해서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필수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

역척 초건률은 세계쩍인 경쟁무대에서의 일본의 약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앞으

로 예상되는 미국(Do llar )-유럽 (ECU)- 일본(Yen) 간의 환율협정에 따라 Yen화는

세계척인 통화가 될 것이며， 유렵 시장에서 일본 잉여자본의 투자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생산 체제를 개밸하고 재쩡 혹자률 발생시키면서 천세계

시장에 자국의 기엄율 첨푸시킴으로써 다음 세기에 첩어률 무협이면 얼본은 경쳐l

력의 제반 부문에 있어서 천 셰계적으로 가장 앞선 서l력이 될 것이다.

(3) 북미 블력

미주 대륙의 경우， 미국은 유럽 및 일본세에 눌려 죄잔해 가는 그틀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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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미국 · 카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율 자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 멕시코까지 연장하여 이를 하나의 경제핀으로 묶기 위한 지역 경제협력협정인

주도로 1992년 8월 12일에 발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창셜 합의문야 미국의

여률 위한 협정문이 10월 7일에 가조인됨으로써 1994년 I 월 1 일 발효표되었고，

금될 예정애 있다. 이률 협정은 상품애 대한 수입 큐째 완화 뿐만 아니라 투자，

융 둥의 환문까지 포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 철폐률 주내용

큰 것어다.

미국은 더 나아가 .아멕시카나(Amexicana)합중국’ 구상까지 밝히고 있다.

으로 하는 천통척인 자유무역 협쟁에 비해 정제척 통합력이 상당히

(4) 기타

이와 같은 선진 경제 권역툴율 중심으로 새롭게 타오르는 지역주의 불길에 감

남·북미 국가틀 간의 미추기구웅율 받아 동남아 국가률 칸의 협력체인 ASEAN,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하나의 아프리카를 지향하는 Organization

산유국툴 깐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풍 기존의 지역 협력기of African Unity,

그러나이률구률도 새로운 변신과 유대 강화률 위한 재정비의 몸짓이 부산하다.

지역은 션진 경제핀에 대한 변방으로서 그률에 대한 방어척 활동에 급급할 수 밖

에 없올 것으로~‘ 보인다;

개방화와 블럭화로 륙정지워지는 새로운 국쩨 정치， 경제질서의 모색‘과 UR 협

상의 진행， 한 • 중 및 ·한 • 러 수교와 남 • 북한 롱일 가농성 퉁 동북아시아의 정

칙척 정셰와 환련된 변수 뭉 우리의 주위에는 이 순깐 곳곳에 새로운 도천과 기

새로운 역사 법칙의 조류와 새로운 진리가 얼마나 빼른 속도회가 산재해 았다.

또는 어떤 톨발로 쩨도화휠 것인지， 어느 정도로 혁명척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적인 사태가 이러한 흐름을 외외의 방향으로 몰고걸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

다.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모잭될 세계 질서의 중심세력의 일원이 되기 위해셔는

현재 미국 · 유럽 · 얼본올 중심으로 깨펀되고 있는 구도 변화에 대해 신숙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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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합과 동시에 뒤늦게 수교률 맺은 러시아 및 중국을 효과척으로 활용하지 않으

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지급 냉천 시대의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전부한 인식

옳 념어셔서 post-modern한 쩨계관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나. 기술꽤핀주의의 대두

개방화와 블럭화의 큰 흐룹 가운데에서 이제 개별 국가 단위의 경제주판은 그

의미가 퇴잭활 수 밖에 없다. 정보 • 통신혁명의 진천으로 인해 문화주판도 더 이

상 척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군사주핀 또한 탈냉천 이후의 집단 방

위체제 추세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 같없는 대결의 세계사의 무대에서 냉천의 악

이 내려진 오늘날 기술을 툴러싸고 바야흐로 새로운 대결이 천개되고 있다. 일본

인틀야 ·결프천의 승자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며， 구체척으로는 일본이 제공한

반도체· 라고 공언하고 있듯이 이제 과학기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경제력， 군

사력. 외교력은 무력한 시대가 되었율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없이는 자연의

회북도. 환경의 보폰도， 삶의 질의 향상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국가의 정채성

과 국력율 결정하는 추핀의 척도는 과학기술력의 유무， 보유한 기술의 수준에 의

해 가름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과학기술은 이제 단순히 산업경쟁력율 키우고 경

쩨률 회생시키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보， 문화 둥 모든 측면에

서 우리의 생존율 큐정하는 철대조건이 되었다. 죽 이쩨 주핀의 개념은 기술주권

으로 바꿔었으며. 기술이 국가간 경쟁의 핵심척인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국제 경쟁력은 임금과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얼본의 예는 여러한 이론올 간단하게 부정한다. 일본의 임금은 미국애 벼

해 결코 낮지 않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일본은 1985년 플라자 조약에 의해 달러

당 238엔 하번 환올도 단 l년 사이에 탈러탕 168엔으로 급격하재 쩔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쩨숙해서 무역수지 혹착률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원인온 다륨아닌 바로

미국보다 앞선 기술력에 있었던 것이다. 알본은 또 로봇트 기술을 바탕으로 천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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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으로 후진국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조차 더 싸고 더

「품질 좋은 쩨품율 생산함으로써 후전국들의 설 자리률 침법하고 있다. 푹 과학가

술을 중심으로 새롭게 천개되고 있는 새계 절서의 흐륨은 산업혁명 이래의 기존

질서툴 지빼하던 경쩨 이론， 사고의 툴， 행동 양식의 천환율 강요하고 잇는 것이

다. 이쩨 우리는 .무역의 격차는 산업경쟁력의 격차에서 비롯되며. 산업경쟁력의

격차는 과학기술혁의 격차애서 비롯됨’을 뼈아프게 깨탈올 때다.

이와 깥은 기술을 둘러싸고 오늘날 국제척으로 천개되고 있는 패훤 다톰의 양

상은 첫째， 극심한 기술개발 경챙， 툴째， 기술장벽의 건고화， 셋째. 국가 안보척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정책 실시. 넷째， 국가간 과학기술의 수명척. 수칙척 분업

화， 다섯째. 과학기술의 션진국 주도에 대한 후진국률의 반발 증대. 여섯째， 기

술협력의 불력화 풍으로 륙정지울 수 있다.

1) 집단척 압력

오늄날 국제관계의 변화가 기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측

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는 무역압력 - 산업구조 압력 - 가술압력으로1야어지는

선진국률의 후진국률에 대한 집단척 압력의 맥락율 간파함으로써 쉽게 인식될 수

있다. 기술을 툴러싼 치혈한 경쟁은 천반척인 개방화 추세률j 오히혀 역행하는 변

올 드러내고 있다. 그 비근한 예로서 현채 우리의 숨똥을 조으면서 션전국률이

타결율 서두르고 있는 우르과이 라운드(U멤)협상은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 나아

가 노동언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l유로운 거래률 확대하는 방향으로 몰

고 가면서도. 유톡 기술만은 지척소유권이라는 이릅올 붙여 예외로 묶음으로써

선진국의 가특권율 카르텔화하고자 하는 의도률 노골척으로 드러내고 있읍을 들

수 있다. 우르고}이 라운드는 션진국이 지금까지 취해 왔먼 기술이천 기피 의도를

단객으로 훌훌하는， 기술돼판추의의 집단척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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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세계 기술질서 - OECD의 용직임

션전국률은 더 나아가 후진국들의 기술개발 노력 자체률 규제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션진국들윤 자국의 R&D 지원은 강화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R&D ~l원에 대해

서는 해당기업， 또는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로 큐정. 이률

큐쩨하고자 기도한다. 즙 1991 년 6월에 옐렸먼 경쩨협력개발기구 (OE~D) 각료회의

는 여러 나라의 상이한 기술개발 껴l도가 무역마찰율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단정하

는 ‘과학기술정책션언’율 채택했고， 이에 따라 1992년 3월에 깨최된 과학기술zt

료회의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왼하는 모든 연구개발 사엽， 과학기술 정책 지참 및

지척 소유판애 관한 국재척 규별의 쩌I정율 껍토하며 그애 관한 쩨반 사항들율 종

합척으로 다루는 ‘과학기술정책 실무위원회’률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

르면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장기척 기초연구와 공공거술 개발의 지원에

한정되어야 하며. 상업척 웅용분야에 대해서는 전척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

다. 축 민간기엽의 R&D 및 천략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천롱척 지원 수단언 셰

제. 금융상의 륙혜， 보조금 지완， 공공구매제도， 연구비 제공 동은. 규째의 대상

이 펀다. 미국의 통상법(Omn ibus Trade III Com홈ti H veness Act)도 이와 같은 신

조휴를 반영하고 있으며. 1989년 미국의 조션업체는 이률 근거로 한국. 톡얼， 일

본， 노르훼이 청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율 했다는 이유로

USTR( 미국 통상대표부)에 체소한 바 있다. New Rule of G빼e(신세계 기술질서)라

고 불리는 이러한 원칙은 ‘기술창업자7} 갖는 톡점척 이익율 지숙척으로 유지함

으로써 기승에 환한 한 후발국의 선진국에 대한 추격융 원천책으로 봉왜하려는

냉혹한 포석임은 물론이다.

나) 환경문쩨를 빙자한 71술보호주의

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 절셔의 중대한 단연은 지구 환경보천운동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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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드러나고 있다. 선진국률은 지구 환경 문제 조차도 후발국애 대한 기술개발

억쩨 및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션진국틀의

용직암은 환경오염 물질울 함유한 상품의 무역 큐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환경

문제률 빙자한 무역보호주의(소위 green protectionism)에 다릅 아니다.

다) New Round - 지척소유핀

.기술주핀·의 개념은 기술민혹주의률 확산시키는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위에

서 보인 선진국 간의 다각척 움직임률은 현재의 후진국 어느 나라도 션진국의 반

혈에 변입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의 표현이며， 경제생창의 불

가결한 수단인 과학기술의 효과척 차단올 통해 그러한 의도를 효과척으로 설현하

고자 하논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구조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셰계 질서악 원긍l로까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다릎아닌. 위에서 보안 ‘선세계 기술질서’인 것이다. 기술보호주의는 무역보호주

의와 밀첩하거l 관련되어 있는데 1991년 9월 납미의 부에노스아이레스애서 깨최된

무역에 란한 신 다자간 협상(New Round)에셔 재도국률의 캉력한 반발 축에 지척

소유판 문쩨률 무역협상에 포함사키자는 션진국의 주장이 완철된 것은 션진국의

기술 보호률 국제 경제질서 축에서 공식화한 것을 의미한다. 션진국의 무역보호

는 상품의 국쳐l 경쟁력의 주요 인자인 기술보호률 필연척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

라) Strategic Alliance - 기술 카르탤

시장지배력과 기술 우위툴 지속척으로 향유하기 위해 션진국틀은 서로 경쟁하

는 한면으로 그 톡점체제률 카르텔화하기 위한 기술의 천략척 동맹(Strategic

，Alliance)관계 수럽에 의한 협력의 노력도 영행함요로써 선 • 진국 간의 기술 격

착률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에 혜결한 미 • 일 반도혜협정은 셰계 반도체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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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 과첩하고 여타 국가틀에 대해서는 기술 • 무역장벽율 옳이는 효과률 겨냥한

썽무척 천학동맹의 대표척 사례이다.

2) 개별척 기술장벽

이념과 체제의 창벽이 사라진 지금.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질서 아래서

과학기술의‘ 배타척 향유률 위해 선진국률 수준에서 국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

초척， 제도척 용직임은 위에서 보인 바와 같거나와， 첨단 과학기술이 한 나라의

경제와 산업기술혁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개별적 차원에

셔도 과학기술의 진흥에 온 국력을 쏟고 있는 일방 자국의 기술 보호률 위한 대

외척 장벽율 높게 항고 있다.

가)일본

우션 20세기의 천반기에 세계의 무기고로서 제국주의를 지향해 왔먼 일본은

그 후반기애 률어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상주의척인 경제대국을 추구함으로써 이

에 성공한데 이어， 이제 세계의 연구소로서의 기술대국율 향한 북표률 셰우고 그

률 위한 노력에 한충 더 박차률 가하고 있다. 그러한 사례들로서 일본은 의회 안

에 정보산업전홍 의원연맹， 지식산업진흥 의원연맹 둥의 ·하이테크쭉’ 의원 그룹

이 있어 이률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지원활풍이 적극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신세기를 향한 과학기술 종합 대책’율 수럽， 21세기를 j향한 추체척이며

주도척인 과학기술 쩡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창조척인 기초과학’ 연구률 캉화하고

있으며. 륙히 창조과학기술개발 사업과 차새대산업 기반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집

총쩍인 지원율 하고 있다. 일본운 또한 부메랑 효과를 내셰워 신흥공업국에 대한

기술이천율 극도로 기피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닿생한 세계 최고의 기술혁은 2

차 세계대전 후 때천푹의 불러한 여건 아래서 옹갖 어려움과 서러움율 겪으면서

24



오로지 자국의 연구원틀의 피와 땀으로 야룩한 것언 만큼. 기술의 이전에 관한

한 일본은 가장 인색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나)미국

미국도 또한 약화된 국째 경쟁력을 회북하기 위해 산업. 경째. 기술 풍에 판

한 종래의 자유방엄 • 서장위입 원칙을 지양， 정책 개념율 도입함으로써 국겨 주

도형으로 천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의회， 언론 풍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률 위한 세계객인 기술우위 확보률 제 1의 파제로 삼고 있는 부

사 미 대롱령은 1989년 3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산업경쟁력 향상위원회·률 윈

생， 퀘일 부통령을 의장으로 임명하였으며. "1990년 9월에는 미국 초유의 기술정

책(U. S. Technology Policy)올 수립하여 국가척으로 충첨 육성할 227H‘국가 전

략기술을 선정， 판 • 산 • 학 • 연이 공동으로 개발토록 했다. 의회도 또한 이애 척

극 호용하여， 하원의 세입위원회는 1991년 6월 이래 10여 회에 걸쳐 ‘경쟁력챙문

회·률 개최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마국기술우위법안(American

Technology Preeminence Act)’울 의결했다. 또한 1992년도의 상무성 연구개발 예

산을 58"나 중액하여 초천도， 팡섬유. 신소채， 반도체 풍캡단 분야의 신상품 및

쩨조공법의 개발율 혹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쩨고토록 배력했다.

그러한 한편 미국은 기술 유출 방Al롤 위한 보호의 장벽도 갈수록 높이고 있

눈 바. 1992년 8월 발표된 북미자유무역지대(NAF1‘'1\) 창셜 합의문이 각종 관세률

철혜하고 금융， 운송사장을 깨방힐 것율 명시하고 있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첩

단 오학 프로그햄 빛 장비 져착핀， 등록상표 및 지척소유핀은 업격히 보호한다”

고 봇박고 있다. 륙히 미국은 북합재료 풍 장차 설용화 가능성야 놓다고 생각되

는 유망 첨단 기술(emerging technology)에 관한 청보의 외국 유출율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척인 기술개발얘 관한 정보를 얼본 둥이 상품화에 활용하여 보

다 우수한 껴l품융 반틀어 냉으로써 미국의 기업여 곤경에 처하고 있다는 인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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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이다. 또한 중앙청보국(CIA)은 한국 풍 모든 국가률의 첨단기술 개발 풍항의

파악율 3대 중첨 정쩨정보 수접 가능의 하나로 충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악 이대

올로기척 우방， 군사척 우방도 냉전시대가 같난 현재의 경제력 제일주의， 기술패

권주의의 현실논리 앞애서는 헌 신확에 져나지 않옴을 웅변하는 것이다. 째계 유

일의 초강대국 전략융 보이지 않게 추구하고 있는 미국은 지척소유핀， 사장 1개방

의 기치률 둘고 우리에게 지숙척으로 압력율 가해 올 것으로 보인다.

다} EC

EC의 경우 미 • 일에 뒤떨어지고 있는 기술력 회복을 위해 유럽공동연구프로그

램(타깨EKA}올 수럽하여 역내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자원율 총동원， 결

집할 수 있도록 고숙컴퓨터률 개발하고 정보산업 기술율 향상하기 위한 ESPRIT계

획， 종합 팡역풍신망 구축울 위한 RACE계획， 산업용 신소재 개발올 위한 R뻐M계

획 동 주요 대형 연구깨발 사업율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중국

중국도 과학기술이 제일의 생산력이라는 인삭 아래 ‘科훌興團· 노선을 채백하

여 천국외 38개 도시에 .신기술산업 채발 시험구’률 건설하고 있다. 포한 대부분

의 ’연구소와 대학에 기슐개발공사률 셜립하여 기술의 상업화와 판매에 총력울 경

주하고 있다.

마)러시아

러시아 또한 새로운 체제 모잭울 위한 현재의 과도기척 상황이 같나연 생존의

차원에서 실용척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천력융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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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러시아는 현재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에로의 전환율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써계척 수준의 기초과학과 막강한 과학기술 두뇌률 보유하고 있어. 축척된

과학기술 인력 만큼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상태이다. 곧 정치척， 경제적

안쩡율 되찾올 경우 이률 뛰어난 기초 · 혐단 기술을 바탕으로 극동 지역의 영설

상부한 주역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바) 한국척 륙수성

이상에서 대체로 일본， 미국· EC. 중국， 려시아 동을 예로 틀어 과학기술력

우위 확보률 위한 치열한 움직임툴율 살펴 보았거니와. 이의 자립과 확대률 위한
”“‘

개발도상국률의 몸부립 또한 우심하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며， 얼，

중， 러시아 동 혈강에 툴러싸여 있는 유얼한 나라로서， 역사척으로 이플 깐의 역

학판계나 국패철서의 굴철의 고버마다 국난과 희생율 강요당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온갖 틸햄마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얼본 동 션진국률악 기

술이천 기피에 기인함이 지대한 만큼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

돼권율 툴러싼 구초척 변화에 1시급하게 척웅해야 할 시첩에 서 있다. 우리가 일

본율 극북하는데 설꽤하고. 중국에‘ 압도되고， 러시아 및 미국때 대해 자주척 관

계를 확럽하지 봇할 경우 우리는 기줄식민지에서 경제식민지의 과정울 거쳐 또

다시 이틀의 정치식민지가 되지 않으러라고 아무도 장답할 수 없다. 따라서 파학‘

기술력의 발천율 통한 기술주핀의 확보 여부에 우리의 자주 • 톱립 • 자율이 송두

리째 걸려 있음을 명심할 훨요가 있다. 기술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아래서 기숨

주권올 확립하지 못하면 산업과 경제는 질식될 것이고， 국가의 안영과 명화의 보

장도 어려울 것이며， 우리 먼축의 염원인 통얼의 탈성도 기약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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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묵립국가연합의 에녀지쩡세

가. 구소련의 에녀;x l수급 현황

1) 때녀지자원 매장량

구소련의 세계 최대의 화석연료 보유국으로서 1989년말 현재 확인매장량은

씌유가 세쩨 8￥1. 천연가스는 세계 약 3~를 차지하고 있어 제 I 위. 또한 석탄

은 미국에 이어 2위이다. 이러한 용부한 자원윷 바탕으로 석유， 천연가스 생산

은 세계 l위， 석탄생산은 미국， 중국에 이어 쩨 3위로 방대한 생산량울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화석연료의 대생산국인 동시에 수출량에 있에서도 천연가스가 세

계 I위，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2휘， 포한 석탄도 주 수출국이어

서 세계 에녀지시장에서의 역힐도 대단하고 또한 소련 경제에서도 주요 외화 획

륙원이 되고 있다. 19)

2) 에녀지수급 현횡

구소련의 애너지 생산량은 1988년을 정점으로 감소되기 시착하였다. 그 후 이

라한 감소추세는 톱럽국가연합이 출범펀 어후에도 여천히 지숙되고 있다. 1차 에

너지원별로보면 석유와 석탄생산아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가스는 생산이 증가

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큰틀어 증가율이 현져히 푼화되고 있으며 륙히 1991년

에는 전년도 수준옳 유지하는 정도의 실척율 보이고 있다(표 1-3-l}.

톡럽국가연합의 에너져 생산중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완적인 천망이 지배척

이다. 이는 현재 톱럽국가연합이 안고 있는 에녀지산업의 구조척인 문제가 단기

칸때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푼이다. 현재 톡럽국가연합이 안고 있는 에녀지산업

의 구초척인 푼쩌l는 일련의 산엽연관 구조가 단철되어 있다는 것으로 샤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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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금까지의 연방쩨제하에셔 각각 산업을 배치한 것이 국가가 분산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 결과 생산을 위한 기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것어다.

륙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 문쩨가 심각한 것이어서 생산에 악영향으로 직결되고

있다 20)

(표 1-3-1) 톱휩국가연합의 에녀지생산실적 벼교(상반기)

에녀지원 1991 1992 증갑율( ,,) 비 .;!‘-

석유(백만론) 263.4 232.0 -11.9 1991년 원유생산은 천년도

대비 l~ 감소

가스(10억m3 ) 410.2 391.1 -3.0 - ‘ 1991년 가스생산은 천년수

*
、준으로i계숙되먼 증가세가

쩡체됨

석탄(백만론) 320.5 294.2 -8.2

자료원 : Eastern Bloc Energy , 1992.1
에너지경제， 1992.6

가) 공화국간의 에녀지수급균형 -

구소련의 에너지쟁산력애서 러시아는 철대의 우우I률 차지한다. 러시아는 구

소련 l차 에녀지의 15"를 생산하고 있어 에녀지생산 2위국인 우크라이나와도 현

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에너지원별로도 마찬가지여서 석탄， 석유，

가스， 천력 둥에서 구소련 생산의 60-90"를 생산하고 있다.

러시아와 차이가 심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루루크메니탄 공화국률

도 벼교척 많은 에녀지를 생산한다. 아충 우크라이나는 석탄의 생산량이 많아

구소련 석탄 생산량의 약 114를 생산하고 있다. 그외 가스의 생산도 비교척 활

발한 면이나 색유는 극히 소량만이 생산되고 있다. 카자흐스탄도 석탄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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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운 펀이며 우크라이나와는 달러 석유생산도 활발하다. 루르크메니스탄은 가스

를 많이 생산하여 구소현 가스의 약 114률 쟁산하지만 그외의 어I너지생산은 거

의 천무한 편이다.

에녀지소비면에서도 러시아가 철대척으로 많은 앙율 차지하고 있다. 러샤아

는 구소련 인구의 버충이 약 5~률 차지하는 반면 에너지소비는 63%률 차지하여

, 1 인당 에너지소비량아 타지역 보다 높다. 러시아외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풍의 에녀지소비량이 비교적 높용 면이나 인구에 대비하여 불 때，

이 지억률의 I인당 혜녀지소비량도 타 지역보다 멸어지고 있다. 한편 슐라브체

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샤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소바량

이 구소련 총에녀지의 9~률 하지한다.

구소련 공화국중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만이 에너지생산이 소

비량보다 많은 나라이며 그외의 공화국은 타지역으로부터 에너지률 공급받아야

한다. 러시아는 자체소버량의 거의 절반용 타지역으로 수출하며. 루르크메니스

탄 경우는 자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4배률 타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 에너지원에 걸쳐 생산량이 소비량율 앞서고 있으나 석탄의 경우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는 석단은 대량생산하고 있으나 대부

분 자체에서 소비하고 있어 타지역으로의 공급량은 극소량에 불과하고 석유나

가스는 타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구소련지역에 있어서 모든 에너지에 대

해서 완천 자립이 가농한 공화국은 러시아 뿐이며 타 공화국률은 천체척으로

에녀칙생산이 소벼랑올 앞셔도 에너지원별로는 불균형율 갖는다.20)

나. 에너지정세와 전망

톡럽국가연합의 출범후 에너지청째는 구소련의 용과에 따룬 정치 • 경제의

변화와 맥율 찰이하고 있다. 육 톱립국가연합의 현재의 에낙지정세는 첫해， 중

앙과 지방정부간의 차원핀 논쟁과 지역정부 및 에너지업계의 권한강화 풍 분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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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인한 갈풍 표출. 둘째， 경쩨척으로 시장경제를 도모하려는 개혁파와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파와의 대럽숙애셔 에너지가격 자유화와 자율핀확대. 민영화 동

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라고 볼 수 있다.20)

이러한 가운혜 천술한 바와 같이 에녀지생산력은 계속 악화되고 수출도 감소

되는 풍 에너지산업은 심각한 침체상황에 빠져률고 있다. 한면 톡럽국률간의 정 、

치척 갈둥과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공급 불안을 느견 여타 톡랍국률은 중동과 서

방지역에서 톡자척안 협력관계률 캉화시키고 있어 국째 에너지시장의 새로운 만

도가 예고되고 있다.20 )

1) 분핀화 추세

에너지정셰에 있어 분핀화 추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중앙

통쩨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집권약화와 사

회의 분권화 추세에 따라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용

자원율 보유하고 있는 공화국의 자원 대쇼날리츰의 부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급까지의 富는 모두 충앙으로 홉수되어 버려 자국의‘생활이나샤회기

반으로의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따라서

중앙청부와 지방쩡부의 자원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져-역청부는 나t

름대로의 톱자체제 셜럽율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예로는 다음율 툴

수 있다.

。 휴멘지역의 최대 가스생산지언 Yamal-Nenetsk져역이 톡럽을 선언한 바 있으

며. 동지역의 주요 산유지인 뻐anty 뼈nsiysk도 유사한.움직임:울:보입

。 북부 Caucasus지 역의 중요한 정치센터인 ’ Chechen-Ingush 자치공화국과도

정치객 마찰이 증가하고 있움. 아곳은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항공유 9~

이상을 쟁상하는 Grozny청유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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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째는 생산자률의 연대화 옴직임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톡럽국가연합의 출범

이후 에녀지환련조직은 구소련체제에서 여러 부서에서 관장되었던 국가조직여

단일화 되었다. 축 구소련의 석유 • 가스공업부， 석탄공업부， 지철부. 원자력발천

• 산업부， 석유 • 가스공업기업 건설부， 전력 · 전화부 둥 에너지 행정조직툴은 묵

럽국가연합의 출범이후 각 국가별로 러시아의 정우 연료 • 에너지부， 우크하이나

논 에너지 • 천화부. 멜로루시는 차원부 동의 통합관려시스탬으로 깨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조직은 과거와는 탈리 정책결정부터 집행까지 모든 사항율

관장하지 않고 대부분의 기능율 公굶tI훌혐l의 조직이나 생산자협회 둥 민간기구로

이환하고 정책결정과 감톡의 기능만올 수행하는 것이 륙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초직률은 과도척이고 한시척 혜제가 휠 가능성이 맙다. 이는 행정조직은

행정권율 가지고 있으나 에녀치생산에 환한 실행기판이 없는 반면 민간기구논 애

너지 생산에 판한 핵심 부서 및 노하우를 가져고 있으나 핀한을 가지고’았지 않

기 때문에 생산자틀이 통쩨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21 ) 또한 과거 통합시스탬

에서의 급격한 탈피가 어려워 아직까지는 일부 톱랍국가들이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초직에 함께 참여하고 있져만 향후 톡립국가연합국간의 챙치관계 변화에 따

라 이틀 조직 구생원툴 깐의 대립과 갈뭉도 예상되고 있다 20)

현재의 많은 기능률이 구소련의 국영체제로 부터 정부의 통제 아래 에뎌지기

업이 지분형태로 참여하는 公社꿇뼈로 변환되었으나 천반척얀 빈영화와 분판화의

추세로 현 공사쩨제는 정부의 간섭을 배쩨하려논 참여기업률 깐의 대립이 표면

화되고 았다.2. J)

에녀치생산업혜툴의 핀한이 강화획고 있는 가운데 이툴억- ‘조직척인 륙립화

울직임은 대표척인 예로 석유업체률의 연뱅(Union of Oil Enterprise)결생율 툴

수 있다. 북럽국가연합 천역 총 56개 탐사， 생산. 정체， 수송업혜가 참가하여

1992년 2월 류멘에서 창립총회흘 가졌다. 조합원은 휴맨지역 생산업체인

Surgutneftegaz, Yuganskneftegaz 등을 중심으로 Ufa( Bashkir) , Omsk(Siberia) ,

Baku(Azerbaijan)동의 정유업혜와 파이프라인 수송업혜틀로 구생되어 있어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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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 유롱분야의 거의 모든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20)

2) 에너지 가격인상과자유화 문제

러시아의 에녀지가격 인상은 시장경제로의 천환이라는 개혁파들의 정책척 의

지를 표홈한 것으로써 에너지업계와 관련 노동자률의 증폭되고 있는 불만 해소하

고 에너지가격율 자유화합얘 따라 국내애너지수요률저하시키고 생산자륙에서는

인첸티브가 작용하여 충산에 박하률 가하게 되며 이렇게 생긴 생산여력울수출함

으로써 외화획륙에 이바지할 북척으로 단행되었다 2 1) 그동안 러시아에서 얼어

났먼 에녀지가격 인상은 2차혜에 컬쳐 얼어낮는떼 그 내용은 (표 1-3-2)와 같다.

러시아의 애너지가격 자유화가1 독립국가연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불 수 있다. 첫째는 언프레 심화에 따른 사획척 혼란으로 이는 산업체의

가동 중단 및 농업생산력 처하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는 에녀지가격 인상에 따

른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이다. 각 공화국률이 연합체 구성에 참여하게 된 주된

’

이유는 러시아로 부터의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경제객 유

인책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외 에녀지가격이 국제시세에 첩근하게

되면 이률 국가들은 에너지도입선율 굳이 러시아로 할 필요가· 없고， ‘ 륙히 각공

화국률의 러샤아로부터악 정치적인 톡럽율 하려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언책이

사라지면 역내 국가률의 경쩨척인 톡립마저 이루게 되어 종국에는 톱립국가연합

이 해혜되는 계기가 휠 수 있올 것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일부 국가의 충동

지역과의 협력 캉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3-3}.

따라서 현채와 같은 에너지정세를 살펴볼 때. 톡럽국가연합의 에녁지 수급은

상당기간 불안정할 것으로 천망된다. 엄청난 양의 화석에너지 보유국임애도불구

하고 상기 언급했헌 제반 문제툴로 인하여 에녀지공급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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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에녀지가격 인상내용 요약

구 1차 에너지가격 인상 2차 에너지가격 인상

시 기 1992년 1월 2일 1992년 5훨 18앨

인상폭 명균 400" 형균 50~ 추가인상

원유 및 천연가스 : 400"
휘발유와 연료유 : 3BO"

연료탄 : 7~

전기 : 3~

묵 척 。 사장경제로의 천환이라는 개 。 1차에너지가격 인상정책의 설해

혁파률의 정책척 의지를 표출 에 따른 에너지가격 자유화률

。 에녀지업계와 관련노똥자틀의 포함하여 에녀지산업의 개혁을

중폭되고 있는 불만 해소용 요구하는 산업계의 불만이 고조

。 에너지가격율 자유화함에 따 0 사회전반의 분판화현상으로 인

et 국내애너지수요를 쳐하시 한 생산자틀의 톡착격인 용직임

키고 생산자혹에서는 인센티브 천개에 대한 위기의식

가 작용하여 중산에 박차훌 가 。 러시아개혁파률은 에너지업계의

하게 되며 이렇게 생긴 생산여 불만해소 북척과 함께 시장경제

력융 수출함으로써 외화획둑에 로의 전환율 보다 빠르게 진행

이바지 한다는 정책 수럽 사커기 위해 에너지가격의 자유

화를 척극 추진함

결 과 。 에너지가격의 대폭인상으로 。 개혁따와 보수파의 갈퉁이 가이

도모하려던 에너지업계의 불 다E 수상서러 인준반대로 나타

만해소， 생산중대，수급합리 남

화 둥은 이어서 단행된 소비

채와 공업재품의 가격자유화

애 따룬 초인프레 현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설절 에너지가격은 원첨회궈

자효원: ‘CIS에녀자정세·.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자료 92-12, 1992.10와

CISO)今後 ~ .J: '* lit:￥-問훌훌. 工 후 III ￥-훌훌흙， 1992.6로부터 정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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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3) 톡럽국가별 대충동 에녀지협력 현황

공 화 국 협 력 1.-R 용

회교핀공화국 。 회교권 경제협력기구(EC이에 가입

。 이란， 사우디 둥과 경쩨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

진충

투르크메니스탄 。 이란과 석유제품쿄역 협청 채결

。 이란울 경유. 터키와 유럽으로 가A 수출

우크라이나 。 이란산 석유 • 가스률 구상거래로 대큐모 도입키로

함(1992년 8만 bbll얼)

。 이률 위해 아계르바이잔과 3자협쩡 체결

。 해외에서의 석유수입울 위한 혹해항 설비확장계획

수럽

벨로루시 。 이라크와 석유란련 협력중대훌륭 위한 의정서 교환

。 석유정쩨기술천문가 교환

아쩨 E바이잔 。 혹해-이란경유 파이효라인 건설계획 0.000 km. 총
예상경벼 : 약 15억 달러) • 이란 대폭지원

。터키와 현유공급 계약

카자흐스탄 。 오만과 석유탐사개발 협약 체결. 매장량 약 60억

빼렬

。 터키， 이란과의 카스피해 연안 파이프라인 건설

협의충 ‘

자료 : 정우진， 최영열. ·CIS에녀지쩡세·，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자료

92-12, 1992.10 、、

다. 반면 정부입장에서는 급솜한 경제개혁율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는 에녀지위기

빛 경쩨위기률 극북하기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

용 포함한 에너지원의 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륙히 이러한 에너지정세는

급기야 원자핵에 대한 인식전환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푹 체르노벨 원천사고 이

후 반묵시 되어왔먼 원자력이 각지의 안민대의원율 비롯한 유력인사률 뿐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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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률 사이에서 에너지위기콜 타개하기 위한 훨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으로

의 인식 천환을 가져오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석탄 및 석유

의 생산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발전의 기←술척 ·겸째척 지표가 악화

되지 않고 안정척인 것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표 1-3-4). 22) 그 예로 벨로루

사. 크르스크， 무르만스크， 첼아빈스크. 셰미파하틴스크， 동카자흐스탄. 팀켄트

각지에서 총 1.200만 kWe 이상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결정되였으며 지진으

로 인해 운전정지 되었면 아르메니아원전도 민주화 운동에서 주요 잇슈였댄 원천

빼지의 요구가 사라진채 운천을 재개률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23) 결국 톡랩국

가연합에서의 에너지공급에 있어 원자력의 중요생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4) 톡럽국가연합의 운천설척

1989 1990 1991

전력생산(백억 k쩨1) 212.6 21 1. 5 212.1

이용율( ,,) 68.5 66.0 66.2

계획외정지(회) 119 139 94

오조착에 의한 정지(회) 47 49 35

자료 ; A. Gagarinski , on the pros야cts of nuclear power in the
EX-USS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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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 2철 톡립국가연합의 원자력 현황

1. 톡립국가연합의 원자력발전시설 현황

가. 구소련의 발전상황

구소련에서의 원자력발천은 천력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힐율 하여 왔다. 여는

구소현의 공업지대에 대한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소련의

통합 천력망에서의 원자력의 기여도는 서북부에서 33.1". 우크라이나에서 22: 7".

중앙부에셔 21. 7". 볼가강 유역에서 16.7"로 되어 있다. 24)

1991년 I월 I 일 현재 구소련에서는 15개소의 원자력발전소가가동중인데 여기

셔 운전되고 있는 원자로는 45기， 총 설비용량 3.806만 kWe이다. 이들 원자력발

전소의 발전량은 1990년 2.115억 kWh에 1 탈해 구소련천력생산의 약 1~률 차자하

고 있다. 구소련 천력생산의 약 70%는 석탄， 석유， 가스에 의한 화력발천소에서

약 18%는 수력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구소련에서는 1991년초에 원자벽발철소 6기 (WER형인 Armenia I ， 2호기，

Be loyarsk 1.2호기， Novovoronezh I , 2호기) 합계 160만 kWe가 폐지되었다.

Armenia 원자력발천소는 설계내용년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지만 ‘1988년 아르메니

아 지진후 시민의 강한 압력으로 혜쇄되었다. 그외의 것은 각각 내용년수률 만

료한 것이기 때문에 혜지되었다. 1990년 벨천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비율

은 12.~이었다. 1990년 원자력발천전력량중. 50"는 WER에 의한 것이며 48"는

RBMK애 의한 것이다. 구소련 원자력발전소의 부하율은 65 -- 71"정도로 세계의

동년실적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으로 소련원자력발전소의 안천성 신뢰성융 판

단할 수 있다. 륙히 VVER-440과 RBMK-l000이 가창 안정된 실척을 보이고 있

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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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소련의 원자력개발 연표

시 기 내 용

1917.11

1922.12

1954. 6

1956.10

1957. 9

1959. 9

1964.12

1968.

1973. 7

1974.11

1976.12

1981. 2

1981. 11

1985. 3

1985. 5

1986. 2

1986. 4

1986. 7

1986.10

1986.11

1987.12

1988.10

10웰혁명으로 프로레타리아톱제에 의한 소비에트 정판 탄생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수럽

세계최초의 원자력발천소(오브닌스크. 6천 kW. RBMK)가 운천개시

국째월자력기구( IAEA) 헌장올 채택 • 서명 (1957년 발효)

키시캠 핵무기제조공장에서 대폭발사고(運휴南우라늄의 핵참사)

세계 최초의 원자력 쇄벙션 헤넌호 완성 (9만 kW 로 2기 탑채)

(12웰 북극해방면 상선대에 연입)

최초의 상업 VπR(Novovoronezh 1호기. 27.8만 kW)운개

자기플라즈마 유입장치 토카막-3에서 수소플라즈마 1000만℃의

가혈에 생공

고속중식로 BN-350A 운개(세계 최초의 해수답수화 장치 구비)

최초의 100만 kW RR"'tK 운개 (Leningrad 1호기 )

소련 최초의 칩종혈병합 원자력발천소완성(북극 Bi I ibino,

1. 2만 kW 4기)

최효의 100만 kW VVER로 운개(Novovoronezh 5호기)

고속증식로 BN-6OD 운개(Be loyarsk 3호기)

고프로바효프 서기장 취암

최초의 150만 kW RBMK 운개 (Ignalina 1호7»

제 27회 공산당 대회. 쩍l페스토로야카 노선 숭인

쳐I르노벌 원자력발천소 4호71(RB뼈-1000) 사고

훌力 • 훌化省으로 부터 분i!l . 톡립한 원자력발천성이 셜치됨

세계 최대의 원자력쇄빙 러쉬선 셰프모르프차호 완성

(13.5만 kW탑왜， 휩W훌훌배수량 61 ， 000톤)

체르노벌 4호 右혐 완성

미 • 소 수뇌회탐. 충거리핵전력(INF‘). 천혜조약에 조언

마 •소 • EC • 일에 의한 국제열합융합 실험로(ITER)의 개넘설껴l 활 ‘

동개사

(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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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내 용

1988.12

1989. 5

1989. 6

1990. 9

1991. 5

1991. 7

1991. 7

1991. 8

1991. 9

1991. 10

1991. 12

1991. 12

1992. 1

1992. 2

1992. 2

1992. 6

1992. 7

1993. 1

핵융시험장치 T-15 가동개시(초천도자석 사용)

세계원자력발전사업자협회 (WAN이 젤립총화가 모스크바에서 개최

중형기계공업성， 원자력발천성， 원자혁어용국가위원회가 통합한

현자력발천 • 산업성이 셜치됨

IAEA. 소련형 WER-440로의 안천생 명가훌륭 개서

IAEA 국제자문위원회， 체르노벌사고 1영향 조사보고서 발표

선진국 수뇌회답(련댄 써미트>. 소련 • 동구의 원자력발전소 안천

확보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

미 • 소 수뇌， 핵전략무기 삭감조약(START)의 합의문서에 조인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 실패. 고르바효프 대통령. 서기장율 사임.

공산당의 해산을 선언

소련. IAEA총회에서 뻐，if(로의 안천성 명가를 요청

고르바효프 대통령， 며 대통령에 대폭척언 핵전력 삭감안울 발표

소련 • 동구의 에너지 개발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주 에너지

현장이. 채택·서명됩

11개 공화국 수뇌회의， 소연방 소멸과 북립국가연합(CIS)창셜에

판한 의정서에 조인. 고르바효프 소연방대통령의 퇴진율 결정함

구소련 원자력발전 • 산업성이 폐지되고 러시아 원자력부(Minatom)

가발촉

IAEA. 구식 가압수형 WER-440/V-230 의 안천성조사률 완료

마 • 톡 • 얼의 3국， 구소련의 대량파과 관련 과학자 · 기술자의 유출

방지를 북적으로 한 r국체과학기술첸타」의 설립율 공동으로 쩨안

미 • 러 수뇌. 전략공격무기의 삭감에 관한 각서 j어! 조인

원뻔 써미트의 경제선언에서 구소련 • 동구제국의 원자력발천소의

안전대책지원야 채택됩

미 • 러 수뇌， ST뼈T II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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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에서 석탄화력애 의한 전력증산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현재에도 이미

동북부지역애서 중앙부 및 우랄지역으로의 연료수송 거리가 약 4 ， OOOkm에 달하고

있고 화물수송량 천체에서 차지하는 연료의 버율이 4~나 된다. 이와에도 석탄화

력발천소의 공해외 인구가 많은 유럽지역의 공해대책에 필요한 자금율 생각하면

유럽지역애서의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챙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24) 한편 천술한

바와 갈이 에녀지가격 자유화로 인한 휴가의 상승으로 인해 석유화력발천의 경

쟁력은 없울 것이다.

한연 풍부한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한 천연가스 발천은 앞으로 30 ..... 40년간

유럽지역의 천력공급에 있어 커다란 역할율 발휘할 것이나 가스환의 총연장걸이

가 220, 000 km애 이르고 있고 앞으로 계숙 증가할 것이라는 점율 염두에 툴 훨요

가 있다.22)

이와 같이 구소련의 천력생산은 화석애너지수급의 불균형이 삼각함으로 인해

화색연료률 통한 천력생산의 확대는 어려운 상황어다. 따라서 구소련에서 원자력

발견에 대한 기대논 매우 크다할 수 있다.

나. 원자력산업의 밸천과정

구소련은 1960년대말까지 공업규모로 천력율 생산하는데 가장 척합한 발천용

원자로의 검토작업이 이루어 졌다. 1960년대 말부터 대규모의 산업부문 천력 빛

에너지용 원착로의 연구 • 개발율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천체척인

개념구상과 몇몇 시험쩔바률 구비하였다. 또한 셜계의 과감한 천환이라는 논리에

서 무기에 척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백하였다. 구소련 원자력발천의 토대가 된

것운 2가지 형의 원자로로 가압수형원자로(WER)와 혹연체낼형원자로(뻐MK)야다.

혹연체낼형원자로의 개념이 채택되게 된 이유는 대형에녀지설비. 륙허 가압수형

로의 압력용기의 양산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원자력발견의 연료주기륨 담당하

고 있는 구소련 공업부문은 국방부문으로 형생되어 발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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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벌사고 이전까지는 원자력발전의 훨요성이 의문.AI된 일은 거의 없었

다. 이와 환련해 1980년대 초 발표된 구소련의 에너지계획운 다읍과 같다.

。 2(뼈년대 원자력벌천소의 출력을 19 ， 000만 kWe로 확대， 발천량을 I조I천억

kWh로 한다. 구소련의 전혜발천량율 2조 7찬억 k쩨1로 한다.

。 원자력발천의 이용분야를 대폭 확장해 공업용 및 가정용 열공급에 이용한

다.

。 고숙충생자에 의한 중석로률 발천시켜 현자력발전용 연료률 장기척으로 보

장한다.

0 원격지 및 벽지용 소형 원자력발전설바의 개발과 원자력선 건조률 혹진시

킨다.

이 채획에 따라 판련부문의 공장개초와 신설어 추진되었고 연료주가의 공장설

비도 보완되었다. 아와 같이 1980년대 중반까지 원자력발전 및 그 관련기기 산업

의 기반이 마현되었다. 이 시기에 소련 최대의 중기공장인 Atomash가 볼가폰스크

시에셔 조엽올 시작하게 되었으며. 세계 최대의 150만 kWe굽 뼈MK-I500로가 개발

되어 살용화되었고 핵열공급용 원자로의 건설작엽도 이루어 졌다. 또한 우라늄

채황 및 쳐리률 위한 개발. 농축산업， 핵연료 생산의 확대가 10， 000만 kWe 설버

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육생되었다 24)

1986년 4월의 체프로노벌훤천 사고는 전세계 원자력발천을 침체에 빠트힐 정도

의 대형 사고였다. 체르노빌 사고로 언해 소련 원자력발천체획은 대폭 수쩡되었

다. 왼자력발펀의 개발 뿐만 아니라 가동중인 원자력벌천소의 운천도 반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소의 신설쩨획 및 연구개발이 대폭 축，

소되고 설계단계 또는 건셜도중이던 총 l 억 kWe용량 이상의 원천젤비가 중단되었

다. 한편 지진으로 인해 아르메니아 원자력발천소도 폐쇄되었다 23)

그러나 최근 구소련에서는 셰르노벌 신드룸으로 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분위

기가 일고 있다. 구소련융 각지에서 인민대의원율 버롯한 유력인사툴깐애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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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천이 휠요성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연 구소련 청부는 정식의 원자력개발장기계획은 없으나 1991년 4월 쩨 24회

원자력연차대회에서 원자력발견 • 산업성 장관은 잠정적으로 원자력재발은 1991

....... 95년에 700만 kWe. 1996 ....... 2000년에 1 ， 260만 kWe 증설이 현설척일 것으로 보

이며 2000년에는 원자력발천큐모가 5.700만 kWe청도{혜로률 고려하처 않읍)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고 2000년이후에 원자력발천소건셜와 비옳이 증가하여，

2010년의 원자력발전규모는 수명이 다된 발천소의 폐로률 고려하여도 l 억 -I 억

5000 kWe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 바 있다.

포한 1990 ....... 2000년의 기간(안정기)온 안천성을 향상시킨 WER-l000 의 건껄

이 중섬이 되며， 원자혁밸천큐모의 신창은 완만할 것언떼 기폰 원자로의 안천생

개션율 포함한 차세대 연구개발이 집중척으로 추진될 것이다. 2000 ....... 2010년의

기간(발전기)은 안천생. 경제생을 일충 향상시킨 차세대원자로 (WER-92.

WER-500. VPBE. R-600. FBR)가 상업척으로 대량으로 도입될 천망이다.

소련붕괴이후 러시아에서도 원자력개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생각휠 수 있

으나 원자력발전큐모는 약간 하향수정되고 있다. 러시아원자력부 (Minatom RF)에

따르면 러시아의 원자력개발큐모는 현재 2.103만 kWe가 2.500만 kWe. 2010년애

4.300만 kWe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3)

다. 톡럽국가연합의 원자력발천시셜

소련의 붕괴로 인해 과거 구소현의 중앙통제에 있던 원자력발전소는 각 공화

국 산하로 분산되었다. 톡립국가연합의 공화국중 원자력발전소률 보유하고 있는

공화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루아너아. 카자흐스탄이며. 운천중인 원자로의

9~이상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소유하고 있다. 한연 건설중언 원천 역시 러시

아와 우크라이나가 소유하고 있으며， 계획충언 원천은 러시아에만 있다(그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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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공화국별 로형별 원자력발천 현황

1) 운천중

(단위 만 kWe)

러 시 아

운천중: 2103(55.2")
건설중: 1180(66.~)

계획중: 1860(100")

K\

κ/

리루아니아

운찬종: 300(7.9")

구 소 련

운전충: 3806 (100")
건설중: 1780(100%)
계획중: 1860( 100")

우크라이나

운전충: 1388( 36. 5%)
건설중: 600(33.7")

/
/

\\、i

카 자 흐

운천중: 15(0.4")

(그림 2-1-1) 톱럽국가연합의 원자력발전소분포

자료 : ‘셰계원자력발펀의 동향 1992년차 중간보고’. 얼본원자력산업휘의 ,

추 : 운천정지분 포함

현재 ;운천중인 원자력발전소 현황은 (표2-1-2)와 겉다. 혹연채널형로(RBMK)와

가압수형로(WER)가 거의 반반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눈 얼마 안되논 고속증식로

(BN). 비풍수형로(BWR )， 열병합발전소가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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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1-2) 톡럽국가연합의 운전중인 완자로 현황

(단위 : 만 kWe)

RBMI< VVER BN BWR

러시아 Kursk 1 (l00) Ba lakovo 1 (1 00) BeIoyarsk 3( 60} VI< 50 (6.2).. 2 ‘(‘‘” ‘,‘, ” 2 ( .. ) BOR 60 0.2)
” 3 ‘.‘,‘” ‘I‘. ” 3 ( .. )
” 4 r‘, ..’‘J Kalinin 1 (100)

Leningrad 1(Ioo) ” 2 ( .. ).. 2( .. ) Kora 1 ( 47).. 3( .. ) ” 2 ,‘‘" )‘‘,.. 4( ’ )
..

3 ( 44)
Smolensk 1 (l00) ’ 4 ,‘-‘” ‘I‘l.. 2 ( " ) Novovoronezh 3.. 3 ( .. ) ( 44)
Obninsk (0.6) ” 4 ( 44)
Siberia 1* ( 10) ” 5 (IOO)

’ 2* ( " ).. 3* ( ’ )
” 4* ( .. )
” 5* ( .. )
" 6* ( ’ )

Bilibino 1*0.2)
” 2*( .. ).. 3*( " )
” 4*( .. )

우이크나라 다lernobyI 1(100) 빠lmelni tski 1
2( .. ) (IOO)

” 3( " ) Rovono 1 ( 44)
” 2 ( 44)
’ 3 (l00)

South Uklina 1
(100)..

2 ( .. )
” 3 ( .. )

Zaporozhe 1(100)
.. 2( " )
’ 3( .. )
’ 4( .. )
R 5( ’ )

니라루아아 Ignal ina 1 (I S아
2 (ISO)

카자흐 Shevchenko ( 15)

자료원 .•소련의 원착력발전소와 연료사이클 시설·， 원자력산업， 한국원자력산

업회의. 1992.2에서 정리

참고 : *는 열병합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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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애 운천올 중지한 Ar뾰nia원천 I ， 2호기(각각 40.8만 kWe. VVER)가 아르

메니아공화국에. 건설율 중지한 Crimea원천 1 ， 2호기(각각 100만 kWe. WER) 가 우

크라이나에 있다.

2) 건셜중

건설중인 원천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톡럽국가연합의 건셜중인 원자로 현황

(단위 : 만 kWe)

RBMK WER BN BWR

러시아 Smolensk 4 (1 00) Kalinin 3 (100) Beloyarsk 4( 80)
” 4 ( n )

Rostov 1 (100).. 2 ( to ).. 3 ( to )

Balakovo 4 (1 00)
Tatar 1 ( 100)

’ 2 ( to )

Barshkir I (IOO).. 2 ( to )

우크라 Rovno 4 (100)
이나 Khmelnitski 2

(100).. 3 ( .. )
” 4 ( to )

South ukl ina 4
( 100)

laPOI‘。zhe 6 (100) ‘ l

자료원 .•소련의 원자력발천소와 연료사이클 시설’， 원자력산업， 한국원자력산

업회의. 1992.2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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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중

계획중인 원전은 (표 2-1-4) 와 같다.

(표 2-1-4) 톡럽국가연합의 계획중인 원자로 현황

(단위 : 반 kWe)

RBMK VVER BN BWR

러시아 Kola 5 (l 00)
6 {‘’ ‘,‘I

Rostov 4 (l00)
Ba lakov 5 (l00)

6 ( .. )

Barhkir 3 (loo)
4 ( .. )

Kostro뼈 1 (100)
2 ( .. )

Novo Voronezh 6 ‘

(l00)
7 ( .. )

Tatar 3 (100)
4 ( .. )

자료원 : ‘소련의 원자력발천소와 연료사이클 시셀·， 원자력산업， 한국원자력산，

업회의， 1992.2에서 정러

마. 공화국별 원자력계획

1) 러시아

2000년 이전까지 상업운천 될 수 있는 4기의 원자로와 27}의 N마w외에 지방자

치기구(Kola， Novovoronezh, St. Petersburg)는 폐지되는 원전의 대쳐1와 더불어

운천되고 있는 원천부지의 확대률 위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3

........ 4가의 새로운 원천 (Rostov ， Kostroma , Karelia, 극동} 및 쩍어도 1기의 뼈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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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설율 지원할 것으로 예상펀다. 러시아 원천력부(Minatom RF)의 전문가틀운

2005 ....... 2010년기간 동안 Kirrovsk-Mari , Penza-Volgograd, Inta지역에 건설하기

로 계획된 신큐 화석연료발전소률 대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부지당 400만

kWe)를 건셜하는 것이 이상척얼 뿐아니라 가능하다는 의견율 피력하고 잊다.

1992년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투자급율 볼 때 러시아정부의 결정사항은 이러한 예

측율 확인해주고 있다 22)

2)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논원자력은 3가지의 의미률 가지고 있다. 첫째는 서방혹과 려

시아에 대한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의미， 툴째. 에너지위기률 해소시켜 출 수 있

는 에너지공급왼으로서의의미， 셋째. 천력수출을 통한 중요한 외화획특원으로서

의 의미이다 2 1)

신큐원천의 가동지연 철회 결쟁으로 인해 결과척으로 1993 ....... 1995년기간 동

안 300만 kWe에 달하는 원천의 계통병입올 예혹힐 수 있다. 그러나 체르노벌원천

의 긴급 혜지 (1993년 이전까지)는 결코 채고될 수 없율 것이며， 륙히 1992년 3월

의 미pp의 사고후 더욱 확고해 겼다. 이외에 l기률 더 건설하기 위하여 부지가

준비중야다 22)

3) 아르메니아

국심한 에녀지공급위기는정부로 하여금 지진으로 인해 중단된 아르메니아 원

천의 운천 가능성율 찾도륙 하고 있다. 2005년까지 척어도 200반 kWe의 원천울

건설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22)

4)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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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alina원천 3호 부지에 건셜되어 2000년천까지 가동될 1 '" 2기의 원천셜계

률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이 발표휠 것으로 보인다. 그려나 이천의 Ignalina

원천은 내용연수 이천싸 폐지되었먼 경험을 가지고 있다.22 )

5)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공화국애는 BN-350원천만이 가동중이지만척어도 4기의 원천부지

가 개발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원천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Georgia, Azerbaijan , Moldowa이다. 그려나 현재 정치상황에서 볼 때 2010년까지

이러한 계획율 설행시킬 만한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22 )

2. 핵연료주거시설

가. 우라늄 채팡과 정련

구소련의 우라늄 매장량은 총 200만 론으로 각 품위는 (표 2-2-1) 과 갑다.

(표 2-2-1) 구소련의 우라늄 매장량

걷~ 위 매 장 량

$ 60/ kgU 이하 73만 5.000톤

$ 60 - 90 kgU 46딴 5，뼈폰

$ 901 kgU 이상 80만 폰

자료원 : ‘소련의 원자력발전소와 연료샤이클 시셜’， 원자력산업， 한국원자력산

업회의. 1992.2에서 정리

소련은 우라늄매장지역에 있어 모든 가눔한한 지역척 환경을 가지고 있다.

1946년 여러개의 우라늄팡 개밸프로젝트로 인해 주요한 우라늄광산율 벌견되었

는데 대부분 우라늄은 부산물. co-product. ISL(In-situ leach)로서 채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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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90년 현재 ISL혜굴이 천쳐II 2~를 차지했으며 앞으로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우라늄생산능력은 알지 못하며 단지 15， 000톤 VI년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추요 우라늄 생산지는 (표 2-2-2)와 같다.

(표 2-2-2) 구소련외 우라늄팡

팡이륨 책굴지역 우라늄품위 ("U)

낌loltye Vody Krivoy Roq 0.14
강leleznovodsk Northern Caucasus 0 ‘ 12
Navoi Bu애lara 0.1 - 0.2
Leninabad Tashkent Ferghana Basinl 0.1 ‘ 0.2

Tashkent
Kara-Balty Kara-Bal ty 미확인

Tseliny Stepnogorsk 미확인

자료원 : ‘소련의 원자력발천소와 연료사이흘 시셜.， 원자력산업， 한국

원자력산업회의， 1992.2애셔 정리

(표 2-2-3) 우라늄 채굴 및 정련시설

공화국 우라늄 채굴 및 정현시설

카자흐 Prikaspiysky Mining & Smelting Combine(쉐르첸표)

스탄 구소련 최대의 레어어스 노천채굴 광산

우즈벡 r소연방건국 50주년 기념 J Mining & Smelting Combine(나보이)

세계 최대급의 노천채굴 량산

러시아 rAlmazJ (Lermontov, 스타프로포리지역 )
rMa lyshevsk ’ s Mining UtilitYJ(Ma lysheva, A베를드로흐스크 지

억)

우크라이나 'East Mining & Refining CombineJ(조르터애보다)

타지크 rTchkalovsk Mining & Chemical CombineJ(혜니나바트 지역 )

자료원 .•소련의 원자력발천소와 연료사이를 시셜’. 원자력산엽， 한국원자력

산업회의， 1992.2애샤 정리

49



우라늄 청련은 습식야금공장에서 처리하여 산화우라늄을 제조하고 있는데 러

리능력은 500 '"'- 5 , 000톤/년이다.

구소련의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은 단톡요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각종 광물자

훤올 취급하는 대큐모 사셜의 일부로 되어 있으며 다량의 우라늄이 갈탄. 구l금

숙， 륙수금숙 둥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불로서 회수되고 있다. 구소련의 원자력발

천 · 산업생의 우라늄채굴 • 정련국 산하의 기란이 우라늄 체꿀 • 정련시설이라 할

수 있다. 각공화국별 우라늄 채굴시셜 및 정련시설은 (표 2-2-3)과 갈다.

나. 성형가공 빛 연료제조 공장

구소련의 연료제조시셜은 약 l억 2 ， 000만 kWe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헝가

공 및 연료제조시설은 구소련 원자력발전 • 산업생의 원자력 · 구조재료야금 • 핵연

료제조국 산하의 (표 2-2-4)의 기관은 연료제조공장， 지르코늄n1북관공장， 원자력

판련 재료공창 둥으로 보인다.

(표 2-2-4) 구소련의 성형가공 및 연료제조공장

공화국 연료성형가공공장 연료재초， 지르쿄늄피북관， 관련채료 공장

러시아 0 옐랙E로A타리 o Machine - Building Plant(옐팩트로스 ‘

- VVER-440용 연료 타리)

- R배K연료 천량 。Chemical Concentration Plant(노보시

- FBR연료 비리스크)

(BN-350 , BN-600) 。 Tchepetsk ’ s Mechanical Works(그라조

- AST연료 천향 프}

。 노보시버리A크

- WER-lOOO용 연료

우크라 。 Pridneprovskiy Chemical PIant(도내

이나 프로첼진스크)

카자흐 。 VI ’ binskiy Metallurgy PIant(우A치카

메노고로스크)

자료원 : ‘소련의 원자력발전소와 연료사이를 시셜’. 원자력산업， 1992.2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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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축 및 재처리시설

산업큐모의 농축은 1949년 가스확산법을 사용해 개시{우랄산맥 스베르도로흐

스크 지방， 러시아 공확국)하였오며， 1960년대부터 원심분리법율 산업큐모로 사

용하였다. 현채는 원심분리법이 주채(전혜의 95X가 원심분리법，~가 가스확산

(표 2-2-5) 구소련의 농축 및 재척리 공장

공화국 농축 및 재처러 공장

러시아 。 Ural's Eletrochemistry Combine(스베료드로흐스크)

。 ElectrochemistryPlant(크라스노야르스크)

。 Siberian Chemical Combine(톰스크)

- 1987년 Chelyabinsk단지로 부터 첼도로 수송되는 군용 생산로의

연료률 째처리하기 시작

。 B.P Konstantinov Chemical Combine(Kirov-다lepetsk)

。 Majak(껴~l 페쳐리공장}

- 첼러아밴스크소채
- 1977년 조업개시

- WER-440 사용후연료용
- 처리능력 400본/년

。 Electrochemistry Plant(쩨2 재쳐 리공장)

- 크라스노야르스크 소채

- 1975년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건설공사의 1/3수준에서 충지

됨

- WER-l000용 사용후연료

- 처 리능력 1000론/년

- 사용후져장시셜 이미 조엽중

- 1989년 6월 60 ， 000명의 주민이 공사에 항의하는 연판장에 서명

카자흐 。Man힐lyslack ’ s Energy Combine(쉐료첸코)

그루지아 。 RID Institute of State Isotopes(트버리사)

자료완 : ‘소련의 원자력발전소와 연료사아콜 시설.， 원자력산업， 한국원자력산

업회의， 1992.2에서 정리

법)이다. 최초의 원심분리사험공장은 원심분리기 500대를 까지고 있는 스베르드

로흐스크 지방으로 1957년에 조업율 개시하였다. 그후 최초의 상업용 원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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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공장은 1962 ....... 1964년에 조업을 개시하였다. 현재 1 억 kWe 분의 공급이 가

능하다( 표 2-2-5).

러시아어I는 2곳의 사용후핵연료 채처리서설이 있다. 계 1채처리 시설언

Chelyabinsk시설은 1977년 조업개시하여 WER-440의 사용후핵연료률 재처리 해오

고 있다. 처리능력은 400톤/년으로 국내외위학분을 처려하고 있다. 재처리법은

퓨랙스법(Mixed Settle)을 사용하고 있는데 생산된 이산화플루토늄은 공장내에

일시 저장하고 있으며 현채 고숙로 및 혈중성자로에의 MOX용 실험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쩌~ 2재쳐리 시썰언 Krasnoyarsk시쩔은 현재 원자력개발속도의 져하로

인해 건썰 중단상태에 있는데 VVER-loo0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계획이며

처리능력은 1 ， 000폰/년이다. 현재 VVER용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이미 조업중

이다. 이상의 제 I공장과 쩨 2공장 천체로 원자력발천소 I 억 kWe분이상율 쳐리할

수 있다， 한편 RBMI<의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밸천

소내 중앙저장시설에 입시저장 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구소련원자력발전 · 산업생의 동위원소분리 • 재처리 • 생산기술국 산하의

아래기환이 농축공장， 재쳐리공장인 것으로 보인다.

라. 사용후연료 및 고준위혜기물관러 단지

구소련에는 시험공장큐모/상업규모의 유려고화， bi tumen고화， 시멘트 고화사

셜이 었다. 고준위폐기불 쳐분장 및 지하연구소부지률 현재 건설중이다. 구소련

에서는 사용후핵연료는 폐기불 취급율 받지 않고 재처리해야 힐 물질로 칸주하고

있다(표 2-2-6).

3. 원자력행정체제의 채면

구소련의 붕괴 이후 국가체제의 대전환애 따라 구소련의 행정조직은 해채되

어， 톡립된 공화국의 핀한에 위임되었다- 행정초직의 대다수는 러시아어l 의하여

언수되는 형태가 되었다. 러시아 각료회의는 러시아정잭의 가장 상위기관으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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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구소련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빛 고준위폐기물 관리 단지

사용후연료 재처리 및 고준위혜기불 관리 단지

러시아1 0 Chelyabinsk-40 원자력단지
- 단지의 재처리공장에서 재처리훤 연료를 쌓아 둠

- 고준위 폐기붙은 1953년부터 300 m3용량의 스탠레스 스틸 탱크

에 저장

- 1957년 탱크의 냉각장치가 고장율 일으켜 화학척언 폭발사고가

발생함(Kyshtym사고)

; 사고후 고준휘혜거물 져장고를 다시 건셀하였고 륙별한 예방

조치를 취합.

- 유리고화된 폐기물의 저장

:20-30년간 감사률 받으며 저장상태에 있다가 화강압 또는 압

염숙에 매장될 것임.

; 정부는 당지구에 깊은 화강암충 저장소를 개발하는 것올 계획

중이나 주민의 반대에 봉착하고 있융.

。 Krasnoyarsk 원자력단지

- 폐기불이 재처리공장에서 약 20 뼈떨어진 700m점토충에 주입됨

- 폐기불 운반율 위한 Yenisey장 밑으로 50m깊이의 터낼 껄치

。 Tomsk원자력단지

- 감시가 되지 않는 방사성혜기물 져장소가 있는 것요로 보임

。 Radon (모스쿄바 방사성혜기물 처리쳐분 엔터. 자고르스크 소째)

- 연구소， 대학， 공장， 병원 풍으로 부터의 방사성폐기불율 척리

처분

- 모스코바시， 모스코바주와 그 주변 8개주를 담당

자료원 : ‘소련의 원자력발천소와 연료사이흘 시셜’. 원자력산업， 한국원자력

산업회의， 1992.2에서 청리

너지천반에 대한 정책결정율 한다. 연료 • 에녀지부는 러시아 천역의 석유， 석

탄， 펀력. 원자력 동 모든 애녀칙에 대한 닐져1켜인 정책 수립과 감톡올 벌고 있

다. 에녀지위원회는 연료 • 에녀지부 산하에 있으며 주로 에녀지원별 장기발전 천

략을 수립한다. 원자력분야에서는 1992년 l월 29일러시아 대홍령에 의하여 최후

까지 남아있먼 구소연방기관인 소련원자력발천 • 산업생 (Ministry of Atomic

Power and Industry, 뻐PI)이 폐지되어 그 법척 후속기관으로서， 러시아연방원

자력부(Russian Federal Mini stry for Atomic Energy, Minatom RF)가 발촉되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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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소련의 원자력발천 • 산업성은 원자력에 관한 과학 • 기술척 연구， 국방계

획. 국째교류. 원자력개발 기획의 기능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 우라늄 채굴 빛

청현. 핵연료 주기 동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이 MAPI의 모든 기능 및 인

력， 자산울 Minatom RF가 인수한 것이다. Minatom RF에 부여된 새로운 임무는 다

옴과 칼다 26)

<D 원자력 전반에 결천 원자혁 및 방사션 안천 제공

￠과학적 R&D 수행

@ 원자력분야의 정책 수럽

@ 원자력산업의 개발 및 현대화를 위한 프로그랩 설계

@ 방사생혜기물 문체와 군사용 원자력산업시설율 민칸용으로 전용하기 위

한 체계척 접근(Systematic Approach)에 륙별한 1 란심을 두도록 함.

@ 러시아공화국의 핵무기에 대한 생산 및 폐기률 관리하기 위한 포활척인

권한을 가지고 있읍

@ 핵비확산을 종전시키기 위한 책임이 부여

@ 핵연료주기 산업의 안정척이고 안전한 작업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부여

그러나 당초구상으로는 구소련의 원자력발전 • 산업성융 분할하여 발천， 우라

늄체굴 • 정련 풍의 상업활동에 대해서는 청부소유의 회사조칙어 수행하며， 연구

개발， 국방. 정책 · 계획입안， 국쩨교류의 업무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가원자력위

원회에서 겨I승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번의 기구개혁도 잠쩡적인 것으로 예

혹된다. (그림 2-3-))27)

러시아의 현 원자력행쩡쳐I쩌l에서 러시아 원자력부(Minatom RF)은 원자력발천

사쩔율 관할하고 입으며. 실제 운천은 러시아 원자력부(Minatom RF)산하의

Rosenergoatom이 담당하고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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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료 애냐지부 l
에너지위원회

대롱령 f- ....... 채갚지벌바。젠써~:;J사f 고피원해자랩
·피해 북구 위 회

러시아각료회의

~ 국(대가통위령원칙회숙(G)o원s자력방샤션안천강서
atomnadzor)

4원자력부(Minatom RF) I

애콘콘컵시자너소소지아시시력용기용X발전슐MA}소재ta력@yk벨발훈s션연h천-(

“설“기빼뼈뺑얘뼈짧짧뺑
------_ ...

energoatom)
AES)

RDIPE)
기째착)

-
‘.

러샤아과학센타/표루차토프 연구소

lOJH연구소로 구성
CD 원자로，@ 원자로지슐
@ 원자력안천， 횡 원자력수소에녀;tl
g 화학불러，@ 분자물리
@ 혈핵융합.@ 불러학
@ 고혜툴리. 뺑 초션도

원자력안펀연구소
기계꽁학연구소

(，럼 2-3-1) 러시아공화국의 원자력관련 행정혜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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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야나에서는 같은 성격의 Ukratomenergo가 1992년 .2월에 설립되었다.

리투아니아의 이그나리아 원천에 대해서는 리투아니아 • 에너지성이 관할하고 있

다(그럽 2-3-2 ). 한편 우크라아나의 원자력안천율 관장할 Uk.rS대RS의 추요임무는

방사션으로 부터의 ‘ 주민과 환경의 안전 보장， 핵물질의 풍록， 원자력서설에서의

장버에 대한 품철보증， 방사선감사. 각종 기준. 지침. 코드. 규칙 동의 째정， 안

천생명가와 인허가. 인허가요건/안천생코드/큐칙 동의 야행여부의 감사 및 통쳐l

lAEA 빛 서방의 요건에 의거.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성 재명가 둥이다 7 1)

| 대통령 4 수상 뉴--yo- 에너지부(천력부)

f- 쳐I르노벌의 후유중으로부터의
I 주민보호에 관한 부

L 연구생산기업 r퓨리비야체

- 우크라이나 원자력방사션안천

국가와원회 (UkrSCNRS)

'- 보건생

{ 우크라이나 방사션의학연

<D 역학예방연구소
@ 설험방사선연구소

@ 임상의학연구소

우크라이나 과학아카데미 1

」

구센타

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콘체른

(Ukratomenergo)

E 원자력발천소
원자력수리관련회사

셜계연구소， 자채공급기업

원자력지역서비스 기관

(그림 2-3-2)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원자력관련 행정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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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력

가. 묘메콘〈뼈fECON)체쩨하의 국제협력

구소련이 원자력명화이용에 환하여 국제협력을 개시한 것은 1955년 l훨 공산

져I국애 대하여 연구로의 건설， 핵물질 및 떼이타의 쩨공을 포함한 원자력명화이

용율 위한 기술원조를 발표하면서 부터로 이후 루마니아， 충국， 풀한드， 쩨코슬

로바키아， 구동톡. 헝가리， 불가리아， 유고슐라버아， 북한， 쿠바 둥 사회주의국

가와 원자력명화이용협정율 쳐1결하였다- 이틀 협력운 1949년 셜립의 코메콘

«(에MECON: 경제사회원조회의)의 태두리안에서 설사되었고 1960년에는 코떼콘애 원

자력명화이용 상셜위원회가 셜치되었다.

사회주의채국과 협력에 있어 충요한 것은 1956년 r드브나 합동원자핵연구소」

의 셜립이다. 동연구소에서는 사회주의국으로 부터 다수의 물리학자， 수학자. 교

사툴이 파견되어 각국의 원자력인재 양성에 공헌했다.

1972년 3월에는 원자력기기의 째조부문에서 사회주의제국의 협력기구

Inter-Atom Instrument가 설집되었다. 더우기 1973년 12월애는 가맹국의 원자혁

발천소계획의 초직화. 건젤. 조정. 기술원조 풍의 쩨콩을 북척으로 국제기업

Inter-Atomenergo가 설럽되었고 이틀의 협조체제하에 구소련야외의 묘때콘제국에

서도， 일부 원자력기기가 구소련의 지원으로 재조되었다. 소련의 협력율 얻은 불

가리아， 쳐I코슐로lJt키아， 헝가리에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셜이 시착되어 1974년 10

월에는 불가리아에서 Kozloduy 원자력발천소 1호기가. 1979년 4월에는 체코슬로

바키아에서 Bohunice 원자력발천소 1호기가. 1983년 8월에는 헝가라애서 Parks원

자력발천소 I호기가 각각 운천을 개시했다. 또 쿠바에서는 1983년에 Jur앵18 원

자력발천소의 건셜이 시작되었다. 소련은 이률 원자력발전소에 핵연료의 공급 및

사용휴핵연료의 인출율 맡고 있다. 그러나 동구의 띤주화 및 소련외 붕과로 인하

여 코때콘은 1991년 9훨애 완천히 해체되었다. 그와 동시에 구소련형 원자력발전

소의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원자혁분야의 협력관계는 코메콘채제하에서의 협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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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터 구미제국과 구소련 • 동구제국과의 협력으로 여행되었다 23)

나. 마국과의 협력

1) 원자력명화이용 협력협정

1973년 6월 21얼 닉슨대통령과고르바효프 셔기장이 조인하였다. 주로 顆l鄭核

廳合과 고에녀지불러분야의 협력이 대상이었다 23)

2) 원자력안전협력각셔

1988년 4월 26일 조안한 것으로 협력내용으로서는

@ 원자로안전연구

@ 큐쩨활동에 있어 정책과 이행

@ 민간원자로의 셜계， 건설， 운전， 훈련. 관리

@ 만간원자로의 。I용에 있어 보건영향과 환경보호요건

@ 언원(검사관 풍) , 기기외 교류 • 교환

@ 민간원자로의 안전성에 관한 미소합동조사위원회 (JCCNRS)의 설치를 결정하

였다.

‘JCCNRS어l 있어 117fl의 Working Group이 훨동하고 있다(표 2-4-1 ).

3) 기타

Watkins 마에너지생(ooE)장관이 Bectel Power사의 Jgnalina 원자력발전소 1, 2

호기와 Cri뾰a 발천소 1 ， 2호기에 대한 내전 검사룰 수행할 것을 허가 받았다-

General Physics International Engineering & Simulation샤가 1991년 11 월，

RB뼈용 Simulator와 훈련시스템 납입계약을 소련원자력발천 • 산업성과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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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Working Group의 활동내용

그룹 l 활동내용

I I 안천성향상올 위한 보다 효과척인 큐께 (사찰환의 교류 풍
율 설사)

2 I 미소원자력발전소 안천해석(미 South Texas Pr‘0‘iect발천소

와 소렬 Rovona 발천소)

3 I 왼자력용기의 장수명화 확보(며 로번슨， 쉽핑포트 발천소)

4 I 화재방호 • 벌천소의 안천정지

5 I 지폰발천소의 재보완(Back-fi ting)과 근대화

6 I 과도사고의 분석

7 I 환경영향 • 건강영향의 연구

8 I 운천경혐의 교류

9 I 기가의 신뢰성 진단

10 I 배관 • 기기의 건전성

11 I 안천운천에 환한 OOE의 ini tiative

자료 : ‘훌Y連ζ~Ht 종훌子力開훌훌φ現狀’， 홈子力題훌뽑報， B本鳳子

力훌業슐홉， 1992. 10

였다〈총액 1 ， 300만 탈러， 레닌그라드원자력발천소에 셜치>. 23)

다. 프랑스와의 협력

I) 신원자력협력협정

1967년 원자력협혁협정의 갱신으로서 신원자력협력협정어I 1989년 I 월 31 일 차

프론 프랑스 원자력청(CE서창환과 프로첸코 GKAE의장이 조인하였다. 신협정의 주

요내용윤

@ 새로운 운영위원회 쩔치

@ 원자력안전생

@ 홍보， PA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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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 산업프로책트 협청 퉁 이다.

2) 산업협력합동회애 의한 협력

산업협력합동회는 원자혁분야에 있어 경제척 • 산엽적 관계 발천을 위한 불 •

소천문가 그룹에셔， 1989년 I월 18얼， 5가지 협력 프로잭트에 합의하였다.

CD 원자력발천소 해혜(우선은 Armenia 원자력발천소 VVER-440, 2기)

참고: Armenia 원자력발천소의 해혜애 대해서는 1988년 6월 28일 프라마톰

부사장과 VNIIAES소장이 합의하였으나 그후 동원자력 발천소의 운천

재개 옵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프라마톰사가 아르메니아 2호기의 운

전재개률 형가하는 이상의 기술척 원조률 수행할 것임

@ 차세대로 옐계(WER 92)에 협력

@ L.B진연구〈부지해석， 기기시험)

@ 인도에 대한 WER-lOOO의 계장쩨어 시스탬

@ 시률레이타

3) 기타

프랑스천력공사(EdF)가 1990년 11월 소련과의 사이에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채

결하였다. 프라마롭과 그 자회사인 NFM사는 1991년 8월 30일 구소련의

Atomenergoexpor’t와 자로우베즈 아톰에네르고스트로이간에중기발생기 보수장치

공급계약에 조인0 ， 600만 프랑， Kalinin 원자력발전소와 South Ukraine 원자력발

전소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Cogema사는 러시아원자력부(Minatom RF)와 1992년 7

월 31 일 핵연료주기분야에서의 협력협정에 조언했다. 우하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관랴， 방사성혜기물 처리 • 척분， 핵연료주기 동의 분야에서 천문가 교섭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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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훈련젠타， 합병기업셜럽 풍의 협력울 수행할 것이다.

라. 톡얼과의 협력

I) 원자력협력협정

구셔륙의 연구기술생(BMIT)는 1987년 4월 않AE와 사이에 원자력협력협정을채

결했다. 안천규칙， 기준약 상호배교 및 홍보. 계몽관계 둥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고용가스로 개발 • 건셜 •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 각셔 동

1987년부터 89년까지 고온가스로(HTGR)의 개발 • 건셀 • 이용 동에 관한 협혁협

정 • 각셔가 채결되었다. 1996년까지 톡일의 협력에 따라 소련에 8만 kWe의 모툴

라형 HTGR의 완성융 몹표로 하였으나 그후 소련의 자금부촉 둥으로 인해 좌철판

모양이다.

3) 기타

확률론쩍 리스크 명가(PRA)에 관한 계약아 1988년 8월 Siemens KWU 원자로 안

천협회 (GRS)와 Atomenergoexp 아‘t사간에 채결되 었다. 또 Siemens KWU사와 천소원

자핵발전소운천연구소(VNIIAES)는 1989년말 26기의 WER에 대해 75개의 진단시스

템올 조립하는 합작사업에 계약했다. 총액은 3.500만 마르크로 1994년까지 완료

할 예정이다. 먼져 진단시스탬 10대가 1991 ....... 92년중에 Kola 원자력발천소 1. 2

호기. Novovoronezh 원자력발천소 3， 4호기에 설치되었다.

마. 영국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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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중앙전력청 (CEGB)과 소련원자력발전성간에 1987년 7월 기술교류계획에 초

인하였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서 소련원자력발전성 대표가 영국 공청회 시스템의

조사를 위해 1989년봄과 7월에 영국율 방문하여 Hinkley Point C 발펀소의 공청

회도 실지 사찰했다. 또한 AEA Technology 사 퉁은 1991 년 7월 소련과 체르노벌

오염지역의 개발계획에 합의했다.

바. 스워l댄과의 협혁

스위l땐과 소련 양국정부는 양국깐 쌍부원자력안전협정울 1988년 1월 14일에

초언하였다. 정기적인 안천정보교환 및 왼차력사고직후 직접 • 조기통보가 성립되

었다. 또한 스워l댄 원자력발전검사국(SKI)과 소련의 공업 • 원자력발천 안천조업

감시 국가위원회가 1991 년 여름 원자로의 안천성연구r 협정에 조인하였다. 또 스

웨벤 정부는 1991년 9월， 벨트제국의 원자력 및 방사션에 관한 얀천협력계획에

1.500만 크로나의 거출을 결정하였으며 더우기 160만 달러의 추가지원을 예정하

고 있다. 륙히 리투아니아 원자력안천규채당국의 셜럽 빛 동 규제당국의 강화률

지원할 예정이다. 12월 20일에는 스웨멘과 러루아니아칸에 Barsebaeck 발천소와

리투아니아 소재 원자력발천소의 안전생 상호명가 • 비교률 수행할 r바르세러나

프로젝트」의 조언이 이루어 졌다.

사. 일본과의 협력

1 ) 일 • 소과학기술협력협쩡(1973년 10월 조언)

종래 플라즈마 툴리， 방사션영향분야률 중심으로 천문가 교류가 있어 왔다.

2) 얼 • 소원자력형화이용협력협정 (1991년 4월 조인)

원자력발천소의 활동에 있어 안전성. 방사선방호 및 환경감시， 방사성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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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방사선연구 · 웅용. 방사성폐기물의 처 리의 5개분야에 있어 협력이 쳐1결되

었다. 동년 10월 28일 꽤 I회 일 • 소원자력협의에서 일본혹얘서 안천분야에 있어

연수생을 받아틀이는 것 풍율 골자로 한 협력안이 쩨시되었다.

3) 채르노벌사고로인한 주민의 건강애 대한 영향율 완화하기 위한 일 •

소협력각셔

1990년 9월 6일 및 1991 년 4월 18일에 서명되었다. 이 각서에 기초하여 일본

운 째계보건기구(WH이률 통해 200만 탈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4) 소련원자력아용국가위원회와일본원자혁산업회의간협력협정

1977년 11월에 체결된 이 협정은 소련붕괴후 러시아 원자력부(Minatom RF)와

의 협정으로 야관되었다. 협정에 기초하여 RI • 방사션. 경수로 연료， 혈이용， 방

사생혜기물. 경수로안천성， 원자력션. FBR 풍의 분야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

다.

5) Chelyabinsk 역학조사(1990년 6월 ,,-,)

원자력안천연구협회. 방사션영향연구소 및 얼본원자력산업회의와소련생물불

러연구소 쩨4지소와 간에 1990년 6훨 。!후 Chelyabinsk 역학공동연구률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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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철 소련붕괴로 인한 국제원자력 동향

톡립국가연합의 원자력정세는 앞서 언급한 국가정세 빛 에너지정세에서 나타

난 문쩨점툴율 배경으로 북잡하게 얽혀져 있다. 륙히 톡럽국가연합의 원자력청세

는 과거 동셔냉전시기의 국제질서속에서 동방의 맹주인 핵강국 소련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북잡생은 더하다(그럼 3-1-0.

독립국가연합의 원자력정세는 러시아공화국내 문쩨로 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 관련 러시아공화국의 문쳐l점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는 경제난과 군비축소로 인한 원자력개발자금 부촉·빛 원자력연구개발지원축

소이다. 구소련은 자국의 경제척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정책척으로 육성해

왔던 첨단과학분야애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 이로 인해 핵천문인력의 설칙

과 인력유출. 원전의 안천생 개선의 난점， 원자력기자채 제작시셜 빛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의 민수천환， 핵기술의 판매 동의 문제점이 파생되었다.

둘째는， 원자력행정의 분핀화로 인한 중앙통제력의 약화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과거 구소련 체제에서 중앙통째에

놓여 있먼 천술핵무기의 관할판이 톡럽국가연합체제로전환함에 따라 버 NPT가입

공화국에서 판할하게 되어 러시아의 핵무기관리능력의 한계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원자로환러 • 보수 전문인력틀의 자국으로의 궈환으로 인해 원자력발천소의 관리

에 있어 공백이 생겼다는 점이다.

결국 아러한 문쩨챔률은 서로 북합되어 핵확산위험 증대. 첨단핵기술의 상품

화， 세계 농축우라늄시장의 혼란， 소련제 원자로의 안천성문제 대두 동으로 나타

나 세계 원자력산업계 및 국쩨정세에 있어 커다란 영향율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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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사아국내문제 독립국가연합운째
| 째계원자력산업쩨에
|미치는영향

(그럼 3-1-1) 소련붕괴로 인한 국째 원자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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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확산위혐의 증대

가. 핵전문인력 유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개발에 충심적 역할율 하여 왔던 과학자，

기술자의 수는 2.000에서 4.000명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의 대변혁 과정에

서 군비축소 및 기구축소 동으로 언해 파학자， 기술자률은 하여야 할 암무와

경제적인 륙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반면 러시아 주변에는 폰융 아끼지 않고

고률이 가지고 있는 기솔을 가지고 싶어하는 국가가 있다. 불자와 사랍 및 톤

의 국제척 이동에서 가장 탐지하기 어려운 것이 돈이지만 사람의 경우도 과거의

예에 버추어 보아 탐지가 용이하지는 않다.

1) 구소련의 핵전문인력 현황

구소련의 핵개발 •제조서셜은 87개소의 r특별폐쇄로사」에서 이루어 졌다고 천

해지고 있다. 이중 핵무기개발과 직접 관련있는 것은 10개소로 알려지고 있으며

r최중요 국방거점」으로 되어 았다. 구소련의 핵전문인력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표 3-1-1)과 같이 세계 추요얼간지에 게제된 기사를 종합해 보면

핵무기 제작 Know-How률 가잔 핵심연구자는 약 2.000명， 핵무기 취급 기술자는

3.000 -- 5.000명. 핵관계 종사자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1) 구소련의 핵천문 인력현황

구 ;tri 인 력(명) 출천

핵무기제작 Know-How률 가진 핵심연구자 2.000 프랑스 국제관

계연구소(IFR!)

핵물질취급기술자 3.000......5.000 ’

핵관계종사자 100.000 요미우리(’ 92.

7.2)
핵가슐착 핵기빌 관계자 2.00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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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소련 빽천문인력의 해외유출과 핵확산 ￥1 험

구소현의 핵천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크게 세가지를 홉

을 수 있는데 첫째， 경제난， 툴째. 군비축소. 셋째， 민주화이다.28) 구소련의 경

채척 어려옴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정책척으로 육성해 왔먼 원자력， 우주과학 동

(표 3-1-2) 구소현의 핵인력 유출풍향

환련국가 용

리바아

출 쳐

영국 화이넨얄 타

입즈(요미우리，

’ 92 1. 18)
영국 선데이 익스

프레스( ’ 92. 1. 19)

콤소모랴스카야 프

라우다{요미우리.

'92.2.7)
마이니쩌( ’ 92.2.23)

내

2명의 구소련 핵과학자가 위학연구 핀유

률밭았음

구소련 핵과학자률이 연 10만달러이상의

높운 보수률 받으면서 리비아의 비밀 연

구소에서 근무

알자마스 16에 근무하먼 핵푸기천문기사

의 증언에서 리비아에서의 구소련 핵전문

가 초청을 률은바 있다고 합

리벼아에 3명의 핵기술자가 근무하고 있다

고보도

란이 댐

알
떼
뱉
}

첸

알
‘
배

국

랍
랴

영
죠
아
아

프랑스국제관계 연

구소

소련의 핵인력에게 36만달러의 자금융 쩨

시

이란이 구소련의 혼란율 이용 핵무기 3기

를 사툴였으며 이 핵무기 률 조럽하기 위

해 소련인 핵 천문가 50명율 윌 5천달러의

급료로고용함

구소련 핵천문가 1명만 있어도 5년후에 핵

보유국아 휠 수 있다.

이 라 크 | 영국 화이댄살 타 I 1990년에 플루토늄 천문가(비크툴 미로노

임즈(요미우리， '921 표)률 연간 10만달러 계약으로 객원연구원

1.18) I 으로 의뢰하였으나 거절당함.

젊은 연구자 I인이 이라크에 유치됨
· ’,

이스라앨 | 프랑스 국제관계연 | 이스라엘에 구소련 핵과학자 십수명이 유

구소 연구원(’ 92. 1. I 치되었옵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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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분야에 대한 착환율 대폭 축소혔다. 이로 인해 수 많은 고급두뇌툴아

경쩨적인 어려옴을 격채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여핀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

정부로 부터 철저하채 큐째되었던 해외여행이 완화되At 이률은 경제척 문제 해결

빛 구직융 위해 해외진출을 모잭하체 되었다.

이러한 구소련의 핵인력 유출은 국제정세에 있어 크게 두가지의 우혀를 낳고

있는데 첫째， 핵확산의 우력. 둘째. 톡럽국가연합의 핵기술인력 부록 문제 대두

이다. 현재 페 3세계 국가틀은 핵무기보유 및 자국의 군수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이틀에재 첩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심율 받고 있논 국가툴은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시리아. 이란， 북한 둥이다. 더타임즈 동 영국의 언론률은 최근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동의 정보기관올 언용， 북한과 샤리아가 군비확장과 핵무기 재

벌을 위한 소련외 과학자 및 군수산엽천문가틀을 상대로 유치교섭을 벌이고 었

다고 보도했다. 이툴 쩡보기관툴은 이라크， 리버아 동 소련으로 부터 무기지완

올 받아왔먼 나라률도 공식척인 지원이 끊짐에 따라 군수채혜의 일환생율 유지

하기 위해 소련의 군수관계 전문가틀애게 거액율 제시하며 유혹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표 3-1-2).

한연 해외인력유출은 러시아내 원자력기술 천문인력의 부록율 초래하여 핵무

기 폐기률 어렵께 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운천 • 유지 • 보수률 어렵게 하는 동의 난

캠율 안고 있다. zl)

나. 핵기슐의 판매

소연방의 해체이천까지 극버리에 연구활동울 진뺑하고 있먼 구소련내의 핵연

구단지틀이 현재 정부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연구에 큰 지장율 받게 되자 원자로

률 비롯한 모든 연구성과툴율 판매하기 위해 서방 및 제3세계 국가률과 교섭율

벌이고 있다(표 3-1-3). 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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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구소련의 핵기술판매 현황

대상국 교섭내용 ~l --‘1

알제리. 모로코 원자로수출협상 진행충

프랑스 우라늄농축작업 위탁 톱스크 7연구단지

중 국 실험용 원자로률 이용

한 핵융합 연구

미 국 원자로 자동화 il기 크루차토프 연구소

，개발

자료원.•구소련핵환리 녀무 허술.， 세계일보， 1992. 7.23

다. 핵무기의 수명척 확산

구소련에는 천술핵무기와 천략핵무기률 합해 약 21， 000벨의 핵탄두가 t있다고

추청되고 있다. 핵무기는 모두 러시아연방의 포괄척인 관리하에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핵비확산조약하에서는 러시아만이 핵무기보유국으로 언정되며 다른 콩화

국은 비핵무기보퓨국이 되재 되어 있고 적어도 러시아이외의 각 공화국도 그러한

의도률 표명학고 있다. ‘그러나‘현재까지 구소련중 NPT에 비핵무기보유국으로 가

맹하고 있는 국가는 발트3국과 우즈베크 공화국 뿐이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및 카자흐스탄애 폰재하는 핵무기는 러시아로 운반되고 전술핵운 모두 처분하고，

천략핵은 미국과 러시아칸의 핵문축 합의에 따라 2003년을 목표로 3000발까지 삭

감하채 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척， 경쩨척인 이유에서 당분간 약간의 전략핵무기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에 그대로 남아 있울 수 밖에 없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러

시아로 운반되더랴도 그 해체. 저장， 처리 동의i 작업에는 막대한 경비와 긴 시간

이 걸린다. 한편. 견술핵애 대해서는 천부가 러시아로 운반되어 왔다고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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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것은 인공위성에 의해 감사가 어려운 것이어서 검증이 어렵다 30)

이와 더불어 핵물질 방호 (physical protection) 의 문쩨룰 병행하여 생각해

야 하는 데. 당사국의 영역， 관할내에 있는 핵물질 방호는 그 국가의 책임이고

핵물질의 국쩨수송에 대해서만 국쩨수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설척으로 서방제

국에서는 엄충한 방호체제가 실시되고 았으나 구소련과 과거 a 사회주의 국가에서

는 국가 자체가 외부에 대해 엄격함 감시체제흘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관

계 시셜. 민생용 원자력시쩔애 대해서는 충분한 방호가 실시되지 않았었다. 그

렇지만 소련붕괴와 민주화로 인해 국제정세는 급격히 변해가고 있으며 핵물질의

엄중한 방호의 필요생은 놓아지고 았다 30) 이러한 문쩨점틀은 핵의 수명척 확산

에 대한 우려률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우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대 첫

째， 만일 NPT에 가입하지 않은 얼부 공화국이 자국의 이익이나 정치문제 포는 외

교척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핵무기의 보유를 주장하고 냐셜 수 있다는 점과

툴째， ~t국의 외화획묵융 위한 수단으로서 제3세계로의 판매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다.

라. 핵확산방지률위한 국쩨척언 대용

핵확산 방지률 위한 국제협력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이 구쩨척인 계획이 수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률 위한 국쩌l협력의

방향율 제시하기 위해 일본 구소련지원담당 함빼全홈大使인 훨훌훌홈행，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핵물철의 유롱에 환해서는 얼반적으로 핵탄두가 현재 배치되애 있는 장소에서

러시아 영내의 해체장소까지 반송되고 그 다읍에 해체되며‘그 결과 발생한 고농

축우라늄 및 플루토늄이 척어도 일시 져장되어 최종척으로 처리되는 프로세스가

상정되어 있다. 쳐리방법으로서는매각， 연소 또는 연구저장 둥이 고려될 수 있

다. 그러나 이 핵물질 유통의 모든 과쩡에서 핵확산방지와 환경에“대한 안천이

확실히 보증되어야 하며 또한 장시간과 막대한 경벼가 소요된다. 핵물질 유통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l차척으로 책임을 가져야 하나 현재 및 가까운 장래의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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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상황율 고려할 때 러사아 만으로는 만천율 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

서 핵물질의 유통올 조곰이라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는 국쩨객인 협

력이 철실히 요구된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와 SSD협의(Safety， 않curi ty and

Di smant 1ement 0 f Nuc1 ear Weapons)률 개시하여 구체척인 협혁책율 마무리 짖고

있으며， NATO도 러시아와 대화에 나서가 위한 채버률 갖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핵비확산과 대량살상무기의 관리라는 관첨에서 협력율 고려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몇가지 난첨율 안고 있다. 축 일본의 원자력활동은국내법상

으로도 명화이용애 한정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핵탄두 반송으로부터 시작되는 프

로셰스에 협력하기 위하여 이 프로세스가 명화야용애 한쩡될 것인지와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먼 국쩨척으로도 보중되고 있다는 점이 필요하다. 이률 위해 일본

에서는 현재 국제척 보중의 형식으로는 해채된 후의 고농축우라늄내지 플루토늄

이 I뾰A애 자발신고(voluntary submission)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고 바람직

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핵무기보유국이 강한 반대률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G7율 통한 국쩨척인 보중율 고려하고 일본의 핵물질 계

량판러라는 측면에서 협력율 취하려 하는 첨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러시바의 고농축우라늄올바로 수입하여 미국내에서 희잭하여 원

자로의 연료로셔 사용한다는 계획율 러시아와 합의하여 놓은 상태이나 일본으로

서는 러시아 국내에서 희석한 유라늄율 소량이라도 수입할 것율'.고려하고 있다.

한띤 얼본에서는 구소련의 핵무기해체로 발생되는 플루토늄률 처리하기 위한 방

안으로 플루토늄 천용연소로(130만 kWe급) 설계를 쩨안한바 있다 1 3 1)

두뇌유출방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개국얘 과

학기술센터를 셜립율 추진하고 있다. 1992년 2월 미 •톡 • 러시아 3개국이 창설에

합의한 국쩨과학기술첸타에서는 핵무기 빛 생물화학무기，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 • 쩨조에 종사하는 구소련의 과학자， 기술자 약 3， 000명이 쩨 3세계

로의 유출율 방지하고 군수기술연구체계의 먼수천환율 도모하기 위해 미국， EC가

각각 2， 500만 달러， 일본이 2， 000만 탈러률 거출하기로 하였다.23) 러시아에는

러시아. 미국， EC, 일본. 스웨땐. 카나다가 협력하여 설립하고，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미국， 카나다， 스훼댄이 협력하여 셜립할 쩨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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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사이에 정치척인 문쩨외 자금의 거출문쩨

둥으로 인하여 구체척언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뭔뻔 서방선진국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된 것쳐럽 국제과학기술센타의 설립은 하루라도 빨리 설립되

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지반 발축후의 문제는 과학자， 기술자에게 어떠한 삶의

보랍이 았으며 동시에 원자력의 명화척 이용을 위하여 도옵이 되는 프로젝트률

수행할 것인가 이다. 천술한 핵무기해체의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천샤셜

둥과의 조합율 통해 구체척언 프로젝트룰 수행힐 수 있도룩 하여야 할 것이

다 27) 이외의 각국의 대웅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의 대웅

러시아에서는 핵기술 및 인력의 유출방지률 위해 출국정지와 쳐우개션융 통해

유출방지에 대용하고 있다.

。 요미우려 (92. 1. 18) 보도 : 러시아는 핵기술과 두뇌유출방지률 위한 비벌

회의륨 총료하고. 륙별입법을 통해 핵개발 분야의 중요정보에 접근활 수

있는 직원의 명단율 작성하여 이률을 일정기간 출국정지카로 합~

。 요미우리 (92. 1. 3이 보도 : 러서아에 있는 3.000여명의 핵천문가의

해외휴출 방지률 위해 급여률 5배 인상(1000루불에서 5000루불)한다고

옐친 대통명이 미 ABC방송과의 대탑에셔 발표

@ 유엔의 대웅

유엔안보리는 1992년 1월 31일에 채택될 생명에서 구소련의 핵기술자 유출푼

제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체제 확립울 표방하였다.

@ 톡일의 대웅

톡얼 외무장관은 소련 핵과학자 해외 유출과 관련하여 유앤 사무총장에게 방

안올 쩨안하였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핵기술자고용. 연구동을 위한 국제기금 설립

。 자국민의 자국외 대량파과무기 개발 참여률 금지하는 국내법 처l청 및 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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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풍올 영수할 것 같은 국가에 대한 유엔 안보리에 의한 제제

((> NATO의 대용

구소련의 핵무기확산과 두뇌유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NATO가 중심이 되어

민간연구기관， 대학， 국제기관에 의한 합동과학연구기관과. 헥비확산기금올 창열

한다는 구상율 검토하고 있는 껏으로 밝혀지고 있다. (NATO사무총장의 私見으로

발표) 그 내용은 다음과 잘다.

0 합동과학연구기관은 구소련의 핵. 화학무기 농력과 관리상태훨 천문척으로

연구함

。 핵비확산기금윤 이률 사용하여 북립국가연합내의 햄， 화학무기 연구자，

과학자가 활동할 수 있는 연구엔터률 셜치， 운영을 지원함

@ 일본의 대웅

얼본은 과기챙이 충섬이 되어 구소련과학자률의 국내유치 및 협력 •지원활동

과 지원기금 셜랍융 계획함으로써 대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요미우리 보도(92. 1. 21)에 따르면 과학기술챙이 중심이 되어 일본

에서 연구률 희망하는 비군사핵연구자를 포함한 구소련연구자틀율 비군사꺾 환계

에 한해 연구기관애 척극 유치키로 방침올 정하였다.및한 혈폰경‘께신문

0992.12.12) 애 따르면 과학기술센타의 설힘에 일본은 빽무기술의 민수천용 프

로젝트률 쩨안하였는떼 구 내용으로는 초음파웅용계축" 내혈성단옐재" 고강도합

급재료. 금숙표면척리’ ‘신약깨발，、확학사료， 금숙결합검출， 용용용71술 둥이다.‘

@ 미국의 대용

미국의 대웅방안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소련의 원자력천문언벽율 유치하는

방안율 통해 대웅힐 께획이다.

。 미국 로스엔첼혜스 타임지보도 : 미국이 구소현 핵연구자의 채취칙울 위하

여 2000명 알션계획올 가지고 있다고 보도. 부시 정부는 구소련 핵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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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민깐연구기관에의 채취적과， 미국이 자금을 제공하여 실시하는

구소련핵무기 폐기작업을 감톡하는 일율 알션힐 준비률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이에 필요한 자금운 구소련 핵혜기률 위하여 승인된 4억탈려의 일부

가 될 것이라 함.

。 얼본정쩨신문(92. 1. 30) 보도 : 체니 미 국방장관은 2000여명의 구소련

핵무기란련 추요기술자의 제3국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국이 고용하는 쌍안

율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

o 마이니쩌 (92. 1. 23) 보도 : 미국， 러시아. 톡일 3국용 17일 국제과학기

슐젠터쩔럽에 합의， 일본도 참가 의사률 표명

。 원자력산업신문(’92.3.26) : r국제과학기슐엔타J '92: 4 협정체결. 미， 일，

EC, 러시아 공동참가 (l억기금조성 예정)

- 명화묵척의 러시아내 연구소， 시설에서 수행되는 과학기술 Project개

발， 션정， 자금제공， 감시 둥

뿐만 아니라 핵인력을 유입함으로써 핵무기재발울 수행하고’있는 국가에 대해

서는 NPT체쩨의 강화 또는 NPT로서 쩨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강책율 통해

대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30)

첫째， NPI'체제률 캉화시키는 것은 NPT가 핵확산방지의 충섬척언 역할율 수행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쩍할율 수행해 갈 것이나 그동안 몇가지 한계률 노출

시키고 있다는 점에셔 기인한다. 그 예로 이스라엘， 인도J 파키스탄， 쿠바， 아르

헨티나 등의 핵보유의 문턱에 툴어선 국가(threshold country)률이 이 조약에 가

맹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라크와 같이 NPT에 가맹하였으면서도 보유하고 있

는 모든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IAEA에게 보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핵무기개발율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있으며 IAEA에서는 이 사실율 탐저헬-수 없다는 첨 풍율

률 수 있다. 이와같은 사태를 초급이라도 개션하기· 위하여 IAEA는 미신고시설에

대하여도 사찰을 셀시할 수 있는 륙별사찰쩨도률 재활생화r 하였으나 IAEA가 이

륙별사찰율 쌀시하는떼에는 그 천째로서 륙별사찰의 필요생을 보여줄 신뢰할 만

한 정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와같은 정보가 륙히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l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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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째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NPT체체의 보강은 r련헌 가이드라인」율 설시하기에 이른 우라늄-235.

프루토늄-239 동 륙수핵분열생 불질. 원자로. 그 부속 부품 퉁애 대한 수출규쩨

초치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솔의 엄용성이 놓아지고 있고 직첩 원자력에 완련되

는 부품율 규제하는 것딴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r련먼7}이드라

인j 리스트에 범용성이 있는 60여 품북율 추가하여 수출율 규제하는 것에 합의하

였다. 그러나 그 보캉책으로셔 야칙 미벼한 첨이 있다. 이는 현재의 r런던 가

이드라인J애 참가하고 있는 것은 2678국의 선진국야지만 핵확산의 가능성이 있

는 국가에 대해서도 r련번가이드라인J의 참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핵물질 방호에 관해서는 구소련. 동구휩 동 관계 당사국들이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률 환기해야 하며 앞으로 핵물질의 국쩨수송， 국내저장에 관하여도 최소한

IAEA의 가이드라인율 작성해야 할 것이다.

2. 원자력발천의 안천성 분혜 대두

가. 원자력발천시셜의 관리능력 헛첨

소련붕괴후 톡럽국가연합의 출범에 따라 원자력발천과 관련된 관러 • 행쩡도

재면생되고 있읍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3 ...... 4월에 걸쳐 러시아 원자력부

(Minatom RF)가 활동율 개시했지만 우크라이나， 카나흐스탄， 아르메니아， 그러고

톡립한 리투아니아의 원자력발전율 일원척으로 총괄하는 조직온 아직돼 있지 않

다.

륙히 체르노벌에서 사고률 일요킨 RB~원자로를 사용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I맑at ina원천의 운천보수는 앞으로 큰 과재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 리루아니아의

톡럽으로 인해 RBMK와 이와 관련된 기기 빛 설비의 관리보수. 부품공급이 훨씬

어려워졌 때문이다. Igna1i na원천은 리투아나아영내에 있지만 그 운천보수애 종

사하고 있먼 운천완이나 기술요원툴충 상당수가 러시아인이었다. 이 때문에 리투

아니아의 톡립과 함께 러시아로 툴아간 발천요원률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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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문제는 러시아로 툴아가도 알자리률 바로 찾을 수 없다고 보고 리루

아니아얘 남아 있는 러시아인률과 리투아니아에서 다수따가 된 리투아니아인 기

슐자 샤야의 협력과 팀워크 문쩨이다.

또 러시아로부터 보급과 보수용 부품이 원활하 이루어지지 않울지도 모른다는

것이 앞으로의 문쩨점중 하나로 지척되고 있다. 러시아가 이틀 발천소용 기기대

금율 외화로 지불해 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Ignal ina훤천의 안천운천

운 여러면에서 라시아와의 협력 여하에 탈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일은 체

르노벌원션의 사고대책융 강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도해당된다.

내진생애 문째가 였다고 해셔 운펀융 갱지한 아르때니아원천도그후 아르때니

아의 심각한 천력난 때문애 운천재개의 옴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운쩨도 아르

메니아만으로는해결할 수 없는 면이 많다.

이갑이 지금까지 소련이라는큰 태두리 안에 있먼 공화국률이 톡립한 지금 과

거 큰 테두리안애 있었헌 때 청도는 되지 않더라도 원자력발견에 대해서 만은 톡

립이천에 볼 수 있었던 얼원객인 관려와 협력체제가 아직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

지고 있다. 따라셔 앞으로 륙립국가연합 및 그 주변 공화국 왼천의 안천운천얘

관해서는 그 충심과쩨가 정치. 경제객언 어려용숙애서도어떻재 원천분야애서 협

초롤 모잭해 나가느냐 하는 문째가 될 것이다.32)

나. 원천안천성개션

1992년 3웰 러시아 공화국의 Leningrad 훤자력벌천소 3호기애서의 방사눔 누

훌사고발생은 로형이 쩨르노빌 원전과 동형이라는 검에셔 서방으로부터 커다란

반향융 불러일으키고 있다. 셔방측에셔는 동 원자력발전소의 폐쇄요구를 시작으

로 포든 뻐MK원자로의 혜쇄를 요구할 뽑 아니라 져11 1셰대인 VVER-440/V-230의 폐

쇄도 요구하기에 이르는 풍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대

체천원율 개발하는 자금객 여유가 없기 때문에 Leni명rad률 포함한 11기의 RIM<

로률 계속 운펀혈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후에도 Leningrad 1호기는 째축 운

천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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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공화국 최고의회가 체르노빌 3호기률 1993년

말까지 펴l쇄한다고 결의하였고， 체르노벌 I호기 운천충지， 쩨르노벌 2호기 운천

재개 불투명이라는 상황에 있으나 문째는 폐쇄의 조건으로 되고 있는 대체원천의

확보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도 에녀지위기의 심각화로 인해 이률 탈피하기 위하여

1989년에 대진생에 문쩨로 혜쇄된 아르메니아 원자력발천소(VVER-440/V‘270 2가)

의 운전재개결의률 채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소련의 원자력발천소에 대한

안천성확보는 천세계적인 초미와 관심사로 되어 있다 23)

구소련의 원자로 및 동구 원자로의 안전생애 있어 이 같은 관심율 보이는 이

유는 첫째， 간접적인 여유로 이툴 원자로로 부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재 진행

충이며， 추진중인 원자력 계획 및 국만이해 중진애 관한 추진이 다시 한번 곤경

에 빠질 수 있다는 점， 툴째， 직첩적인 이유로 인근지역인 휴렵지역의 방사능으

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률 틀 수 았다 23) 세번째로는 이러한 관심의 이면

애 내포되어 있는 첨으로 구소련 및 동구지역으로의 시장확대률 롱해 자국의 원

자력산업에 있어 활기를 불어 낼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구소련의 환자력안천생 확보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운천충인 발

천소의 재보완(Back-Fit) 및 개조 풍 기술척 수준에 의한 안천확보와 안천수준

향상 문제라 볼 수 있다 33)

1) VVER. RIM< 셜계의 변천

현재 운천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천수준은 원자로를 설계 • 건설한 시점에 폰

재한 안천큐칙 • 기춘애 따라 크게 결갱된다. 소련형 가압경수로 빛 혹연체낼형로

는 그 셜체시기에 따라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1) 1세대(설계시기 1956 --70년경 )

원자력에 환한 주요 기준도입천의 설계에 있어 얼반산업의 큐격 • 표준에 기인

한 원자력발천소로 WER-400/V-230이 이에 숙한다. 현재 이 로형은 구소련.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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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총 10기 , 890만 kW가 운천중에 있다. WER-440/V-230의 안천상의 륙징 및 문

제첨운 다읍과 같다.

- 설계기준사고로서 얼차냉각계홍 주배관(50cm)의 파단올 고려하지 않았다.

- 척납용기가 없다. 콤파트먼트를 기벌구조로서 하고 있다.

- 또cs의 불필요합이 많고 다중쩡이 불충분(고합주업계는 셜계되어 있으나 축

압주업계. 저압주입계는 없어 中 LOCA, 大 LOCA애 대처할 수 없다.

- 쩨어 • 갑시시스탬이 g훌홈， 불충분

- 외부사상에 대하여 방어가 취약

- 원자로압력용기의 Jlt훌~B홈ft

쳐I 1셰대의 R없1(-1000( 천기출력 100만 kW)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총 5기가 운천중이다. 제 1세대 RIM<애서는， WER과 마찬가져언 청 이외에 1개의

연료체낼 파단시 원자로의 안천성문쩨가 있다.

@ 쩨 2세대(쩔계시기 1975 "" 80년)

왼자로애 관한 기준 OPB-73에 근거하여 설계된 것으로 제 l세대로의 개량형으

로 VVER-440/V213아 야에 숙한다. 현재 이 로형은 구소련， 동구에 총 14기 1, 730

만 kW가 운천중이다.:!E 핀란드에서는 WER-440/V-213 을 서방혹의 기준에 맞추 ‘

어 개션한 Loviisa훤자력발천소 1， 2호기가 운천종이다.

WER-440/V213의 안천상의 푹정 및 문쩨점운 다옴과 갈다.

- 1차냉각계 주배관의 파단융 고려한 쩔체

-ECCS배찬에 불필요한 것이 많융(축압기 4기. 고합. 져합주업체를 각각 3개

설~l

- 격납용기는 없으나 V-230'형 보다도 기벌생율 강화

- 버브령 콘멘샤 탑융 썰치하여， LOCA시에 압력상승율 억쩨

- 스프혜이 셜버률 셜치

- 원자로보호계 풍의 자동화가 불충분

- 체장제애계가 져품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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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I 3쩨대(셜계시기 1975 -. 85년경 )

왼자로애 판한 기준 OPB-82에 근거하여 쩔계하여. 째 2셰대로의 안천생율 더

혹 향상시킨 것으로 천기출력이 100만 kW급인 대형화한 것이다. 일반격으로

WER-l000/V-320으로 불러우고 있으며 총 1. 100만 kW가 운천중이다.

WER-440/V-320의 안천상의 륙정 및 문쩨점은 다음과 같다.

- 1차 냉각계주배환의 파단율 고려한 설계

- ECCS는 혹압기 4기， 고압， 져압주업계률 각각 3개 설치

- 본척척인 격납용기률 셜치(강쩨 라이너률 부착한 프리스트래스 콘크리트쳐»

- 격답용기 슨프레이 뀔비률 설치

- 체장꽤어계는 객품질임

@ 개량명. 차세대형 VVER

쩨 3세대로의 개항형으로서 V\'ER -l000/찌띤R-91 의 셜계가 198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쩨르노벨사고의 교훈을 되새겨 2중척납용기 빛 완천톡립된 4개의 안천계

률 채용. 중대셔고대책 둥이 설계에 반영되고 있다. 더우기 차쩨대로로서

VVER-lOOO/V-392 및 VPBER-600이 개발되고 있으며， 금쩨기 멜까지 실용화룰 계획

하고 있다. 안천목표로써 노섬손상사고발생 확율율 10- 5회/로 • 년이하효 억제하

고 있고. 정객 제열껴l거계 풍의 쩡척 안전시스템의 채용. 중대사고 대책이 설계

에 반영되어 있다.

2) 원자력발천소의 운천실척

구소련 원자력발천소의 1990년 로형별 명균썰벼이용율은 VVER-440이 79. 6".

VVER-l000이 58.7". 뻐toI(-l000이 68.9". RB뼈-1500이 64. 8"였다. WER-440의 썰

버이용율은 수년간 8~ 수준율 유지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천쳐1 명균 67.7"를

기록하였다.

계획외 청지률 포함한 사고건수가 많옴이 륙정이다. 1992년 3월 10일자 이즈

빼스차지에 따르면 구소현에서 운천중인 45기의 원자혁펠천소의 1991년 훈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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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스크램 회수)는 합계 210회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다. 원자로 l기당 명균

계획외 청지회수는 6회이며， Balakovo원자력발전소 같이 약 11회/기로 정지회수

가 극히 많은 것으로 부터 Kursk , Leningrad 빛 Bilibino원자력밸천소 같이 2.........

3회/기 (Leningrad 원자력발천소는 1989년에는 0.2회/기) 척은 것까지 다양하다.

또 1990년 6월에는 제 I세대의 RB\U<-l000로에 정격출력 10%운전이라는 제한이 내

려졌다. Leni ngrad 1호기는 합력채넬관의 교체 뭉으로 안천성 향상작업이 실시된

어후 1992년 초에 러시아연방원자력안전감시위원회의결정에 따라 출력처l한이 해

제되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Kursk 1 ， 2호기. Leningrad 2호기의 371가 계숙 출

력제한을 하고 있다.

구소련에서는 인간오류와 같은 사고의 발생획수가 많고 1987.........90년의 사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기품질이 나쁨으로 언한 사고가

25" 정도， 셜계결함으로 언한 사고가 15 ......... 20%정도이다.

WER-lOOO의 훈천실척이 나쁜 주요 원인은 1988 ......... 90년의 중기발생기의 고장

및 결함증기발생기의 교환에 의한 청지때문야다. 1990년애는 Zap이、ozhe ， South

Ukraina, Balakovo의 각 원자력발천소에서 증기발생가의 교환이 있었다.

운전중의 원자력발전소의 원천실척개선악 여지는 많으며， 기가의 품질개선，

수명연장， 설개의 개션. 요원의 자질향상이 중요한 과쩨이다 23)

3) 운천원의 훈련

원자력발천의 안천운천 확보에 대하여 운천원의 교육훈련이 때우 중요한대 소

련에셔는 훈련엔타(Training Center‘)과 훈련포인트(Training Point)의 넷트워크

가 충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운전원의 훈련시설이 척기 때문에 신규직원의

교육훈련이 원자력 발천소의 현장에서 OJT로서 이루야 지는 껏이 많으며， 이 때

문에 운전오류에 의한 운전정치도 자주 벌생하고 있다.

현재 Novovoronezh 훈련센타에서 VVER용， Smolensk 훈련첸타에서 R빼’K용Fu Il

Scope Simulator가 있는 것외에 Kola 훈련포인트와 Rovono 훈련포인트에서는

VVER-440의 Compact Simulator가 있다. 더우기 Smolensk 훈련센타와 Kursk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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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천소에는 상호작용 훈련시스탬(기농해석 Simulator의 Proto Type}이 있다

최근 훈련창치의 장비가 과째로 되고 있어 미국의 s3 Technology사와 계약에 의

해. 1991--92년에는 WER-l000용 Full Scope Simulator 271가 Zaporozhe와

Balakov。의 훈련포인트에 설치될 전망이다.

뻐MK용 Simulator와 훈련시스탬의 납입계약이 1991 년 11 월， 미국의 General

Physics International 파'8ineering & Simulation사간에 채결되었다(계약액

1. 300만 달러}. Leningrad 원자력발천소에 설치되기로 되어 있는 이 상탑에는 미

국 수출입은행이 후원하고 있다.

Novovoronezh 완자력발천소 훈련센타는 1972년에 건설되었으며， 초보자연수

및 재교육이 북표이다. 야후에는 Novovoronezh 원자혁발천소의 부숙시셜이었으나

현재는 톡럽되어 있다. 자급은 요원훈련료로서 각 발전소로부터 지급되며. 훈련

프로그랩의 개발비용은 Minatom RF가 대고 있다. 설치 Simulator로서 Full Seo홈

Simulator 3기 (WER‘440/230형 I 기. VVER-l000/187형 i 기， VVER-l뼈1320형 I기 )

와 Compact Simulator 1 기가 있다. 소련이외의 WER형 셜버국으로부터의 훈련생

은 지금까지 불가리아 700명. 구동묶 200명， 체코슬로바키아 900명. 핀란드

200명 , 쿠바 500명이다.

구소련원자력발견소의 얀펀확보지원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IAEA의 안천명가

활동에 대한 륙별거출올 수행하는 풍 기술， 자금의 앙연애서 협력율 수행하고 있

다. 룩히 92년 7월의 뭔뺀 선진국쟁상회의에서 일본정부는 2국간의 협력혜 당면

2， 500만 달러률 지원힐 방침이며 구체척으로는 완자력 안천운천기술헨타의 셜치.

운천중 이상첨검 시스탬악 셜치 둥에 지원율 수행하고 있다. 한펀 구소련 및 동

구와 개도국율 대상으로 한 홍산성 빛 과기청에 의한 원자력안전연수계획이 1992

년부터 시작되었다. 통산성의 연수계획은 원자력발천소의 운천환러면이 주체로.

완자력발천소에 관한 관리조직 • 체제 • 안천셜계， 보수 • 첨겸 동의 교육 • 훈련울

실시함에 따라 안천의식의 향상. 기술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율 북객으로 하고

았으며 해외견혁조사휘가 실시기관으로 되어 있다.

과기청의 연수계획은 원자력안천. 방사선방호， 혜기불처려 • 방재 둥올 주된

분야로 하고 있으며 일본 원자력연구소가 설샤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틀 연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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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앞으로 10년간애 각각 총 1.000명의 연수생을 받아틀이은 것으로 되어있

다.23)

다. 원자력산업의 민수전환

원자력산업의 민수천환은 구소련에 있어서는 시장경체의 이행의 휠요성과 군

비축소 동으로 인해 원자력산엽을 민수산업으로 천환하려 하고 있다. 산업전환

이라고 하는 것은 구소련의 원자력발천 • 산업성의 모든 기업 빛 조직에 환계되

는 것이다.

원자력산업의 면수천환은 세가지 목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번

져 원자력발천 • 산업성과 갑윤 종합적 과학 • 기슐기구가 펴I지되거나 현재의 생

산척 결합관계률 구축해 놓은 조직척이고 가술척인 사야콜을 훼손시키지 않으려

는 것이며 풀째. 체제의 변화와 시장경제도입에 따른 경제척 혼란 빛 산업에

있어서의 제어농력 상설융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기존의 거때 산업구조의 효

율척안 가동율 위한 것요로 볼 수 있고34) 옛째， 구소련의 축척된 기술올 해외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산업기반율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수견환의 배경은 근거리. 충거리 미사얼 혜기에 완하여 1988 --- 89년의 소

현 대통령 및 정부에 의해 채택된 결정과 미국과의 천학공격무기악 5~ 감촉에

관한 교셉이 진전됨에 따라 군사용 효농촉 우라늄 재조가 중지되고 3기의 플

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는 왜쇄되고 머지않아 2기가 추가로 폐쇄될 것이다. 또한

헤르노벌원전사고로 언한 구소련내의 반원자력발전 분위기 및 서방세계로 부터

의 구소련의 훤자력발천소 안전성에 관한 우려로 인해 원자력융 통한 천력생산

이 정혜되었고 기계제작， 연구 및 설계업무 동의 감소로 인해 이 부문의 과학

기술력의 민추천환 프로그햄을 작성， 실시 및 활동기본방향의 천환율 하지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단척인 예로 무거 및 ; 군용기자재를 포함한 륙수제품의 생산

량 저하율은 1988년(민수천환의 기준년)과 비교하면 1992년에는 55"수준에 머불

고 있다.36)37)

만수천환의 대표적인 예로서 러시아 핵단지의 민수천환의 J 현황 및 기본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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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을 발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함께 가동중인 원천의 안전성향상 프로그랩율 실시하는 것， 러셔아의 유

럽지역에서 Clean Coal Technology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율 수 있는 새로운 세

대의 고안천생 원자로로 서서히 대체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러시아

내 원격지역용으로서는소형 저출력원자로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중에논 군

용 선박에 탑재하는 원자로률 토대로 개발이 추전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화학쳐러시의 안전성 향상 둥도 중요한 과

제이다. 방사성혜기불과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1991년 ......95년

빛 2005년까지률 기간으로 하여 설쩡하였으며，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핵무기제조

에 의해 오염된 지구의 정화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상기 프로그햄의 수행을 위하

여 1991 년 가격기준으로 200억 루블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 수행의

결과 정화될 지역의 총연척은 2만 6천 헥타르이고 총r 방사능량 2억 5천만 큐리

의 폐기물을 국지화할 수 있거l 될 것이다.

기업의 명화북척에 천환하기 위하여 기본방첩올 채택할 t 때. 러시아의 사화 •

청져I발천에 있어 중요한 제품의 생산을 설시하기 위하여， 경’제객 효과를 초래하

는 과학 • 기술개발불건， 이 부문 천체 및 그 기계셜비제조기반이 가지고 있는 생

산력의 종합척인 명가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기업자체의 사회적 문제률 해결할

필요성도 고려되었다. 이와 같은 검토작업을 기반으로 민수용 하이테크제품의 개

발과 생산올 예상한 많은 륙멸종합과학기술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러시아 정부에

의해 숭인되었다.

이률 프로그램의 주펀 착안점은 과학기술협신의 기초 테크놀로지률 기반으로

하여 2가지의 용도를 가진 테크놀로지를 우선으로 하여 발천시키려고 하는 점이

었다. 어느 프로그랩여라도 대중소비재의 생산확대를 중심으로 작생되고 있으며

가장 부축되고 있는 쩨품이나 하이테크 상품의 쟁산이 기획되고 있다.

민수천환프로그램에 의한 생산량은 1992년 현재까지 220억 달러이고 1995년에

는 1.240억 달러로 필어 올릴 계획이다주요 전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우유가공기업용 기계설비 제조

- 팡섬유 통신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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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electronics , super-pure소재률 포함한 컴퓨터제품 제조， micro

chi따R조기지， clean room셜치

- 미래소재의 생산(희토휴. 자성합금， 초분산체 산화금축 가루 둥)

- 첨단의료기기 (tomogra뼈. 인공심장 등)

- 이 모두는 핵complex의 기술올 기초로 하고 있옵.

이 천환프로그햄이 실현되면 현재 부혹상태률 벗고 있는 원재료와 민수용 제

품의 수입융 현져하 철갑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천땅하고 있다. 이풀 프로그램

융 실시하는데 있어 와째로는 외화를 벼롯한 거액의 자금이 펼요하다는 것이다.

1992년--95년까지 약 1 ， 000억루블 쟁도가 필요할 것으로 천망되는떼 비용율 완천

히 회수하는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률 위해 운행 대부

및 국내외로 부터의 루자 동 국고이외의 자금원 이용이 계획되어 있다.35) 36) 37)

원자력산업의 민수천환은 크재 2가지의 과쩨률 안고 있다고 불 수 있다. 먼져

2충의 견환올 한다는 과쩨이다. 완자력 분야에 있어서의 민추천환에 따른 문

쩨첨으로는 생산기업과 학술연구기관의 생격 재검토， 불필요하.게 된 부지와 쟁

산농력의 효과척언 활용， 근로자의 직장천환과 새로운 고용의 창출. 기존의 생

산시쩔과 생산기슐의 재검토， 지급까지 만흘어 놓은 쩨반관체의 변경 둥이 있

다. 그러나 크게 개변해야 하는 부분은 채굴업， 훤자로관계， 우라늄갱째엽이다.

이 분야의 민수천환이 시급한 이유로는 두가지률 룰 수 있는 데 먼저， 어 분

야의 생산 축소가 칙첩쩍으로 채검토에는 상관 없는 생산활풍애로 영향율 미친

다는 점이며 또하나는 당변한 핵연료 수요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

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원자력관련 기엽률은 다른 부문의 기업률이 격고 있는 재

료나 필요한 기기류의 납품업자률은 1991년분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학술연구개발 및 기본객인 건껄에 대한 융자도 곤란한 상태이다. 민수품 생산

분야는 생싼농률이 놓고 해산생이 높은 제품율 생산하기 때문애 루자를 단시일내

에 상각할 수 있는 반면 원자력관련기업은국가예산으로 밖에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률 툴어 산업용 원자로의 혜지 및 처분 비용， 핵탄두 분해률 위한

륙별사철의 건껄， 자연환경외 북구률 위한 벼용 퉁이다. 그러나 국가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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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산엄천환은 불가능하다 34)

다음 민수천환으로 언한 기자재공굽의 부축으로 인해 원천의 보수에 있어 안

천성이 결여훨 수 있다는 우려이다. 예툴 툴어 러시아의 Atomash공장은 100만 kW

급 VVER4기를 건설할 수 있는 기자채 쩨작 농력율 갖고 있으나 완전설비의 수추

잔고가 없어 셋트코스타. 석유관련 파이프 동을 만드는 풍 타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부품율 휠요로 하는 원천의 경우 보수시 부품이 제 때 공급되

지 않아 운천보수의 약화률 초래하거나 타산업으로의 천환을 통한 생산라인의 변

경으로 패품의 품켈란리에 문제가 쟁겨 원전의 안천운천율 져해할 우려가 었

다.2 1)

라. 원자력발천 안천성 개선율 위한 국제척인 대용

1) VVER-440/V-230의 안전성 명가

구소련 및 구동톡에 있어 구형 소련원자로(쩨 l세대의 VVER-440/V-230)에 대

한 안견문제가 각각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척으로도 지척되고 있어 1990년 9월

IAEA의 국쩨 프로젝트로서 안천성 형가가 개시되어 1992년 2월에 명가작엽이 완

료되었다. 조사결과로서는 국제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안전기준과 비교하면

쩌11 1세대 원자로는 안천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반면 큰 노심셜계유도， 큰 냉각

제 인밴토리 동. 안천생에 있어 궁정척인 면도 있다고 지척되고 있다J

WER-440/V‘230어l 환한 lAEA의 한천성조사의 주된 지적사항은 다읍과 같다.23 )

(i) 원자로셜계

- 로내 체장의 개션(현 노심출력혈천대만)

- 신뢰생이 높은 보초급수계의 추가(현 터빈 건설에 셜치)

- ECCS성능의 개선(현상혹압기， 져압 주업계가 없읍)

@ 기기의 건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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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로용기의 조사휘화대책

- 압력용기의 상세한 용력해석

- LBB의 객용생의 검토{현 ECCS는 대 LOCA대용이 불가)

@ 천기체장쩨어채

- 품질과생농의 향상

- 물러척 • 견기척인 분리생 • 묵럽생의 개션

@기타

- 샤고해석의 추가실시

- 훈천환려지침셔의 쩡비

- 내진생의 재명가

I뾰A의 지원하에 이률악 구형윈짜로에 대한 재보완(Back-Fit)율 위한 륙별예

산 프로책트가 개시되었다. WER-440/V-껍0의 안천생 개션율 위한 째보완 문쩨에

대해셔는 WAND의 파리지역센타와 모스크바지역핸타간에 협력의 기본방향이 명확:

해져 천문가에 의한 착업 그룹이 셜쳐되어 작업훌 채시하고 있다. 양센타의 대표

애 의한 모스크바 의회애셔는 구주공동체(EC)로 부터 자금지원옳 받기 위한 신

청서 내용이 합의되었고 셔항기업이 경쟁애 업각하여 V-영O로의 재보완 쩨획애

참여하는 것율 희망하고 았다.

이 협력 -프호그햄에셔는 운천충 원자력발견소애 기기의 초기진단 및 정기검사

시의 빼환 • 기기검사률 위한 근대척인 장치의 제공이 우션척으로 째공되고 았다.

구소련에서도 이와 갈은 장치는 있으나 수요률 충혹시키지 못하고 있다. 륙히

천술한 바와 갈이 톡일의 Sie뾰ns사와의 사이에 WER로에 대한 조기진단장치의

공급째약이 체철되어 1991년중빼 10대의 장치가 운천충의 원자력발천소에 셜치

되었다. 이툴 장치는 1차계기기의 진동장치의 감시， 취약부분 및 누쩔 동의 검훌

에 사용될 것이다.

1992년 2월 13 "":' ._14일 변에셔 개최된 구형 VVER로의 안전상태와 장기훈천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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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장기천략을 보고하기 위한 회합에서 각각의 당사국으로 부터 안천성 향상계

획 둥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러시아의 Kola 원천 1, 2호기와 Novovoronezh 원자

력발천소 3.4호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안전성 향상작업이 계숙될 수 있으며 안

전규꽤당국으로부터 정기척으로 운천계속의 허가를 받는 등 앞으로 10년간 운천

율 계속할 계획이다. 더우기 IAE-\프로젝트 결과애 기초한 연차별 안천성향상 프

로그햄의 작성이 진행중이다 23)

2) RBMI<원자로의 국제 안천성개선 노력

〈표 3-2-1) R빼tJ(원자로의 국제 안천성 개선율 위한 노력

회의명 사기 참가국 내 용

lAEA원자력안전 1991. 9 IAEA참가국 -RBMK의 국제안천 명가를 제창

국제회의 (빈)

RB뼈 안전성개선 1991 영국， 프랑스， -현재 동 프로젝트의 제 1단계는

을 위한 국쩨프로 10.24 이탈리아， 스웨덴， 안천성 결점을 명확히 하여 개

잭트 개시률 위한 ，、‘’ 톡일. 리투아니아， 선계획율 권고하는 것입.

회합 (모스크바) 10.25 구소련 -1 년이내 종료될 i예정;

-타국의 참가도 핀유. ,.

R없K의 안전성향 1992. 카나다. 핀란드. -현재 운천중인 RB~1K로 15기의

상대책에 대해 검 4.6 효랑스， 톡일. 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명가하고.

토· 명가률 위한 -、‘- 탈리아， 일본， 라 개선해야 하는 분야의 우선순위

천문가회합 (밴) 4.10 투아니아. 스웨덴. 결정. 우선 밝혀진 분야에 대한

(유럽공동체 위원 안전생 개선대책을 축시 실시.

회. WAND, World -급속한 진보가 기대되는 운천안

Bank. I AE,.\ ) 전성 향상의 과제는 운전원의

1 ‘ 훈련， 지칩서외 쩡비， 품질보증

빛 품질관리임

-규제당국의 자원은 안천성향상

‘ t
율 강화하고 그 실시상황율 감

시하는데 필요

" τ작업의 중북율 피하고 자원의

최척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럽공
’

0' 1, .동체， 위원회. World Bank.- IAEA

간의 연결기구젤치률 검토

자료원 .•훌Y連t=~tt 증鳳子力關훌훌(J)現狀·， 鳳子力謂훌健報， 日本原子力흩業슐

훌. 1992. 10율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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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르노벌 사고후 헤르노빌원자력발전소와 동형인 모든 혹연혜낼형원자로

(RBMK)에 대하여 헤어봉 삽입축도의 개션， 고속갱지 시스템의 도입， 농축도의 변

경 풍 안전개션대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서방에서는 R배없의 안천생애 대해 우혀하

고 있다. 그러나 뻐t>t<는 구소련의 원자력발천천력량의 거의 쩔반올 공급하고 있

고 100만 kW의 %뼈-1000이 1471(쭈크라이나에 371 러시아에 11 기)， 150만 kW의

R빼11<-1500이 271(리투아니아에 2기)가 운전중에 있다. 뻐MK원자로의 국제안천성

깨션용 위한 노력은 (표 3-2-1)과 같다.

3) 뭔뺀 션진국정상회의의 경쳐1션언

1992년 7월 6일 ....... 8얼깐 깨최된 뭔뺀 션진국정상회의는 구소련， 동구핀의 원

자력발천소 안천생 개션올 위한 지원방책을 책정한 청제선언율 채택했다. 경제선

언애서는 우션 안천확보의 책임은 원자력발견소 소유국 자신에 있고， 각국은 안

천대책용 우션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당사푹에 대한 지원올 다국

간의 행동계획의 혐주내에서 째공하고 있는 것으로서， G-7이외 국가의 공헨올 요

챙하고 있다. 안견확보지원울 위한 행동계획은 단기객언 긴급조치로서

- 운견상의 안천생 개션

- 안천생명가때 기초한 기술객 용급초치

- 규째체체의 강화

률 찍하고 이률의 조치에 따라 조기에 대폭척인 안전생을 개션할 수 있다. 그래

서 장기객인 안천생 향상융 위해

-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효율객언 에녀지이용에 따른 안천생이 낮은 원자력발

헌소의 대체 가농생

- 보다 신형원자력발천소의 개수 가농생에 대해 검토률 하고 아률율 보완하는

것으로써 웬자력안천초약의 조기체결율 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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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의 실시에 있어서는 동구지원국회의 (G-24)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재량

범위를， 종래의 동구쩨국에셔 부터 구소련의 신국가도 포함하여 보다 팡범위하게

정lJl업무률 효옳화하는 켓과 함쩨 2국깐지현율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국

간 지훤에서 부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척컬한 경우에는 다국간의 메카니즘 쩔치를

지원함으로써 각국 • 기관애 자금출처률 요챙하고 있다. 이 자금은 거출국의 합의

에 기초하여 운영기관이 관리하고. G-24 및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과의 조정이

시도되고 있다.

보다 신형외 왼자력발천소의 채수결쩡에 있어서는 사천에 애녀지정책. 원자력

발컨소의 안천생 • 대체천원 • 융자에 환한 우션순서률 명확히하는 것이 필요한때

이를왜해

• 초기에 안천생 조사의 실시

- 세계은행， 국쩨에녀지기관(lEA)에 의한 에녀지사정 조사 실시 및 이에 근꺼

한 셰계은행. EBRD는 잠재척 자급수요의 조숙한 보고률 요구하고 있다.

경쩨션언에서는 이률 행동계획의 진척상황올 1993년 동경 • 셔미트에서 재명

가하기로 하였다.

판헨션진국정상회의에 이어 1992년 7월 15얼 -- 16일 부휘쩔애서 개최된 동구

지원국화의(G-24)에서는 동구와 구소련의 완차력발천소의 안천대책에 관한 운영

위원회의 셜치가 결정되었고 각국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초청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 운영위원회에서 작업부회가 썰치되어 ~1원 프로그햄의 구체척인 검토가 이루

어 졌다.

안천성이 문쳐I가 된 25기의 구소련쩨 원자력발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올

목표로 대체천원의 확보률 천째로 혜쇄하논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었다. 지원땅

법에 대해서는 EC가 기금창셜애 의한 다국간 협력， 일본이 2국깐 협력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침율 셰우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초청율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였

다.23)

현재 톱럽국가연합의 원자력야 안천생 문제률 지원하기 위한 서방원조로는 에

너지 분야에서는 EC의 원초체획， 구주에녀지 헌장(1991년 16---17일) 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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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 원조계획에샤는 총액 4억 ECU( 약 5억 탈러)의 구소련애 대한 기술원조

계획중얘 1억 1 ， 500만 ECU가 에녀지 분야애 루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는 원자력안천. 에너지절약， 송천션망， 석유 • 가스， 볍쩨 • 뺑갱쩨계 정비 동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자력안견에는 자금의 쩔반이 할당되어 있다. 추

된 작업으로는 WANO에 의해 업안된 VVER-440/V-230로 및 RBMI<의 품질향상계획의

실시이다. 구추에녀지헨창은 소련 및 동구의 에녀지분야률 천새계척인 에너지시

장과 통합하여 무역 빛 루자를 혹진하기 위한 툴올 만드는 것이 묵척이다. 이 헌

장은 법객 구축력올 가지지 않온 챙치션언이지만 이의 실시률 위해서는 법척 구

속력율 가진 기본협청 빛 개멸 의청서에 대하여 겹토가 진행훨 예정이다. 구체객

인 협력율 수행하기 위한 항묵으로서 헌장에서는 핵연료주기의 천반외에 어I너지

관련 개션사항이 들어있다. 또 구주에녀지헌장에서는 러시아롤 비롯한 8개공화국

이 셔명하였다 27)

3. 우라늄시장의 혼란

가. 국째 우라늄샤장 동향

1) 1980년대 서방세계 우라늄 시장

가〉 우라늄 생산

70년대 초 원자로 발주붐과 우하늄 가격 급둥에 따른 70년대 멜의 공급과잉

상태는 80년대 중반까지 쩨속되었다. 이논 1978년 이후 가척이 꾸준히 하락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설쩨로 건셜된 왼자로의 수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이후부터 서방세계의 우라늄 생산량은 원자로애셔 소비되는 실쩨 수

요량 이하에 머물렀고 (그럼 3-3‘I) 그 부혹분은 이펀의 누적 재고물량으로충혹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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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3-1) 서방세체의 우라늄생산량， 수요량， 현불시장가격의 추이

생산량 조철은 생산자툴 깐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럼 3-3-2)

생산량이 가장 많이 갑소한 국가논 미국이었고， 그 부축분은 부분척으로 카나다

에서 공급되었다. 한편， 그럽에서 보듯이 최근 카나다의 생산량 감소는 Rabbit

닙ke시셜의 일시가동 중지와 져품위 우라늄율 생산하던 Ontario 생산첸터가

없skatchew하1에서 생산되는 고품위 우라늄광과의 경쟁이 불가농해지자 생산시설

일부률 폐쇄했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의 생산량도 미국과 거의 마찬가지 상항으로 거래시장뿐만 악니라

소비국가률의 반인종차별 정책에 다른 금수조치가 80년대 남아프리카의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호주는 서방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량을 갖고 있으나 그률

씌 시장점유율은 15"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탕 집권정부의 엄격한 정

책에 그 원언이 이다. 그 이외의 생산국가률의 생산량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1980년대 생산량 감소의 명균추세와 일치하고 있다.38)

나) 시장의 변화

우라늄가격의 계속적언 하학과 생산량 조정은 결국 최근틀어 생산공장의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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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쇄를 가져왔다. (그립 3-3-3)에서 보듯이 서방세계의 공굽량 부족이 확대되자

부분적으로 수입 (주로 구소련연방으로 부터)애 의해 충폭되고 있으며， 또한 재

처리 방법에 의해 총혹되고 있으나 이는 개발단계에 불과하다.

구소현은 낮은 가격에 우라늄율 공급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되었

고 1991년애는 서방세계 생산량의 25"에 탈하여 카나다에 이어 쩨2위의 공급국으

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컬과는 모든 서방세계의 우라늄 생산업체에 영향율 주어

결국 채광시셜률이 하나씩 문율 닫게되는 위기를 초래하고 었다 38)

2) 1990년대 우라늄시장 전망

가) 1990 ....... 92년 핵연료시장 상황

최근 우라늄 수급상황의 륙정이라고 한다연 동일지역 시장내에서의 거래대신

지역시장칸의 거래가 풍장했다는 점과. 또한 외화획륙이 급박한 깎째로 떠오른

구소련이 셔방혹 공급자 가척의 쩔반이하인 $50-60/톤swu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축우라늄은 세계 우라늄 시장구성에 있어 중요한 언자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

이다. 1980년대 말까지는 서방세계 시장애 관한 정보만율 얼울 수 있는 상황이

었다. 그런데， 구소련의 붕괴로 시장경쩨나 천세계의 체쩨 풍이 점차 유사해져

가고는 있으나， 원자력분야의 거래에 대한 분명한 양상올 알아 볼 수 있는 정

보는 여천허 부록한 상황이다.

나) 1990년대 우라늄 공급동향 및 천망

1991 년 서방세계의 우라늄 쟁산량은 5년 연속 하학추세를 보여 생산량은 총

26, 165 tV (6， 800만 U308) 이었다. 이 수치는 서방세쩨 원자로 수요의 5~만율

충혹시키는 양이다. 이것은 북머지역애서의 우라늄 생산량 감소와 연계되는 것

으로서 서방 우라늄산업체의 침체가 북미지역에서의 우라눔 생산량 감소로 이

어졌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과 카나다률 합한 연간 최고 생산량은 7， 500만 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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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였으며 이는 현재 서방쩨체의 총생산량과 맞팩는 수준이었다(표 3-3-1).

M뼈벼 천망에 의하면 1992년도 서방셰채 우라늄 수요량의 철반 이상은 월제

생산보다는다른 공급핸옳 흉해 충혹될 것으로 천땅했다. 그것은 물론 낯은 가격

으로 공급되는 구소련의 우라눔·일 것이며. 전력회사률 또한 ~R고향물량으로수

요률 채용으로써 자신툴의 재고량율 률얼 수 있올 것이다. 예컨데 카나다와 톡일

의 경우 청후버혹분농혹우라눔의 판배률 흥해 현물공급어1 기여하고 있다. 그러

고. 셔방셰계가 이용가농한 채고량 (lOO.OOOtU)이 고갈되기 시착하면 롤 새로운

생산울 룡해 첨점 더 많윤 양의 공급이 튀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CI앙뀌 여 러 공화국률이 마국내 공갱 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 반혐핑 제채조치애 칙연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방세계의 우라늄 생산

량 역시 1었2년 우라늄 생산량은 다시 하락할 수 있다.Nt뼈4운 1992년 생산량이

23.000tl찌지 하락할 것으로 천땅하고 있다. 원자로의 수요는 41.600tU 으로서

철국 나머자 수요분운 구소련으로 환터 유입되는 우라늄으로 충촉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생산 가풍충이거나 확청된 시쩔계획 및 사업과 매장량이 확인된 신

큐 우라늄 광산 개발율 포함한 장래 생산계획은 (그립 3-3-4)와 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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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3-3-4) 셔방쩨체의 우라늄공급 잠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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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 서방세계 우라늄 생산(1990 - 1992)

1990설척 1991 년 설척 1992(NUK돼전망)

국가

tV 백만lbs % tV 백만lbs % tV 백만lbs %

U308 U308 U308

호주 3, 520 9.2 12.4 3, 159 9.8 14.3 2, 500 6.5 10.9
카나다 8, 698 22.6 30.5 8, 223 21. 4 31. 4 8,600 22.4 37.4
유 렵* 3, 236 8.4 11. 4 3, 980 10.3 15.2 2, 870 7.5 12.5
가봉 710 1. 8 2.5 600 1. 6 2.3 600 1. 6 2.6
나미버아 3.210 8.3 11.3 2.451 6.6 9.4 1.900 4.9 8.3
내제르 2.830 7.4 9.9 2, 270 5.9 8.7 2.400 6.2 10.4
남아공 2.461 6.4 8.6 1.642 4.3 6.3 1, 550 4.0 6. 7
미국 3.547 9.2 12.4 2, 900 1.5 11.1 2, 160 5.6 9.3
기 타.* 290 0.8 1. 0 340 0.9 1. 3 430 1. 1 1. 9

합계 28, 502 74.1 100.0 26, 165 68.0 100.0 23 , 010 59.8 100. 。

구소련 (추정) 11 ，아% - 10, 000 -

자료 : ‘소련붕펴후 국체원자력 동향’，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정책정보

분석설， 1992.2
주 : * 유럽에는 1991년부터 동서톱 포함

** 기타 : 아르첸터나. 브라질， 안도 파키스탄

3) 1991년 천연우라늄 현물시장 륙정

한면， 1991년 세체 우라늄 산업의 관심은 우라늄 현물시장에서 소련의 추도척

위치에 집중되었다. 소련의 우라늄 판매 천략은 현물시장 가격이 역사상 가장 낮

은 가격에 룡착함에 따라 소련의 붕펴야천에 가농한 높운 가격으로 많은 앙의 우

라늄 판매에 있었다. 축. 1986년부터 현물시장에서 척극적인 경쟁율 천개하기 시

작했고， 미소환계의 긴장완화와 함쩨 미국시창이 열리게 되자 매국에 대한 장기

거래를 확대하고자 했고. 셔방축으로의 년간 ‘반배량 북표는 3000 ...... 5000론 SWU

로 잡았다. 소련의 '90년대 우라늄 판매전략은 가격얘 무관한 단기거래 획륙， 지

끔까지 실책이 없었먼 시장의 개척. 다수의 장기계약 체결율 위한 노력 풍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1 년 현물시장 하이라이트는 다움과 같다 39)

- 펀연우라늄과 농축우라늄 현불가격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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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년 전반기에 $ 9 ~ 10/1b U308의 범위에서 하향곡선융 그리면서 변동

융 보였고， 후반기에도 가격이 다시 오른 11월 중순까지 계숙 하향곡션율

그러면서 변동하였다.

- 1991년 동안 현물거래 불량은 4460만 lb U308이었고， 이충 1, 160만 lb U308

는 소련에 의해 판매된 것이고 800만 lb U308은 한 천력회사가 타 전력회사

에 재고분율 판때한 것이었다.

- GNSS(Global Nuclear Service and Supply, Nuexco와 Techsmiliexpor‘t가 각각

50 : 50으로 투자한 회사)가 미국내애서 소련의 농축 및 U308률 판매할 북

척으로 셜럽되었다.

- 거래 총량중 59" (2630만 lb U308)가 농축우라늄이며 나머지 1830만 lb

U3087} 천연우라늄과 농축 UF6였다.

- 소련율 포함한 비미국 생산업자는 1차 현물서장 판매자였고， 트레이더는 가

장 활동척인 구매자 그룹이었다.

한연 변환서버스률 보면 변환서비스에 대한 현물서장에 있어 1991년에 4건의

거래가 완료되었으며. 그 양은 총 700,000 kg U였다. 그러나 천연 UF6와 쩌농축

우라늄에 대한 거래는 7， 600만 kg ‘ U로서 이률 포함하면 총 8300만 kgU의 양에

이르렀다. 이충 약 2， 600만 kg U(31")이 미국 전력회사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5, 700만 kgU는 유럽천력회사와 중간상에 의해 구매된 것이다.

농축서비스률 보면 SWU의 현물시장 거래량은 4년연축 충가하여 약 3， 200만

SWU얘 이르렀는데 이 양은 1985년 이래 가장 큰 것이다.

나. CIS의 세계 우라늄 1시장에의 영향

1) 구소련의 농축우라늄 시장 거래 경위 및 공급천망

칙급까지의 경위는 1968년 버엔나 NPT총회에서 NPT가맹국에 대해 최고 5" 까

지의 농축서비스 제공활 용의가 있음율 발표했고 1971년 소련과 EdF와의 장기계

약율 체결했다. 또 같은 해 이탈리아의 아지프와도 장기계약율 쳐I결했고，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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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천연우라늄 현물사장 거래내역

구 분 물량(백만 lb U308) 점유율 (" )

천력회사

미국 10.2 23.0
며국이외 7.2 16.1

구매자 생산자

마국 1. 2 2.7
미국이외 1. 2 2.7

기타참여자 3.4 7.5
Trader 16.5 37.1
미확인 4.9 10.9

계 44.6 100.0

천력회사

미국 -
미국이외 8.0 18.0

생산자

미국 0.2 0.4 ’

판매자 며국이외 13.0 29.0
거타창여자 2‘ 0 4.6
Trader 13‘ 7 30.8 J

미확인 7.7 17.2

계 44.6 I때.0

차료 .•소련붕괴후 국제원자력 동향’， 한국원자력연구소원자력정책정보분석설，

1992.2

--1976년 구주천력회사 및 구입기관과 17건의 중장기계획율 체결한 바. OOE의 수

요 대웅력 저하률 업려하는 서방흡악 각 회사에 대해 대량의 농축서버스가 장기

척으로 필요하다는 첨율 인식시켰다.

이로서 소련으로 부터의 공급량은 약 10， 000톤 swu분율 수출할 것으로 천망되

는데 소련은 미국과 칼거나 그 이상의 우라늄 • 플루토늄 계획율 추진해 왔고 그

결과 20， 000혼 SWU분의 우라늄 농축설비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공급 ‘농혁은 충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련내에서는 민깐용 수요가 신장하고 있고. 해군 연

료용 수요도 있으나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 발생한 대량의 SWU 재고가 있

으므로 1990년대 서방혹으로의 수출용으로 충당할 펀망이다(표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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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CIS의 우라늄이동(1991년이후)

|나션끓격일|i 랑(20피트 론 형태 U30S환산추정 추정S때J 선척선 목표항

테이녀 수) 무게(파운드) 함유량

미확인 U30S 1.009.800 Novomoskovask Houston. . 33
‘9114/8

911517 1. 21 U30S 1. 573.170 Olga Ulyanova ”

「---.
9115128 2. 21 U308 2. 590.620

미확인 U308 1.927.800 Novokuyby- "
r---- 63 shevsk

9117/17

91/8/6 U308 1.956.050 01 ga ulyanova ”

60:’
91/8123

마확인 U30S 3.335.400 NovoJvovsk "

i”---------’ 109
91110/14

91111122 1. 79 U308 1. 2.541.910 Komsomolsk ’

F ‘‘’ ’91112128 2. 27 U30S 2. 810.390

91/12/19 1. 21pieces LEU 1. 979.200 219.650 뻐gnitogorsk "

|화it페 2. 15pieces L타1 2. 681.610 152.900
89 U308 2.885 , 360

1991 - 92 총계 17.291, 330 372, 550

주 : 모두 러시아 공화국의 Petersburg에서 떠난 것임

2) 소련의 우라늄 비축 상황

제2차 세계대천말， 체코와 동톡은 찰 재발된 infrastructure률 가지고 있었으

며 그 결과 여들 두나라는 소련에 대한 천략척 주요 거창이 되었고， 소련은 동유
、 「

렵 위생국가률과우라늄 생산산업 천분야애 걸천 짱무협쩡 쳐I결하고 소련은 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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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동구핀의 우라늄 생산량(누척치. 1989년말)

국 가 누척생산량( tU)

불가리아 35, 000
체코슬로바키아 100, 000
동톱 210 , 000
헝가러 18, 000
폴란드 1.000
루마니아 30.000
소련 190, 000

계 584 , 000

두나라와 위성국가틀로 부터 우라늄을 추훌하였다. 그 결과， 1945 -- 1990년

깐 약 60만톤의 우라늄이 생산되었고 위성국툴은 그률의 우라늄율 소현에 활고

포 필요한 핵연료 원료률 소련으로 부터 다시 샤오는 형태률 취했다.

(표 3-3-5) 구소련의 우라늄 버축량(추정)

구 량(론 U)

o 총우라늄 생산* 580, 000
。 밤천용 연료•• 120, 000
。 군사용* 200, 000
o 우라늄 비흉량If 260, 000

주 : *동구유럽에서 생산되는 총우라늄량으로 대부분 소련에 보내진다고 가정

** 동구유럽악 원자력발천소에서 사용할 우라늄의 수요

# 소련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척 이용을 하고 있다고 가챙

## 총우라늄생산에서 발천용 연료와 군사용을 뺀 것임

이쳐럽 포든 소련의 위생국에 대해 그률의 그동안 누척된 우라늄생산은 소련

으로 보내겼으며 그중 일부만 되톨혀 받았다. 1989년말까지 동구원의 누척우라늄

생산량 (추정치}은 (표 3-3-4)와 같다. 현재 소련에 비축되어 있는 우라늄은 (표

3-3-5)와 칼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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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셰계 우라늄 변환시장에 있어 CIS의 영향

CIS의 변환능력은 중앙아시아지역(Central Asia)에 있는 변환공장의 용량이

아칙은 변환과잉공급에 중요한 영향율 미칠 지 미지수이므로 그 영향은 다른

셔방째계 변환회사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펀， CIS는 서

방세계로의 수출이 가농한 연간 천만론 SWU의 초과 농축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청하에서 셔방 변환회사는 심각한 경쟁율 예상된다.

그러므로 서방 변환회사률이 가까운 장래에 지속척언 가격증대률 기대한다는 것

은 비현실척이라고할 수 있율 것이다.

그리고. 째계 변환시장에서 변환과 채변환올 모두 포함해서 가능한 변환눔력

은 충분하며 1991년 8빽만 kgU의 변환우라늄이 혐물시장에서 판매되었다.

이 변환쭈라늄애 대한 수요는 서방세계의 일차변환회사때 의한 것뿐만 아니

라 동구의 변환회사에 의한 것과 현물시장에 의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러

한 배경에 대하여 북미고객은 만일 변환회사가 몰락할지 모른다는 위기잡은 그다

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만일 수요에 비해 초과 공급능력이 있다면 천력회

사는 다른 장기공급자를모잭하고 홈더 총체척으로 재고륨 축척할 것이다.

륙， 이것은 CIS가 미쳐는 영향이 유렵과 북미의 서방우라늄 시장에 미철 것

이며， 과잉공급과 그에 따른 가격으로 어려용을 겪올 것으로 천망된다.

4) CIS의 영향에 대한 서방 변환회사의 관점

변환서비스에 있어 서방세계의 수요는 1992년 4 ， 300만 kgU이며 2002년까져 5

천만 kgU까지 약간씩 중가할 것이다. CIS에 의한 예상 공급 추가분은 연깐

1200만에셔 2000만 kgU의 법위얼 것아며 그로 인한 공급과잉 상황은 더욱 더 두

드러질 것이다.

세계 일차 변환회사률 - All ied, BNFL, ca뾰co， Comurhes , 앓quoyah -운 만일

러시아가 우라늄시장율 위협하는 농혹우라늄의 초과공급울 한다연. 이는 반대로

션행핵연효추기에 있어 이률 사업과 마찬가지로 변환사업에 영향율 미칠 것이라

101



는대 의견을 일치했다. !E, 유럽의 변환회사틀은 CIS의 공급으로 안한 연간 초과

변환능력율 총 4 ， 500론 U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변환회사는 현재 실껴l 변화의 고통에 처해 있는데， 이는 얼차 변환회

사률이 그률의 사업율 다르게 해야 한다는 압력율 받고 있기 때문인데， 5개중 4

개의 변환회사률이 새로운 혹은 기존의 쩡부 요구에 근거한 비용이 그률의 서셜

율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좀더 비싸져야 한다고 의견일치률 보고 었다.

다. 핵무기 폐기에 따른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발생량파 우라늄시장에

의 영향

1) 핵군축과의 관계

러시아와 미국 칸의 군비감축 협상에 판한 한， 양국간 청치척 우호관계의 급

진천에 힘입어 지금까지는 순초로운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1991년 제 1단계 견

략무기감혹협쩡(START I)을 채철한데 이어 1992년 6월 훼싱헌에서 정상회담융 갖

고 앞셔의 협정에셔 합의된 수준율 넘는 추가적인 감측에 합의. 1993년 1월 3일

이때 판한 정식 조인율 하였다. 쩨 2단계 천략무기감축협정(SfAR1’ I I)이라 불리

우논 이번 협정은 2003년까지 미 • 러 양국의 천략핵무기를 환재의 3분의 1 수준

으로 감축하는 것율 내용으로 하고 있다. 륙히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썽방에

게 가장 큰 위협이 되어 왔으며 핵무기 경쟁 유딸의 핵심척 요인이었먼 지상발사

다탄두며샤일(ICBM)과 잠수함발사며사일(SLBM)을 각각 천혜하거나 쩔반 수준으로

감축하도확 하고 있어 핵무기 없는 세계흘 향한 큰 진천으로 팽가된다 7 )8)

1991 년 7월 31 일 미소간의 SI‘ART 조언에 따라 핵무기 빼기로 언해 발생되는

고농축우라늄(뾰 U)， 풀후토늄이 민간에 방출확는 경우 sf뻐r에 의해 조약발효후

7년칸 미국과 구소련의 천학핵의 핵탄두는 각각 6， 000발로 쩨한되게 된다. 따라

셔 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탄두수는 어느 정도인지는 1탄두당 뾰U량이 명균

어느 청도언가를 알면 삭캅량율 알 수 있다.

탄두수나 영농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이어서 공식쩍인 자료는 없지만.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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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몇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fMilitary Ba lance 1991-1992 (영국 국쩨천략연구소 )J에 의하면. "1991 년 6

월 현재 천략핵탄두 보유량은 양국 합계 20， 904발이다. (미국이 9， 745발，

구소련 11 ， 159펠)

-NU앉M에 의하면 미국의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은 약 550폰 맨U라고 추쩡하

고 있다. 내역은 탄두내 보휴량이 약 270톤 맨u (맨U탄두가 17， 500발， 1탄

두당 명균 細U보유량울 15kg으로 가정 )

- 탄두외 채고가 280혼 맨U이다. 또한 SfAR1‘에 의해 미국의 맨U탄두가 7, 000

발 (약 105론 뾰U가 해체되어 현채의 280톤 맨U와 합하면 385론 맨U가 천

용가능생올 갖게 됨)

탄두 I기당 맨U 함유량에 대한 자료는 객다. 금좁우라늄은 순도가 9~라면 임

계량은 약 25kg이고， 맨U 탄두라면 최져 25kg 맨U정도는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

다. (나가사끼에 투하된 ~1 형 핵폭탄에는 U235가 약 60kg 장천되어 았었다. )

그러나. 감숙재를 뱅용하연 235의 양은 척어지고， 또 플루토늄 폭탄에는 HEU가

사용되지 않으며， 삭감대상이 되는 천략핵에 다수 사용되는 대형 수소폭탄은 방

아쇠에 원폭(뾰U 또는 Pu239롤 사용)올 사용하며 그 외혹율 충수소. 더 바짤쭉올

천연우라늄 이나 혈화우라늄으로 싸는 다중구조로 되어었다.

따라서 혜기된 탄두의 종류애 따라 우라늄함유량에는 차이가 생긴다. 자’료에

따라 수치는 다르지만. 삭감대상 탄두에는 탄두당 10 - 25 kg 맨U 정도가 함유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핵탄두 l기에는 15 kg 맨U가 틀어있다.

결국 sf때r애 의한 직첩 삭감량은 고농축우라늄어 45 - 220톤 맨U 청도라고

본다. 포. 그 후 미국과 러셔아의 합의애 다른 삭캄량도 더하면 132-435폰 맨U，

그후 추가로 더 삭감될 가농생있는 것도 포함하면 480-1, 150론 맨U청도카 핵군축

에 의해 삭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농축도 95"의 맨U lkg은 발천소에

장천되는 연료 (명균 농축도 3.25"로 가청) 로 환산하연. 천연우라늄은 약 230

kg, 농축작업량은 약 125 kg SWU에 상당한다. 이것운 현재의 셔방 셰계 우라늄

수요량과 swu 수요량 각각의 2 ....... 5년 분애 상당한다 40)

더우기 이것은 잠재척 혹은 가능생으로서의 삭감량이며 우라늄 공급에서 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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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원량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잉여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의 시장방출 관련

핵군축에 의한 영여 우라늄 · 플루토늄의 우라늄시장에의 방출 가농생， 쩨약요

인， 방출시기와 양율 결정짓는 데는 몇가지 고려해야할 점40) 어 있는데 첫째는

핵무기가 실쩨 어느 정도 해체 혜기되는 가이다. 해혜능력， 뾰VI플루토늄 추출농

력. 추출된 핵탄두 져장농력， 수송능력， 관리능력， 정치척 합의. 감사방볍 둥윷

고려하면 탄푸로부터의 우라늄/플루토늄 추출은 시칸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해쳐l농력애 대해서 미국의 경우 텍사스주에 있는 P예TEX 핵탄두해체공장이

있는데， 구소현애 대한 청보는 확설치 않으며， 게다가 혼란의 와중에서 구소련의

천문기술자에게 어느 쩡도까지 해체작업울 기대할 수 있을져， 더우기 재정척/기

술척으로도 푼제가 있다고 지척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핵폐기시설의 농력은 년깐 약 1.500발 정도이며 i현채의 농력

으로 대량의 탄두를 반기깐에 해체할 수 있을지도 대단히 의문스러운 사항인 것

이다. 그러고， 러사아의 훼기농력운 확대되고는 있지만， 천문가 부쭉， 현장의 사

기저하， 자금 부혹으로 질과 양에서 저하휠 우려가 았다. 핵무기로 가공하지 않

고 재고분으로 폰재하는 뾰U천연우라늄은 툴론 해체과정 없이 이용가농하다.

둘째는 이용(쳐분)의 방법이다. 져장되먼가， 폭발사커헌가， 지하쳐분되먼가.

군사용으로 재이용되번지 혹은 민수용으로 재이용 되폰가가 문제가 된다L 시장에

영향율 주는 것은 최후의 경우이다. 자원의 유효이용 축변에서도， 군혹의 혹면에

서도 민간에서 재이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칙스러운 것은 분명하지만， 처리 농력

에의 제한 때문에， 상당량은 져장될 가농생이 눔다.

햇째， 기술객인 쩨약이다. 맨U의 이용방법애 대해 여러가지 방안이 쩨기되고

문제점도 지척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어느 갱도는 필요하지만， 해결 불가농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명가되고 있다.

넷째， 시장에의 공급 시기 문제이다. 핵무기에서 추출되는 HEU가 한번에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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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장에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해혜. 연료에의 가공쳐려 능력 제약

과 미국과 러시아 공히 시장가격율 깨뜨리면서 까지 방출할 가능생은 척기 때문

이다. 미국의 경우， 국내 창산업자가 곤경에 처해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시장에

의 공급야 생기면， 업체로서는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하다.

러시아의 정우. 앞으로 대량방출할 가농생이 없는 것은 아나지만， 우라늄은

외화획륙의 귀중한 물자이므로 가격 붕괴를 원하지 않고， 또 현채 러시아의 우

라늄 법핑 수출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많U률 시장에 대량으로 일시에

방출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핵무기에 의한 공급능력이 러시아의 일반 우라늄 재고방훌 압력

이 될 것이라는 것율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구소련은 과거 원유률 립핑

수출한 예가 있으므로 낙관시 할 수는 없다.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민간에 방출되지 않율 것으로 보는 관계자가 많다. 이것

은 먼져 구식 핵무기에서 혜기되는 것은 많U탄두이고 그 다읍이 플루토늄 탄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정치상 쳐I약이 었다는 첨， 민간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

다는 캠， 국쩨간 이천이 곤란하다는 둥풍의 이유로 져장될 가능성이 높고， 만일

이용된다 해도 미국 • 러시아 양국내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맨U만 장기간애 걸쳐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눔다고 예상된다.

3) 핵무기 혜거애 따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판러 빛 이용계획

가) 핵물질 발생량 추정

해체된 핵탄두로 부터 나오는 고농축 우라늄은 천연우라늄 또는 혜기우라늄으

로 희석하여 폭발척인 연쇄반용이 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고 희석된 져

농축 우라늄은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악 하거나，

환할국가는 고농축우c}늄 처분을 위해 천연우라늄 정도의 농축도까지 폐기우라늄

율 이용하여 희석서킬 수 있다(표 3-3-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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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핵무기폐기에 따른 고농축우라늄과플루토늄 발생량 추정

구 미국 구소련

플루토늄 100톤 120폰

고농축우라늄 550폰 550폰이상

트리슐 155파운드 65파운드여상

출처 : Newsweek, 1992.2.11

나) 관러 빛 이용 계획

구소련의 붕꾀는 핵무기 귀숙문쩨와 함쩨 군축에 따른 pu과 갑은 륙수핵물질

(SNM)의 취급이 충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게 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로 견슐빽 이천율 위한 안천한 방법 또한 없는 상황이다.

이률 국가률이 전략 핵무기의 러시아로의 이천에 합의는 했지만 자국내에 배치된

빽무기는 자국의 것이랴는 태도률 취하면서 핵무기용 Pu율 천력원으로 활용할 계

획을 세우고 있다. 축 핵연효원이나매각에 의한 외화획륙 수단으로 활용힐 계획

인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핵보유국의 수가 증가합율 의미하므로 국제사회악 지현

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군샤용 플루토늄은 억지력 유지에 필요한 딴큼율

장래 핵무거용으로저장하고 일부는 시장에 판매할 천망이다.

그 이천애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참정척인 져장기지가 필요한대 이것운

동시베리아의 플루토늄 비밀생산 기지인 롭스크에 건셜할 것울 철쟁했다. 어률

위해 미국의 협력올 얻어 설계작업울 시작했고 1995년 륙수 컨태이녀 40， 000개롤

완생 예정이다.40 ) 륙， 해체후에 발생되는 륙수핵불질에 대한 이용 방안으로는

핵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륙 애너지원으로의 활용융 주장하는 축과 활용서

핵무기에 패하 사용될 것올 우려하여 그대로 져창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한

편， 러셔아혹은 고농축우라늄의 시장방출율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채물절의 처리는 단순히 핵무기 문제 혹면만 아니라 석유자원 고갈， 오존충

파펴 풍의 환정문쩨 까지 고려해야 국민의 야해를 얻어 장래 왼자혁의 폰속에 도

옵융 주게 휠 것아다.

106



쩨 4철 국쩨원자력산업의 다국칸 협력동향 및 동아시아 지역의 원착력개발

1. 국제원자력산업의 다국간 협력동향

주요 원자력 수출국플이 신국제질서의 형생에 맞추어 타 원자력수출기업과 합

병， 합자하는 청향이 푸드러지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현상은 국쩨원자력시장의 확대 및 경쟁력 캉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데 이러한 기업합병의 배청으홀는 천술한 바와 같이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와 보

호무역주의， 에녀지시장의 불력화， 동구의 개방 및 소련의 용괴로 원자혁의 시장

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정 풍을 틀 수 있다. 기업의 합병에 참가한 기업들은 기

업합병율 풍해 새로운 시장개척올 위한 발판율 마련한다던가， 기술제휴를 통해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쩨품의 생능 및 풍철율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올 확보률 묵

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다국척 기업형태률 취하는 것율 불 수 있

다. 기업합명의 가장 대표척인 예로서는 Asea Brown Bover i (ABB)사와

Combustion Engineering(CE)와의 합병융 틀 수 있다.4 1) 1990년에 이루어진 이

합병은 세가지 록척에 의한 것으로 첫째. 북미지역과 유럽지역 뿐만 아니라 천세

계에 대한 서비스 능력 쳐l고률 통해 천벽장바의 매출율 증가시키는 것이며 툴째，

(표 4-1-1) 원자력기기 및 서버스회사의 합병

합 버。 내 용 합병년도

。 GEC(영국)/Alsthom( 프랑스) 1989
。 ASEA(스왜댄 )/Brom Boveri(스위스) 1988
。 Combustion 당19 i neeri ng(미국)/ABB(스훼멘 } 1989
。 Rolls-Royce & Associates(영국)/Northern 1989

타19ineering lndustries( 영국)
。 에ERG/IN1’ERCOM/EBES(벨기에 ) 1990
。 Ur러1gesel1shaft(톡일 )/Interuranium(톡얼) 1992

자료원 : 'ABB사， Combustion Engineering사와의 합병에 16억불 제시’ , 원자력동
향， 1990.5 과 .훌훌Y連‘~.t3 tt 흥홈子力關훌훌φ現狀’， 홈子力뿔흉g훌훌훌.

日本훌子力훌業슐훌훌. 1992. 10애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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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 동구권의 경제개혁에 따른 경제성장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공급에 있어

유러한 위치를 첩하는 것이며 셋째. 경쟁사얀 Westinghouse와 Fr뼈atome애 대한

경쟁력올 제고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업합병에 예로 EC통합에 대비한 벨기에의

천력회사 합병율 룰 수 있다 42 ) 여려한 기업씌 합병 빛 협력과 자회사 설립은

(표 4-1-1), (표 4-1-2) , (표 4-1-3)과 같다.

(표 4-1-2) 원자로개발분야협력관계

협 혁 판 계 훤:;c.t로 재발 개발년도 비고

。 Fra.matol뾰/κWU/B&W Advanced PWR 1990 1990 (계획 )

。 ABB/United Engineerings & PIUS 1989

Constructors

。 Combustion Engineering/ SIR 1989

Rolls Royce &Associates/

Atomic Energy Authority/

Stone &Webster 당19ineering

。 Siemens/ Bechtel/General 뻐dular HTR 1989

Atomics
, , ‘

。 KWU(따’R)/ABB(Interatom) lITR 1989

。 W/H / 며즈버시 APWR. AP-600 1992 공동깨

발 --i「-Xr

-
자료왼 : 'ABB사， Combustion 없gineering사와의 합영에 16억불 쩨시’ , 원자력

동향， 1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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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서비스 및 핵연료주기관련 합자회사 내용 빛 겨낭시장

참여회사 합자회사명 시장 제 품 년도

。 W/H I ABB Innovative 며국 BWR Services 1987
Teehn이ogies

。B&W/Pechiney/Cogema B&WFuel Co 미국 LWR fuel 1987

。 Framatol뾰 US 야웅rations Commerc i a I co- 북미 Nuclear I 1988
IGeneral Atomics Inter- 。，peration products and
national Service Corp agreement ser‘VIce

,

。Bechtel/KWU Joint Venture 미국 Nuclear 1988
services

。 W/H I ABB ABB WIH Nuclear 유럽 LWR services 1989
Service

。 FramatoI뾰IB&W B&WNuclear 미국 LWR services 1989
Service

。 Framatome/K뻐 Nuclear Power 전세계 LWR services 1989
International

。 Framatome/K'멤J/B&W 타당생 검토중 북미

。 ABB CE/Siemens Steam Generator 미국 교쩨용중기밸 1992
Com뼈ny 생기

。 Urenco/Fluor- Dan iel/US Louisiana Energy 미국 Construction 1989
Utilities Service of· enrichment

plant
。 National Patent Inter-Patent 1992

Developmentl러시아과학 Coperation
첸타/크루차토프연구소

자료원 : ‘ ABBA}. CoJDbustion 회gineering사와의 합벙어I 16억불 제시 ’ , 왼자력
동향， 1990.5 과 ‘훌Y連~l? tt 흘鳳子力關훌훌φ現狀·. 홈子力홉훌時

報， " 日本原子力흩業슐훌훌. 1992. 10에서 쩡 러

또한 다국적기업의 대표객인 형태로는 프랑스의 핵연료주기회사안 Cogema를

률 수 있다. Cogema는 프랑스 핵연료 주기엉쩨의 축소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Peehiney그룹의 연료추기사업체률 인수하였고， 우라늄 변환업체인 COMl빠lEX사를

109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북일의 우라늄 채광 및 농축회사인 Urangesellschaft사률

인수하여 1988년애 인수한 Interuranium사와 합병하는 동 천세계의 우라늄채광사

업에 창여할 뿐 아니라 채광사업의 다변화를 회하고 있다 45) 또한 미국과 러시

아는 다국척 기업 셜랩올 위한 협정율 체결하였는데 미국내의 Viking System

Int'l , Me tallurgical Consulting Service Ltd. , PHD Technologies Inc. 동기업

률간의 콘소시옴온 러시아의 과학원， 기계기술연구소， 천력기술개발연구소

(Research and Developnment Institute of Power Engineering) 및 민간 기업체인

ROBOTEl< 둥 유관기환률과 R&D협력 빛 구소련의 핵무기시셜률의 해체률 위한 다국

척 기업의 셜립을 위한 협쟁을 채결했다. 이 새로운 기구의 활동률의 대부분은

참여양국에 집중될 것이지만 기타국가률도 이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야

새로운 기구는 미국에서는 Statch, 러시아에서는 Catek이라는 이륨으로 운영될

예쟁이다.43)

륙히 구소련쩨 원자력발천소의 안천성 문페 대두와 이로인한 원천의 성능개션

및 폐지정책이 나옴에 따라 세계 원자력체는 자국의 원자력산업융 확성화하고 대

규모의 원자력 시장애 뛰어툴기 휘해 동구핀과의 합작율 모잭하고 있다 46)

CD Reviss Service(Mayak과 Amersham International}

영국애 본부률 두고 있는 뻐ersham International사와 러시아 원자력부는 최

근 방사생 동위왼소의 공급올 맡율 합작회사 셜럽율 발표했다. 합작회사언

Reviss Services는 앞으로 Mayak의 생산능력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채발. 취급 및

보급과 관련한 서구의 천문기술율 결합시킬 것이며 암치료와 생명과학의 연구조

사 동 원자력의료분야에서 휠요한 의료용 동위원소를 안청척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번 합착으로 러시아는 차국악 경혜성창에 도옴이 될 셔유럽의 생산수춘 빚 개

발에 판한 혜택올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쩨척으로 방사성 의약품의 주요공급자

인 뼈ers뻐m사논 이 합작으로 외화획둑과 기술교류에서 혜택율 입율 것으로 보

인다고 천망된다.44)

￠ 수코다에네르기(Siemens와 Sk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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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얼 Siemens사의 어1녀지생산부서인 Kraftwerk Union(때U)와 체코의 Sk여a그

룹은 에너지생산 천분야률 맡율 합작자회사흘 셜립하는데 합의했다- 추계약은

1991년 11월 25일에 조인되었다. Sk여a는 원자력발천소에 대한 첨단기술 기준울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자사률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국제기준율.만혹

시키는데 도옴율 출 동업자로서 Siemens(그러고 Framato뼈)률 션택했다 47)

~ Inter-Patent COperation{Nat~onal Patent Devel야빼ent와 러시아과학센타

와 크루착토프연구소)

미국 National Patent Development는 1992년 4월 러시아과학첸타와크루차토

프연구소와의 사이에 반반출자에 따라 합자회사언 Inter-Patent CO홈ration의 쩔

럽애 합악했다. 원자력산업분야에서의고도기술개발에서 러시아과학자의 지식올

사용함과 함쩨 그 성과를 활용하는 것율 북척으로 하고 있다 23)

2. 동아시아지역의 원자력 개밸

최근 서태명양 연안국툴율 중심으로 아시아 동아시아지역의 원자력개발이 활

발해 지고 있다. 륙히 천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은 불폰 산휴국인 인도내시

{표 4-2-1) 동아시아지역의 완자핵 개발현황

국가명 운천중 건쩔중 채발현황
(

(용량，반kW) (용량，만kW)

중 국 1기 (30) 4기 (300) 。 건셜충 원천현황

- 大亞빼 : 2 X 90만 kW
- 훌山 2 : 2 X 60만 kW

。 2015년까지 3， 000만 kW 도입 계획

(총발천셜비용량 충 6"첨유)

언도내시아 ‘ - 。 2015년까지 60만 kW급 원천 12기

건셀께획

。 원천계획 타당생연구 추진{일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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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운전중 건셀중 ‘ 깨?발‘현 황 ‘’(용량，반kW) (용량.만kW)

필리핀 1기 (60.5) 。 1985년 건설이 중단되었던 원천의 견

뀔율재개

。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천망

타 。I - - 。 타이천력공사 2008년짜){l 100만 kW급

6기 도입계획

베트남 - 。 베트납 국가에녀지위훤휘 2010년까지

80 -- 120만 kW 원견셜비 도입 추진

이 란 - - 。 중국이 이란애께 30만 kW급 원천율

수출할계획

파키스탄 1기 (13.7) - 。 중국과 협력협정 쳐l결

아， 말헤어시아 동 국가률은 자국의 여러가지 사정， 축 에너지공급 및 환경고력

와 에녀지공급원의 다양화. 자국의 천연자원 보천이라는 록변에서 원~}혁의 개발

융 추진하고 있다. 륙히 동아시아충 중국의 원자력개발은 주몹할 만하다. 원자로

수훌율 겨냥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파키스탄. 이한과의 협력환체를 층진하고 원

자로 수출율 위한 협의률 진행사키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원자력 개발현.황윤

(표 4-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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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철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와 원자력의 역할

1. 지구환경문체의 개요

최근의 -환경문제는 지구전체 큐모의 환경파괴에 관한 것으로 1960년대 후반에

서 1970년대 초에 크게 문제되었먼 지역척인 공해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1910

년대 천후의 공해문쩨는 오염원 주변을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인데 비해 지구환경

문제는 천지구를 풀려싼 대기핀， 해양 동의 파괴문쩨이다.48 )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는 개별기업 혹은 단일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곤

한하다. 현재 “하나뿐인 지구”를 살려기 위한 국가간의 합의， 초약 풍 공동노력

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세기에 툴면서 세계의 인구. GNP ,

(표 5-1-1) 지구환경문제의 종류와 개요

구 분 륙징 빛 피해지역 큐젝물질 및 국재척 대웅 영향을 받는 산엽

지 구 。에너지 문제와 。 CO2 ， 메탄， CFC. 오존 둥 。 에너지산업

온난화 밀접하게 관련 。에너지다소버

。미·소·중국이 산업

천세계 C02 량의

50"률 차지
。수몰공포가 있는

지역에 영향심각
。 최근 개도국의

증가세가 두드러
xI11

오존충 。 산업에 광범위 。 끄레온. 할론 둥 。프레온메이커 및

파 괴 -하게 사용되는 。 빈조약(’ 85)이후 몬트리얼 대체툴질 관련산

물질 의정서( ’ 87)에서 륙청 프레 업

온의 굽세기내 반감이 정해 0 프레온사용자

졌지만 그후 헬싱키선언(’ 8 。 프레온회수· 재

9)에서 금세기내 륙정 프레 생장치 관련산업

온의 펀폐로 강화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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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륙정 및 피해지역 규제물질 및 국제척 대응 영향을 받논 산업

산성비 。 SOx ， NOx 둥 대 o SOx. NOx 。 에너지산업

기오염물질을 포 - 장거리 월경대기오염조약 。 SOx， NOx배출이

함하는 산성도가 (79년 UN 구주위원회 )아래 많은산업
강한 비에 의해 다음의 의정서가채택 。 배연 탈황· 탈질

호수에서의 어펴l - 헬싱커 의정서( ’ 85) 장치 환련
류감소. 삼립/농 : SOx배출량올 93년까지

작물 동에 피해 80년수준의 3o"이상을
。 장거리아동 대기 ~{f
오염 - 소피아 의정서(' 88)

。북미. 구주에서 : NOx배출량을 94년까지

피해 심각 87년수준으로 동결
- 스위스 둥 서구 12개국은

'89년부터 10년간 NOx배

출량 3o"삭감 체안

열대럽의 。남북문쩨 0 ‘ 75년 야생생불 보호를 위 。식목관계

감소， 야 한 라무살조약， 워싱턴초약 0 식물활성쩨

생생물종 발효 。목재수요

의 감소

사막화 。남북문제 o lINEP, FAD 둥을 중심으로 。사막톱화

토양칩식 여려국제기관이 각각 사막 。소재개발

화 방지프로젝트. 사막화관 。식묵

련 조사홍보 추진

해양·국 。엑슨유조선사고 O 오얼 • nUf • PCB 둥 유기 염 。해운. 조선

제하펀의 둥이 계기 소화합불， 플라스틱혜기불 。화학섬유

오염 。유조선 및 선박 。 런던텀핑조약(' 75) 。선저도료산업

의 항로 。 마르폴 73178조약( ‘ 78)
0 유엔해양법 조약(’ 82)

。 오얼오염에 대한 준비 • 대
웅 및 협력에 관한 국제조

약( '92예정}

유해폐거 。유해폐기물의 양 。 바첼조약이 정한 물질， 수 。화학 유해혜가불

물의 월 척증대와 용량감 은전지 둥 처리산업

경이동 -까-‘-‘- 。 에EP에 의환 바첼조약 채

o 환경오염에 대한 택(’ 89)

손해배상요구 고

~“ξ-

자료: 입기철 외， 지구환경문제가 경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책 • 기
획본부， 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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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녀지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지구환경의 오염 빛 파괴현상도 급증하여， 지구생태

계의 유지， 정화능력이 한겨l에 도탈하여. 결과적으로 환경문제가 대투하고 있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채 세계가 칙변하고 있는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 오존충파괴.

산생비， 열대림의 감소 및 야생생물종의 감소， 사막화와 토양침식. 해양 • 국제

하천의 오염， 유해폐기불의 월경이동 둥이 있으며 각각의 륙징 빛 개요는 (표

5-1-1)과 겉다.

가. 지구환경문제 대용율 위한 시각

지구환경문제가 세계악 정치 • 경제척으로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은 냉

천시대의 종식때 따른 신국제질서 확럽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질서의 형성에 있어 전세계는 냉천체제의 종식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의

채면을 환경우선에서 찾으려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강대국율 군사적인 힘의

우위가 아니라 얼마나 환경척언 ;;tl 탱이 가농한 개발로 경체력율 키올 수 있느냐

로 판가름하려는 분위기률 만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지구환경문제

률 다음과 같은 시각율 갖고 대웅해야 할 필요가 있다 48)

첫째， 지구환경문쩨는 우리에게 직접척인 피해를 주는 r환경문제」라는 차원의

시각

툴해， 지구환경문제는 @ 새로운 국제정치역학상의 돼권경쟁의 수단，@ 자원

밴국으로서 에녀지수급상의 과제，@ 국제협약을 통한 경제마찰. 무역

마촬 기술협력마찰 발생의 잠재요인이라는 r환경문쩨외척언 차원」의 시

각

나. 지구환경문제를 울러싼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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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환경문제가 국제정치 및 국제경제의 주요문제로 부각되변서. 국제사회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율 위한 새로운 국제경제 규법율 창출하려는 구쳐l척언 움직임

율 보여 왔다. 환경문제가 지구촌의 현안으로 부각되게 된 계기는 1972년 스폭훌

롬 유엔인깐환경회의로서 여기셔 환경보호가 국제척인 강령이 되도록 합의되었

다. 이 때 채택된 스톡훌릅 선언은 현재 논의중인 지구환경협약의 기본헌장으로

훌用되고 있다.

유엔은 스룩홀름선언 직후 지구환경문쩨에 관한 종합조장기구로서 유엔환경계

획 (UNEP, United Nation E합v씨iro‘onn뾰I

한 종합훈관f리체쩌쩨l룰 수럽하기 위해 선언 20주년이 되논 1992년 6훨 유엔환경개발

회의 (UNCED. United Natio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소집

하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6월 3얼부터 14알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혈런 유엔환정깨

딸회의는 지구보호를 팎한 범인류적인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첩에서 그 의의를 찾

올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r환경적으로 건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J율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

으며. 환경과 개발이라는 대립되는 두 개념사이혜서 양자를 동시에 충혹시키는

구체적인 대안율 모색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근본적인 몹쩍이다. 국제환경협약증

기후변화협약은화석연료사용율 제한함으로써 에너지수급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천망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검토가 훨요하다.

2. 지구온난화문제의 개요와 국제통향

가. 지구온난화문제의 개요

지구온난화현상은 이산화탄소 (C02 ), 메탄(CH4 >. 프헤온가스 (CFCs )， 질소산화

물(NOx ), 오폰(03 ) 풍의 용설가스가 대기중에 누적되어 우주로 방출휠 척외션을

홉수， 차단하여 대기충으로 채방출함으로써 대기의 지구의 대기온도가 점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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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구 생태계 전체까 파과되어 간다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적 근거가 제시되고 1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현상의 원얀， 파급범위. 파

급속도， 지역별 파급효과 풍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천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이

다.5 1)

이틀 온설가스중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에 50" 이상 기여하는 중요한 온실

가스이며 CFCs. NOx와 함께 대기잔류기간이 킬다.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는 에너

지 야용 및 생산， 삼럼황폐. 농업， 시벤트 생산율 비롯한 비에너지산업 둥이 있

으며， 이중 에너지 이용 및 생산으로 인한 배출이 86"로 가장 큰 비중율 차지하

고 있다(표 5-2-1 ).

(표 5-2-1) 온설가스별 지구온난화 륙성

온실가스 C02 CH4 NOx CFCs

온실효과기여도(，，) 53 13 6 -.... 7 20
980 - 1990)

대기잔류기간 (년) 50 - 200 10 150 65 - 130

배출원 화석연료 연 가쌀축경사작육 농지경작
소，삼럽벌채

Bi。mass Burnin。gl

채팡， 천연가스 용

산업혁명이전 농도 280 ppmv 0.8 ppmv 288 ppbv o

1990년 농도(증가율) 353 ppmv 1. 72 ppmv 310 ppbv 280 pptv
(26") (115%) (8%) 484 pptv

분자당 온난화강도 1 21 206 12400-15800

lkg의 GWP (20년년간간) I 63 270 4500-7100
(l00\:! Z! ) I 21 290 3500-7300

자료 : IPCC Policymakers ’ Summary of the Scientific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June 1990.

지구온난화문제는 원인물질중 가장 큰 기여률 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오폰충

문제에 있어 륙정 프레온 혹은 산성비 문제에 있어 SOx. NOx 둥과는 달러 에너지

소비와 벌접한 관계률 가지고 있거 때문에 경제활동 및 국민생활과 직결된다는

117



점에서 여타 지구환경문제와 다른 특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구온난화문

제 해쩔을 위한 접근은 원인물질의 규제라는 종래의 환경문제에서 경험한 차원을

넘어서 생각할 펄요가 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와 에너지소비와의 관련성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에너지수요와 그애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춧점이 모아지고 있다.

나. 지구온난화 관련 국젝동향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암은 1972년 로마크렵의 보고셔 ·‘성장

의 한계”에서 지구온난화의 휘험성이 지척된 이래. 1979년 제 I차 세계 기후회의

에서 각국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1985년 10월

필라하에서 지구은난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정러 · 분석한 결과률 가지고

회의를 개최 온실가스의 배출억제대책을 촉구하였다.

1988년 11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돼낼 (Intergovenmental Panel on

Climate Ch삐ge : IPCC)이 세계기상기구{World Mete이。gical Organization

WM이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 Environmental Plan : 에EP)에 의해 설립되

었고 IPCC의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간협상위원회 (Intergoven뾰ntal Negotiation

Committee: INC)가 만들어 지면서 기후변화협약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깐협상

위원회는 그동안 5차례의 회의를 거쳐 1992년 5월 9일 기후변화협약 초안을 최종

척으로 작성하였으며 유땐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관련 회의

경과는 (그림 5-2-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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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우환경회의)결산다. 유엔환경개발휘의(지구청상회탑，

1992년 커다란 관심융 모으고 있는 지구환경문제는 종래 공해와는 양상을 탈

려하는 인류발천방식 그 자체에 기인하는 뿌리깊은 문페라는 점율 알게 되었다.

죽 인깐활동의 크기 그 자혜가 지구의 환경용량율 초과하도록 된 것이 여러가지

형태로 구체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률의 기져에 깔려있는 것운 인구의 증

가률 기반으로 한 r빈곤」과 r서구형 현대문명의 과도」라고 하는 현대문명이 대포

하고 있는 근원척인 문쩨이며 이툴 본질울 해결하지 않고 환경문제의 해결은 있

을수 없다.

(표 5-2-2) 션진국과 개도국의 기본적 입장 및 의건대립 내용

서‘- 진 국 개 도 국

기본 。 개도국의 관리능력부혹 。선진국책임폰

6ti1 。‘ 개도국의 빈곤과 심각한 환경문제 오늘날 지구환경위기가 그동안 션

는 개도국 스스로의 국가발천 관 진국률이 추구해온 산업발전의 결

리능력이 부쭉한데 비롯된 것입 과이므로 선전국률이 이에 대한 .
전척인 책임을 져야한다.

재 기구 기존의 지구환경기금(GEF)율 확대 기존의 개발원조와는 근본적으로

해 깨도국의 요구률 수용할 것 다른 새로운 기구의 창셜

정
규모 합의된 비용에 한정 새롭고 충분한 추가척 재정지원

지
조건 개도국의 지구환경개선 노력 부조건척 지원

원 과 연계하여 보조척으로 지원

기 대상 상황에 따라 쩍철한 기술로서 환 가장 유용한 기술， 환경척으로 안하
경척」프로 유용한 기솔에 한청 천하고， 격렬한 기슐 뿔만 아니

술 언력 둥율 포함한 S/W기술까지

이 조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호혜적으로 션진국의 청정기술울 비상업척으

하되 지척소유핀보호 보장융 강조 으로 개도국에 이천혈 것율 요구

천 기술이천보다는 기술협력율 강조

자료 : 기후변화협약 제 3차정부간 협상위원획 참겨보고서. 외무부. 1991
김지환， ‘국제척인 환경큐제에 따른 국가 원자력 역할 분석. • 한국원
자력연구소. 1992

120



따라서 천술한 바와 같이 이률 의제률 해결하기 위한 처11 1단계로서 륙정지워

질 유엔환경개발회의도 정식명칭으로 부터도 알 수 있듯이 r환경과 개발의 조화」

률 어디서 찾을 수 있율 까라는 점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다만 아직도 질적인 개

념인 r개발(Development}J과 앙척인 개넘언 r성장(Growth)J과의 사이에 혼란01

보이고 폭표하여야 할 지숙가능한 개발이 어떠한 발전형태률 나타내고 있는가에

판하여 공통인식이 없는 것이 현황이다. 이 문쩌l률 위해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화

의이 AJ 만 개최천부터 각 국가간 륙히 션진국과 개도국에서의 큰 입장~l이가 두드

러졌다(표 5-2-2). 그러나 이틀 입장의 차이률 초월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 환경과 개발애 관한 러우선언(환경/개발문제에관한 이념이 캉조)

。 의제 2l(행동계획， 인구문제률 비롯한 다종. 다양한 내용율 다루고 있어

환경문제의 깊이률 나타내고 있읍. 1997년까지 개최될 가입국총회에서 전

체적인 재검토와 명가률 실시. )

。 기후변화협약

。 생물다양성보전협약

o 삼립원칙에 관한 생명

이 채핵되고 사박화 방지조약애 관해서는 교섭의회의、설치요청아 이루어 겼

다. 더욱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하에 설치되는 r지속척 개발위원회J가 후휴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다. 또 주요 논점의 하나인 자금문제혜 관해서는 개도국의

신조직설립 요청은 실시되지 않고 선진국이 주장하는 세계은행중의 GEF(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및 lOA(제 2 세계은행)의 확충. 채무철감 풍율 활용하

기로 되었다. 사무국훔이 주장하는 각 대책의 매년 펠요자금(합계 6천억달러종

선진국에 의한 지원 1.250억달러)의 추정액은 단순한 지표라는 형태로 표기되고，

aDA의 대 GNP비 0.7"라는 수치도 가능한한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는: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후퇴했다. 이률 자금협력에 관해서는 1992년 유엔총회에서 각국의 선언

(Commitment)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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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 I 의 i
(Framework Conve~tionl→l 정 |

on Cl imate αangel I l 서 |

삼
럼
조
약

-농

사막화방지조약

(교엽회의의 설치요청 )

”-繼뼈뼈
-
협
뼈싫)

i

맑
찌빼

넓
μ
폐
」

섬럼원척에 관한 성병
(Statement on Forest

Pr i nci pIes)

~l숙가능한 밸천의 추진

빈곤의 해결
소비형태의 변화

인구문체의 해결
기초척인 건강 요구의 충축
정책결정에서의 환경과 개발

〈시장경제쩍 수단의 활용
통합된 환경/경제모형 확립

대기보전

삼립보전←

사막화방~l

농업과 촌락개발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

해양환경/해상생물자원의보천
탑수자원의 절보호와 관리

유해화학울철의 판러
유해폐기물/고형폐기물의환리

방사생혜기물의 관i!.l
여생율 위한 지구규모 활동

어린이 빛 청년의 역할
주민과 코뷰니티와의 인지
NGO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체의 주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강화

산업계의 역할 강화
농민의 역할강화
실시수단의 재원과 운영방법
(북표 : aDA의 0.7". IDA. GEF
의 활용)
환경보전기술의 협력과 이천
환경과 개발을 위한 과학의
유효성
교육/홍보/연수의 강화/홉진

농력개발율 위한 국가기구 및
국제협력

(에DP. 세계은행， 지역개발은
행과 에EP)

UN총회에 의한 후속처리
지숙가농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국제법
정책결정율 위한정보

의제 21

사
회

·
경
쩨
척
측
면

개
발
자
원
의

보
호

·
관
리

주
요
그
룹
의

역
힐
강
화

실
시
수
단

(그림 5-2-2)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있어 국제조약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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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명가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명가로서는 여러가지가 있율 수 있다. 각국의 이해가 서

로 얽히는 가운데서의 국제척안 합의률 얻는 일의 어려움으로 부터 몇가지 비판

이 NGO(버정부조직)를 중심으로 나왔으나 다음 3가지 첨은 의의로서 명가될 수

있다.54 )

첫째· 17078국이상이 포여 각국의 이해판계숙에서 일련의 합의에 이르렀다.

륙히 실행율 위한 기초를 만률고 감사기관을 설치했다.

둘째， r환경과 재발」간의 강한 상호작용이 인식되어 r빈곤」문제의 해결없이는

적정한 해결방안이 없다는데 얀식율 칼이 했다.

셋째· NGO 동의 청부이외의 참가와 더불어 천세계에의 환경문제에 대한 주의

률 환기시켰다.

마. 기후변화협약의 채택과 차후일정

종래의 지구규모의 환경문쩨인 산생버와 오폰충파괴 문제에 판해서 현상의 과

학척 인식， 국체적인 여론수렴， 조약의 조인 · 발효. 의정서의 조인 • 발효라는 흐

륨이 보였다. 이번 기후변화협약의 경우에는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조약조인에 상

당한다고볼 수 있다.

이 조약은 현재 션진국에 대한 의부률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먼저 강조되어

야 하는 검은 온실가스 배출억제률 위한 톡자척인 대웅조치률 책정하여 그

Pledge & Review( 정책 · 대웅조치)를 실시하는 것 뿐어라는 것이다. 구체척인 절

감목표 풍의 셜청은 의무는 아니다. 조약에 의하면 궁극척안 록표인 온실가스 농

도의 안정화률 위해셔는 r온실가스의 배출융 1990년대 말까지 그 이전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 장기척 배출경향을 수정하는 것얘 기여한다」는 것율 인식하라는

명쾌하지 않은 표현이 추가되고 있다. 또 구소련 및 동구에 판해서눈 예외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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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당연 살질척으로 이들의 의무는 면제되었다고 할 수 았다.

앞으로의 일정에 관해서는 서명한 155개국중 5078국 이상이 자국의 버준율

거천후 버춘서， 가엽서， 승인서. 수학서 중 하나률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보낸 후

90얼이 경과되면 자풍척으로 이 초약이 발효된다. 현재로서는 1994년경으로 예상

되고 있는데 1992년 7월 뭔헨에서 혈런 셔방선진국정상회의애서는 1993년까지 기

후변화협약율 비준하고 1993년까지 실천계획을 공표하자는 경제선언율 채택하기

도 하였다， 56) 협약이 발효된 후 I년 이내 대웅조치 등의 사무국에 대한 통보，

발효후 l년대에 가입국 총회. 이후 매년 가입국 총회률 개최한다. 제 I회 가입국

총회에 있어서는 각국의 대용초치애 대한 정책과 자끔때카니즙의 약정율 하지만

개도국에 대한 자금/기술

원조

OECD -
EC 정책·대웅조치 .----

가
사 입

북륙의 작생/계획의 잭정 Jf- 뉴- 국
1t=sr 국 총

회

‘--

T
구소련 정책-대응조치

4닭

북륙의 작성/계획의 책정 자 실 과

묵) 시 학

때 위 위

카 웬 원

니 회 회

~ '-----

개도국 북륙의 작생/계획의 책쩡

둥

GEF(잡정척)

、

(그림 5-2-3) 기후변화혁약의 차후조치제도 54)

124



아마 이단체에서는 명가할 수 없기 때문에 늦어도 1998년말까지 개최될 져11 2회

가입국총회후에 재검토 • 개정되어 칼 껏으로 예측된다‘ 개도국 지원의 자금메카

니즘을 포함한 차후조치제도는 (그립 5-2-3)과 같다.

15578국이 조약에 서명. 조인

: 50개국 이상의 버준서 둥이 기탁

90일 정과

: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정책， 대웅초척의 책정

(인식 @ 온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말까지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 장기척 배출경향

올 수정하는 것에 기여한다.

@ 션진국 중심의 의무로 큐청， 개도국 빛 구

소련과 동구핀은 예외규정 )
6개월 이내

: 각국이 수립한 정책 • 대웅초처률 사무국에 통보

(선진국， 구소련 • 동구)

: 정책 · 대용초치률 발표함(선진국， 구소련 • 동구)
자금메카니즘의 약정

1998년말 까지

? 타당성 명가(각국의 정책. 대응조치의 채검토)

: 이후 매년 가입국총회 개최

: 쩨 I회부터 4년 이내에 자금 메카나즘의 재검토와

척정한초치

개도국은 발효후 3년이내 최초의 롱보

후발개도국은 당사국의 자유재량으로 최초의 통보

(그립 5-2-4) 기후변화협약의 개요 및 차후일정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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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천술한 바와 같이 구쳐l척 절감목표와 수단에 관해서

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방향으로서는 산성비와 오존충 파괴의

경우와 같이 공풍 북표 설정이라고 하는 의정서의 작성으로 진행될 것이나 유엔

환경개딸회의에서 미국의 반때를 상기해 볼 때 현재는 공통 폭표의 책정은 실시

하지 않고 끝까지 조약의 가입국총회 논의 가운데서 대웅올 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5-2-4 ). 환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차후 급착스련 정책환경 변화로 우리

에게 불러한 수준에서 의정서가 작성훨 가능성윷 배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

한 이유로는 다읍을 률 수 있다 53)

첫째， 향후 천셰계척으로 에너지사용애 관한 국제척인 규제가 첨차 강화될 용

직임율 보이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협약의 부숙의정서 착생시 현재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에

척극척인 EC 및 일본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온설가스 배출큐져l목표

빛 에너지효율기준 셜정 등 의무사항이 명시될 가농성이 있다.

셋째， 미국의 대통령션거 결과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율 표방하는 민주당의 콜

링턴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됨얘 따라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변화가 예상

된다.

바. 주요국의 정책동향

1) EC

EC는 지구온난화문제 륙히 이산화탄소 배출억쩨핵 관하여 얼관되게 「션진국의

통일목표설정」올 주장하고. 북표도 2000년 이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한다논

북표률 셜정하고 있어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매우 척극적이라 할 수 있다. 륙 과

학척 불확설생이 있기는 하나 회북에 장기간울 요하는 현상의 방치는 위험하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는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기타 국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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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ion과 국제수준에서의 촉매역할율 수행하려 하고 있다. 이률 위해 에

녀지악 유효어용이 우션척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억제외 에녀지

안전보장의 확보， 산업경쟁력악 강화， 가까운 환경문체의 해결훔진 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 대책으로서는 소위 EC천략으로 그 내용으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SAVE

Project , 시장경제률 이용한 에녀지/탄소세. 그러고 대체에녀지 계획인 ALT마ER ，

R&D계획인 까표RMIE와 JOULE 동의 계획이 있다. 륙히 륙정척인 에너지/탄소쩨에

판해서는 그 북표로서 이용자에게 경쩨척 · 심리척으로 강한 영향， 황범위한 대상

자， 지숙성， 시장동향. 대체에너지 개발 혹진， 세제 자체의 환경보천 묵척형으로

의 지속척 전환 풍을 률 수 있다. 다만 이 시장경제률 이용한 수단은 에너지절약

으로 부혹한 부분올 보완한다는 성격이다.

또 이 에너지/탄소세(1993년부터 석유 1베렬당 3탈러률 부과하고 2000년까지

매년 1탈러씩을 증가시켜 2000년에 베렬당 10탈러의 에너지/탄소세률 부과}의 륙

징으로서는 연료의 탄소함유량에 버혜한 탄소세부분과 열량에 버례한 에너지철약

세 부분과의 북합형(석유인 경우에 1 : 1)으로 어디까지나 EC천략의 얼부(SAVE와

병행) , 인센티브형의 비교척 큰 세율， 세율의 단계척 상승， 세수의 각국 일반재

원으로의 판압과 소륙셰 감체 등의 방법에 의한 세수 충립생， 에녀지 다소비산업

으로의 경캅조치， 후진국에 대한 배려 동을 툴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5월 EC위원회의 견해는 미국이나 일본 동의 경쟁상대가 마찬가

지의 행동율 취하지 않는 한 현재의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EC

지역내외 남북문제와 산엽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배려어I 의한 것이며 EC로서도 이

조약하에서 어떠한 대웅조치의 책정을 실시해 갈 것언가가 큰 과제로 되어 있

다 54)

2) 미국의 입장

미국은 자구온난화문제에 관해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근거로 No Reg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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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 icy 측 온난화에 의한 악영향이 없을 경우에도 후회하지 않율뿐 아니라 산성

비 빛 대기오염에도 유효한 대책부터 실시해 가려고 하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고 이산화탄소반이 아니라’기타 옹실가스와 식럽 등도 포함한 포괄적

인 접근(Comprehensive Approach)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척인 개념으로셔는 시장

구조의 자율성 중시와 정부개입의 억제， 측 최대한 가눔한 법위에서 시장경제척

인센티브에 의존하고 있는 것아 특정이다.

며국은 부시행정부하에서 작성된 기본 에너지정책으로서 r국가에너지천략

(National Energy Strategy)J의 실현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1992년 발부터

1993년 초에 컬쳐 행동계획이 작성될 천망이다. 국가에너지전략을 실시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2015년부타 현재의 3o" 증가한 정도로 안정화{전략을 설시하지 않

을 경우는 2030년에 80"까지 증가)， 프레온가스를 포함한 온설가스 천채는 거의

현재 수준으로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절약의 가농성으로는 수요관리 동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대책이 고려되

고 있다. 탄소세에 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서는 국가에너지전략외에도거의 $2001탄소톤에 이르는 한소세가 될요하다고 추

정되고 있어 산업에 대한 영향의 정도. 경헤로의 영향，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울 고려해 그 적용에논 문제가 있다는 입장율 휘하고 있다 54)

한펀 1992년 11훨 미국 착기 대풍령으로 클링턴이 당선됨에 따라 상당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채까지의 정보로서는 아직 차기 를링탠 행정부

의 정책이 어떠한 져논 알 수 없으나 과거 민주당의 당정이나 륙히 환경롱으로

알려져 있는 고어 하기 부통령의 과껴 행보률 풍해 정책전개를 가눔해 볼 수 있

다. 우선 민추당은 환경보호에 있어 척극적이라는 사실과 고어 차기 부통령이

r미국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 이후 안정화해야 한다는 몹표를 세워야 한

다』고 현 부시 정권의 지지부진한 환경정책율 바판해 왔다는 점이 그 것이

다 57)58)

3) 일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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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에녀지정책인 장기에너지수급 전망과 지구온난화방지 행동계획(The

New Earth 21)을 가지고 있다. 장기 에너지수급전망은혜너지 경제의 안정성장， 、

에녀자 안천보장의 확보， 그러고 온난화문제에 대한 대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현설과 펴리가 발생하고 있다. 얼본온 국잭연구기환을 재연1하여 지구환경

전탑기판을 셜립하거나 기존의 조직율 초청함으로써 별도로 지구환경연구률전탐

하고 있다.

(표 5-2-3) 선진국의 운실가스 안정화 빛 감축약속 현황

묵 표

국 명 대상가A 기준연도 대용방안
안정화 삭 감

EC 제국 C02 2000년 1990년 。 EC환경에너10지)에합서동
이결사정영회 (90.

。 국은 몹까표기한
을 2005년 지 국가
계획 유지

0 톡일， 댄마크，각화국

윤란， 노프력랑을스배둥가

어。 국 C02 2005년 1990년 1990년 5월시부작터 £02
배출조철

독 일 CO2 2005년 1987년 C02 배시출스조템절을 려위한
까지 25" 과세 고
감축

iIIEnL-/ι C02 2000년말 l 원자력발천올 증진

인하당 2t1년
이

카나다 온실가스 2000년 1990년 원자력발전율 중진

(CFC제외) Green Plan(1990.2)

미 국 모든옴실 2000년 1987년수 새로운 대기정화법
가스 준이하 이 연구중

일 본 C02 2000년 1990년 지구채생계획 제의

자료 :1) 기후협약 협상대책(안). 경제기획원 대외경재조정실， 1991. 8
2) Proposals for International Response to Global Warming,

Atoms in Japan, 1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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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방지 행동계획은 환경보천형 사회의 형성， 경채의 안정성장과의 양립，

국제적 협조를 목표로 하고 2000년 이후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90년 수

준으로 안정화한다라는 북표를 세우고 있다 54)

이렇듯 선진국들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웅책은 수년간에 걸친 기후변화협

약관련 회의를 롱해 착설히 준벼되어 왔으며 또한 며국출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

국플은 에너지사용량의 중가율이 미중에 그치고 있어 에낙지사용으로 언한 이산

화탄소의 배출량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표 5-2-3)과 같이 대부분

의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폭표도 1990년 수준으로 그러고 억제시점도

2000년경 부터로 잡고 있다.

3.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원자력정책환경 변화분석

가- 에너지부문혜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중가 추이

우러나라의 에녀지소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표 5-3-1)에 의거 2000년

에 1990년의 1. 63배. 2010년에 1990년의 2.04배에 이룰 것으로 천망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온설가스 배출 안정화 빛 감축 약숙이 1990년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에너지수급 정책은 기후변화협약을 춘수하기 위한 에녀

지수급 방향으로의 쩡책전개가 야루어져야 할 것이다. 륙히 한국의 에너지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 두드러진 껏은 전력부문과 수송부문에 있어서의 이

산화탄소 배출량 중가세가 급속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산

화탄소 배출저캄율 위한 정책은 매우 충요하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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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에너지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증가율

1990 2000 2010
91100 01/10

총에녀지수요 90.5 159.1 204.9 5.8 2.6
(백만TOE)

이산화탄소배 64.7 105.6 131.8 5.0 2.2
출량(백만론)

구성비 구성비 구성벼

- 전력부문 9.8 15.1 22.4 21. 2 28.4 21. 5 8.6 2.4
- 산업부푼 23.4 36.2 35.9 34.0 46.1 35.0 4.4 2.5
수송부- 11. 9 18.4 26.3 24.9 34.3 26.0 8.3 2. 7

- 가정상업 17.6 27.2 18.1 17.2 19.3 14.6 0.3 0.6
- 공공기타 2.0 3.1 2.9 2.7 3.7 2.9 3.7 2.4

자료 : 지구온난화와 한국의 에너지정책 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1991. 7
주 :1) 천력부문온 연효소요량을근거로 산정하였음.

2) 천력부문이외는원자료를 언용했음.

3) 구성벼의 단위는 %암.

4) 이산화탄소 배출량단위는 탄소환산론입

나. 천력정책환경 변화

두차례의 석유위기로 인한 탈유정책전개로 인하여 석유대체 에너지원으로의

발전원 다양화률 추구하였먼 천력정책은 기후변화협약의 체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발천원다양화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배출억제를 고려한 새로운 전력정책으로

천환하여야 한다. 현재 총에너지소비중 발전용 에너지비중은 ’ 89년의 28.1%에서

2010년에는 35. 6"로 증가할 전망(장기천력수급계획안.한국전력공사. 1990.12)이

어서 기후변화협약을고력한 국가에너지정책수립에있어 전력부문의 비중은 더욱

증대될 천망야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약애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큐제는 화석

연료사용을 제한하게 되어 향후 발천원 구성애 큰 영향율 출 것이다(표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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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 천력정책환경 변천 추이

--
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92년

-
천원개발 。 전력난해소가 。석유의존심화 。초반경제성장 。 C02배출규제

여건 최우선과제 。유가파동 둔화로 설비과 움직업

。 수력， 무연탄 。초반설비과잉 。。1 。 천력난 심화

의존 한계 후반수급불안 。요금안정내지 。 방사성폐기붙

。 원자력발천 부지확보 난항

-
주요천원 。 석유화력집중 。 탈유천원개발 o 탈유천원개발 0 원자력개발 지

개발 개발 추진 지속 및 에녀 속및신규전

。 빈간발전 참여 。 밸천설비 국산 지 다원화 원도입 추진

화추진 。 발전설비 표준 (I GCC , 태양광
화 발천 풍)

。 전원개발에 대 。 원천에 대한

한국민이해 국민이해 추구

추구

수급상황 :퍼l님 ’ 6흐봐 ’ 70넌- ’ 75넌 ~~01콰 ~9.[넌- r윈난

-최대수요 306 602 1, 555 3, 351 5, 457 17, 252 19 , 124
-설비용-량 367 769 2.508 4, 720 9, 391 21 , 021 21 , 111
-예비율 20.1 27.8 61. 3 40.9 72.1 21. 8 10 ‘ 5

수 력 39.1 28.0 13.1 13.2 12.3 11. 1 4.3
설 1 ‘

비 석 단 60.6 63.0 21. 4 14.8 8.0 17.7 17.5
구

성 석 유 0.3 9.0 65.5 72.0 73.4 22.9 22.7

원자력 6.3 36.2 36.1
%

L\JG 12.1 12.1

자료 : 장기전력수급계획안， 한국전력공사. 1990 ‘ 12

한면 EC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억제를 위해 에너지세부과률 결정 (1992. 5.13)

함에 따라 천세계적으로 유가상승의 초점율 보이고 있다. 에너지세 부과애 따른

천력정책환경 변화로는 발전비용의 상승을 팝을 수 있다. 이에 대한 試算으로써

EC에서는 에너지셰가 부과휠 경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비용이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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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990년에 비해 닮%가 상승힐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천력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을 뿐 아니라 발전비용이 저렴한 원자력과

같은 발천원의 확대가 더욱 요구된다 53)

다. 현천원계획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현천원계획에 ‘의거 연료소요량으로 산정한 천력부문에셔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울 살며보면 1990년에 980만론이먼 것이 2000년에는 1990년 수준의 2.3배인

2， 244만론， 2010년에는 1990년의 2.8배인 2 ， 841만론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우선 천력부문에서 선진국 감축안(아산화탄소 배출억제안)과 비교한다면 현천원

계획으로는 감축안을 맞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럴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

약율 고려할 때 천원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현천원계획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을 살펴볼 때 (표 5-3-3)에서 쳐렴 1990

년부터 1997년까지 기간의 천원계획이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대웅하는데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기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53)

(표 5-3-3) 기간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기간 1971-1990 1990-1997 1997-2010 .

중가율 (" ) 8.6 12.3 2.2

자료 : 장기전력수급계획안. 한국전력공사， 1990.12

이 기간의 배출량이 급척한 증가률 보언 이유는 동 기간동안 유연탄화력이 많

。l 도입되기 때문인데 륙히 이 기간동안의 장기계획이 대부분 현재 건셜중이거나

계획이 추진중에 있어 전력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져감의 어려울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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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력부문에 았어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처캄 방안

혜너지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료의 천환， 에

너지여용효율 향상 및 소비 절약을 홉고 있다. 현재 전력부문에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얼 수 있는 발천시스템을 이산화탄소 배출져캄 방안별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이산화탄소빼출저감 방안 발천시스템

E화석연료간의 연료전환
원자력발전

산 • 재생에녀지 ---- 태양， 풍력， 지열， 수소에너지.

해양， 뻐D. 연료천지

발전효율향상

및 소비절약

효율향상가술

연

소

충

繼
蠻
縣m

f

T
「L

뻐

램

下
L

{ 에너지저장기술 -r- 양수발전 시스텔

l- 전지이용

- 전력공급관리 개선 τ- 부하판랴

뉴-통합전력수급계획

L-송배천손성 첼감

(그림 5-3-1) 발전시스탬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져캄 방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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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4) 발천시스댐의 기술개발 현황

1990-2000 2000-2010 2010-2020 기술상황

화석연료

북합발천시스탬 폴’一n。 놀음 놓읍 상업화

가압유동총연소 충간 높용 개발중

유동충연소 훤냐 훨U 눔 상업화

IGCC 중간 핸야 높음 상업화
빼m 낮융 개발충

원자력

기존경수로 중간 눔음 높읍 상업화

개량형 경수로 충칸 높음 개발충

가존중수로 충간 훨야 상업화

개량형 중수로 중간 눔읍 개발중

가스냉각로 중간 핵야 개발중

고속증식로 낯읍 중간 개발중
해양에너지

Onshore 캄재 낮옵 개발충
Offshore 잠채 연구중

조력에너지 잠재 낮읍 개발중

온도차발천 잠재 연구중

수력발전

대규모 훤“ 뚫 협“ 상업화

소규모 중간 중간 중간 상업화

지혈에녀지

기존 지열에너지 낮음 낮음 낯옵 상업화

기타 잠재 잠재 잠재 연구/개발

풍력에너지

Onshore 낮음 낮읍 상업화

Offshore 잠재 연구중

태양에너지

태양혈탑 팝재 잠재 개발중

태양랑천지 잠재 잠~H 잠채 연구/개발

자료 : Energy Sources and Technologies for Electricity Generation
(Seminar 당pert Symposium on 티 ectricity and the
타1vironment， Helsinki , Finland , 13-17 May 1991)

그러나 발천시스램와 거술개발현황을 살며보면 현재 발천시스탬에 대한 폭넓

은 R많D(Research ，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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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율 만촉할 만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신재쟁에너지기술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표 5-3-4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폰 발전서스탬에 의한 천력생산은 체숙될 것우로 천망된다. 발천사스탬익 이산

화탄소 배출량 및 경제생과 깨술개발현황을 명가해 볼 때. 발천효율이 향상된 발

천시스템플 도압하는 방안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까율율 저감시킬 수 있는 단，

종기의 전략으로서 척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전효율이 향상된 발천시스템

율 도입한다 할지라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울 처캄하기 위한 근본척인 대용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률 배출하지 않는 신재쟁에녀지기술의 개발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발천부문에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

큐발천원으로 원자력과 현재 도입이 가눔한 신재생에너지가 이산화탄소률 배출하

지 않는 발전원으로서 커다란 역할율 해야 하며 LNG의 도입아 확대되어야 할 것

이다.53)

4. 기후변화협약에 대용하기 위한 원자력의 역힐

가. 발천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훌져감 효과

과거 발전랑과 천력부문의 일차에너지루입량. 전력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 대한 설척치률 근거로한 이산화탄소 배출요인 분석에 따르면 {그럼 5-4-1)에

서 쳐럽 전력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속척인 증가를 해왔고 이러한 증가

는 현력수요의 중가로 인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설은 연

료천환요인으로 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84년부터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현

채까지 천력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 주된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이러한 원언은 1918년 이후 원자력발천이 도입펑얘 따라 석탄과 석유중

심이었번 천원구성이 이산화탄소배출이 없는 발전원으로 대체되었고，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아 절감된 것이다 53) 미국에너지개발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비중이 놀읍으로 인해 l인당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가정 적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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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이산화탄소 배출요인 분석(천력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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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발표(1992.5.27)한 바 있다 62)

한국은 급숙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력수요의 급신장이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예에서 보았듯이 원자력율 롱한 이산화탄소 배

출철감은 차후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천과 개발을 앙립할 수 있다는 정책방향율 제

시해 춘다고 힐 수 있다. 1992년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r기후변화협약 헤결과

에너지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도 기후변화협약 혜결 옵직임에 대벼하여 지구

온난화에 거의 영향율 미치지 않는 원자력의 비중을 계숙 높여야 한다는 점울 지

척한 바 있다.63)

나. 기후변화협약을 고려한 천원구성

원자력딸천이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천과 개발을 양쉽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라

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약을 고려한

천원계획에서 원자력의 비충올 도출하여 현천원계획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이

률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웅하기 위한 완자력발전의 도입법위를 도출할 휠요가

있다. 이률 와해 현재 선진국 빛 국제기관에서 쩨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안청화

북표치를 근거로 (표 5-4-1)과 같은 시나리오률 도출하였다. 시나리오의 기저에

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안정화 북표치가 천력부문에만

국한하여 척용한다는 것이 있다 53)

기후변화협약을 고려한 천원개발계획을 도출하기 위하여 MCGEP (~ωlti-

Criteria Generation Expansion Planning)모형율 사용했다. MCGEP모형은 현재 천

원개발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WASP모형의 변형으로서 기존 WASP에서 다룰 수 없

었먼 비용최소화 이외의 다양한 의사결정 항목율 동시에 고려하여 각 항북들에

대한 최척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대상기칸동

안의 총 투자비용의 최소화. 원자력발천소 부지문채의 최소화룰 목적합수로 고려

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배출규쩨 샤나라오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률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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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시나리오의 내용

‘ -

시나리오 큐쩌1수준 규제시점 비 --‘J..

1990년 수준 2000년 。 선진국에 대한 배출규째 핀고사항

0 ， 000만폰/년) 。 EC ， 일본 동 대다수 선진국틀이 주

장하고있융

。 미국이 동의한다면 곧바로 채택

2 1990년 수준 2010년 。 IPCC의 채안사항

0 ， 000만톤/년) 。 개도국으로서 10년간의 유예기간올

허용

3 1990년이후 연율 2010년 。 IPCC의 제안사항

~I년의 중가를 。 개도국으로서 10년칸의 유예기간과

허용한수준 연율 ~I년의 증가률 허용

0 ， 500만폰/년)

으로 놓었다. 륙히. 부지확보문제의 최소화를 고려하기 워해서 단순히 원천건셜

이 증대할 수록 부지확보문제가 커진다고 가정하여 도입되는 원천시설용량의 총

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후변화협약울 고려한 천원개발계획율 도출하

기 위해 대상천원의 개발상황울 고려 (표 5-4-2)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5-4-2) 대상천원의 건설비， 연료비 및 발전륙성

대상 천원 건설비 연료비 발천효율향상 연료전환’ 기저부하용

($/kW) ($/k쩨1) 요인 요인 천원

LNG북합(400) 590 0.01922 。 o

IGCC (200) 1100 0.00881 o

유연탄 (500) 1010 0.00881 o

원자력 (1000) ‘ ‘1520 0.00332 o o

’
0J~ι「l- (500) 700 e 。

주 : 한천천원개발계획 입력자료

IGCC는 미국 DOE , America ’ s Clean Coal Commitment(1987.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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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시나려오에 따라 천원계획을 도출한 결과는 (표

5-4-3) , (그럼 5-4-2 ), (그힘 5-4-3). (그림 5-4-4)와 같다.

(표 5-4-3) 시나리오별 천원구성

발천원별 천원구성(，，)
시나리오

원자력 석 탄 l왜G 색 유 수 력

현장기계획 40.1 30.0 19.4 0.5 10.0

I 56.1 11. 3 20.6 2.1 9.9

2 59.1 14.0 14.8 2.2 10.0

3 54.1 18.7 15.0 2.2 10.1

기후변화협약률 고려한 천원계획과 현천원계획율 비교하였율 때 가장 두드러

진 륙징윤 원자력발전 비중의 충대이다. 이는 연도멸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제약율

품에 따라 펀원구생애 있어 이산화탄소률 배출하지 않논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커

졌으며 반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화력발천의 비중이 줄어든 결과아다.

κGEP에서 원자력발천의 입지확보난점으로 업지확보문쩨률 최소화한 것은 결과척

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쩨한한 것과 마찬가지 얀데 이러한 제한올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중대한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률 위해 원자력

이 얼마나 중요한가률 보여춘 것이다.

또한 여기서 주록해야 할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률 위해 원자력발천외 청

정에너지로 홉히고 있는 LNG와 발천효율이 향상된 IGCC률 고려하였읍에도 불구하

고 이톱 발천원의 이산화탄소 배출억쩨를 외한 기여는 크지 않았다는 첨이다. 이

는 션진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율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의 발전효율 향상과

화석연료간의 연료천환이 체시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처럼 이미 안청화 수준의

수배이상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안정화추준으로 줄아기

위해셔는 이률 방얀이 큰 효과률 주지 못한다는 점율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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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에l훌 안갱확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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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4-3) 시나리오 2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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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열의 이용

1) 핵열의 이용현황 동향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율 져감하는데 있어 지구규모로 요

구되고 있는 것이 원자력을 통한 이산화한소 배출저감의 또 다론 륙연은 원자력

을 통한 핵열의 이용이라 할 수 있다. 지구천체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원자

력에녀지를 단지 전력생산에딴 사용하다변 원자력이 지구천체에서 담당할 수 있

는 분야논 극히 척울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에 더 많은 의존율 하기 위해서는 원

자력의 이용부분을 전력생산외의 부분까지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전력생산을 휘

해 사용되는 에너지와 연료의 비율은 단지 20 ....... 25"이며 이중 연료의 대부분은

멸의 생산에 소비되었다. 축 수송부문 및 가정부문 뿐만 아니라 철강산업， 화학

산업， 석유화학과 기타 산업 풍에 사용되는 혈에너지의 생산에 소비된다. 야률

에녀지는 현재 대부분이 석유. 석탄 및 가스애 의해 공급되고 있다. 국가의 에너

지 소비증가와 판련한 여러가지 문쩨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원자로의 이용율 확대

하는 것아 체안되고 있다.

원자로의 척용범위를 확대서키는 것은 지역난방로(표 5-4-5) 및 져온， 중간열

을 생산하는데 원자로를 이용하는 것과 산업공정에 필요한 고온옐을 생산할 수

있는 고온가스로(HTGR)율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소련의 경우 중간열과

고온열울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에너지원은 총화석에너지 소비의 30"이상이며 그

중 60"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한 것어다. 한편 톡일의 경우 혈이용에 있어 최종

에녀지 소비량을 살며보면 가정부문의 난방과 조리， 산업부문(소큐모및 중공업)

에서의 공정열 이용에 63. 7"( 이중 난방 및 취사에 36.7κ. 공정열은 27">' 발천부

문에 14.5". 수송부문에 21. 8"가 소요되고 있어 져온과 고온의 이용분야에 있어

대규모의 핵열이용 시장이 존재한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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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4) 외국의 지역난방 원자로 개발현항

국가 원자로명 북 척 얼출혁 (MWt) 공급온도 개발현황

카나다 Slo\\'poke-2 실험용 2 85도 7기‘ 운천중
SES-I0 상업용 10 85도 개념설계완료

구소련 AST-500 상업용 500 150도 2기 건설충

AST-30B 상업용 30 95도 개업설계중

RlJfA 상업용 15'"'-50 80도 개념셜계종

충국 NHR-5 상엽용 5 90도 운전중
싸1R-200 상업용 200 110도 깨엽셜껴I완료

톡 입 GHR 상엽용 10 120도 개발중

NHP-200 200 120도 개발충

스위스 SHR - 10 . 개발중
Geyser - 10 100도 개발충

스웨텐 SECURE 상업용 400 150도 개념설계완료

자료 : 지역난방원자로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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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6) 핵혈이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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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채 원자력발천시스탬으로는 250°C정도의 열을 낼 수 있다. 경수로가 이정도

의 열에 한정되어 있지만 다른 원자력시스탬은 550·C까지 혈울 낼 수 있으며 대

규모 산업에 있어 핵열의 이용가농성이 상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HTGR율 통해

4oo·C---1000°C정도의 광범위한 볍위의 열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설중되어 있는

용도는 950°C정도이다.65 ) 외국의 lITGR 개발현황 빛 핵혈이용 법위와 현황은 (표

5-4-5) • (그럼 5-4-6). (그럼 5-4-7) , (그럽 5-4-8)과 같다.

(표 5-4-5) 외국의 HTGR 개발현황

국 가 원자로명 북 적 열출력 (MWt) 공급온도 개발현황

미 국 Port St.Vrain 발전용원형로 842(330) 782도 운전중
싸πGR 발천용실용로 350(140) 687도 계획중

톡 얼 TlITR-300 발전용원형로 750(300) 750도 운천중
H깨-500 발전용실용로 1390(550) 700도 계획중

HTR-100 열병합실용로 256(100) 700도 계획중

m‘R-Module 혈병합설용로 200(76) 700도 계획중

PNP-500 원자력공정혈 500(194) 950도 계획중

이용원형로

(석탄가스화)

소 현 VGM 혈병합설험로 200 750--950도 계획중
VG-400 원자력공정혈 1060(265) 950도 계획중

이용원형로

충국 ffI’R-test 원자력공정열 10 950도 계획충
Module 이용실험로

Module-200 원자력공정열 200(21) 750도 계획중

이용실험로

(중질유회수)

일 본 lITTR 실험연구로 30 850'"'-950도 건뀔중

자료 : 홈子力*"-7，，:t~?， 日本홈子力흩業會훌， 1992
주: ( )안온 전기출력

2) 우리나라의 핵열이용율 통한 기후변화협약 대웅 가능성

’-‘- .
~:;‘

우리나라의 최종에녀지소비에서 온도범위멸 혈이용현황을 분석하고 이중 핵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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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4-9) 우리나라의 온도별 열이용 현황

로 대체할 수 있는 온도범위내에셔의 에너지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율 분석

하여 본 결과 1989년 현채 혈 이용현황은 난방용야 35.2", 공정열로의 이용이

35.9"로 이률 위한 에너지가 최종에녀지 소비중 71.1"률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녔

다. 따라서 (그럼 5-4-9)에서 처렵 현재 지역난방원자로 및 기존의 경수로로 부

터 공급될 수 있는 열의 법위가 250°C까지라고 혈 때 어 온도까지의 사용에녀지

률 핵옐로 공급한다면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감가능뱀위

는 최종에녀지소비로 인해 배훌되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48. 5"까지인 2 ， 030만론

을 철감할 수 있으며， m’GR의 경우 950·C까지 공급가능하다고 할 때 핵열을 사용

함으로써 최대 50. 8"까지인 2， 120만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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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6 ) 최종에너지소비충 난방 및 공정혈생산울 위해 투입되는 에녀;tJ

(1989년)

(단위:조 Kcal)

부문별 난방용 공정얼 계

산업부문 11. 4 207.3 218.7

가정부문 164.0 - 164.0

상업 및 공공부문 28.3 28.3

계 203.7 207.3 41 1. 0

최종소비중 비중(，，) 35.2 35.9 71. 1

(표 5-4-7) 원자력 지역난방 및 공정열율 이용한 이산화탄소 절감가능 범위

구 1tri C02량 비중

최종에녀지소비 4200만론 기준

‘

핵혈을 통한 절감가능 엄휘 2120만톤 50. 8"

경수로률 통한 철감가능 법우l 2030만론 4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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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후변화협약에 대용하기 위한 원자력의 쩍활

기후변화협약에 대웅하기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은 우리나

라와 같이 지속적언 성장을 유지하면서 기후변화협약애 효과척인 대웅율 할 수

있다는 가농생을 제시해 주었다. 륙히 현채까지 천력부문에서 원자력외 이산화탄

소를 천혀 배출하지 않는 경제성울 갖춘 신에녀지원아 없다는 점과 천력부문와

최종에너지소비의 구조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율 생각할 때 원자력

발전 및 핵열이용율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의 중요성율 언석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전력부문에서의

정책수럽시에는 이를 뒷바침하가 위한 초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새로이 수집

되어야 할 정책은 다읍과 같은 점율 인식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co 시나리오 분석결과 거후변화협약에 대웅하기 위해 매년 2.....4기의 원자력발

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률 위한 재원， 인력， 부지， 기자재제작능력

둥이 휘따라야 한다(표 5-4-8, 그림 5-4-5). 륙히 기자재 제작 능력은 국

내산업에 의해 조달된다고 할 경우 현재의 기자채 제작능력(한중의 발전설

벼능력율 기준으로 터빈/발천기 950 MW급 i 기， 종기발생기 계통 950 째급

I기)으로는 수요를 핫출 수 없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 부지확보는 원자력계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다. 그러나 져구환경문

쩨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임율 인식할 때 이의 해결율 위한 국민

이해의 충진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요구된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는

원자력발전의 안천생과 벌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원자력발천

소의 안천성 중진율 위한 기술개발과 원자력발전의 운천의 실척향상이 뒤

따라야 활 것이다.

@) 1995년 이후 신규원천에 대한 충분한 핵연료공급능력이 휘따라야 한다.

1997년 7월로 운전이 예정되어 있는 쩨 2핵연료 제작서설의 용량(PWR :

149



200 tl년. p때R : 400 WI녕 )은 1371의 추가발천소에 대한 핵연료 꽁굽에

맞추져 있기 때문에 추가발전소의 증가얘 따른 용량의 조정이 뒤따라야 한

다.

@ 원자력의 이용율 천력생산외 핵열공급에도 척용할 수 있도록 이용법위의

확대률 위한 계획수립， 제도개선 동 체반조건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 4-8) 현천원계획과 시나리오에 따른 원천도입상황

년도 현천원계획 시나리오 1 사나랴오 2 시나리오 3

1995 1 1
1996 2 2 2 2
1997 3 3 3 3
1998 5 7 5 5
1999 7 10 7 7
2000 8 17 9 9
2001 9 18 12 11
2002 11 20 14 14
2003 14 22 15 15
2004 15 25 19 19
2005 16 26 21 21
2006 18 29 26 25
2007 20 30 29 27
2008 21 33 32 30
2009 23 35 36 33
2010 24 35 3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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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결론 및 건의사항

새롭체 재연되고 있는 신국제철서의 흐륨숙에서 대탕트 시대의 원자력기술7ft

발의 국쩨환경율 분쩍한 캘과 다옵과 같은 결론옳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구소련의 용펴 이후 국쩨 원자력정세률 알펴본 결과 북립국가연합의 주

류인 러사아공화국의 내부문제 축 경쩨난과 군비축소로 언한 원자력개발자금 부

축 및 원자력연구개발지원 축소와 원자력행정의 분판화로 인한 중앙통제력의 약

화가 훨언이 되어 핵전문인력의 실직과 인력유훌， 완견의 개선능력 부축， 원자력

기자째 제작시셜 및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의 민수천환， 핵기술의 판매， 핵무기

관리능력의 한체 발생， 원자력발천소 환려에 허점 발생 동의 운째가 파생되었으

며 이러한 문제캠 률은 서로 확합 되어 천셰계척으로 핵확산위험 중대， 세계 농

축우라늄시장의 혼란. 소련제 원자로의 안천생문째 대두 풍으로 나타나 세계 현

자력산업계 및 국혜쩡세에 있어 커다란 영향올 미치게 되었다.

또한 군사대결에셔 경제대결로의 신철셔가 구축됨에 따라 원자력산업체에서는

기슐개발애서 우위력 확보와 산업정챙력 확보. 원자력산업 시창의 확보률 위해

다국객 기업확의 혜쩨률 갖추고 있는 첫으로 나타났으며 륙히 구소련 빛 동구라

는 새로운 시장재척옳 위해 협력해 나가는 것율 불 수 있었다.

한편 지구환경문제가 부작되고 기후온난화협약이 채택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애 대쳐하기 위한 원자력옳 역항올 도출한 결과 원자력은 발천부문

뿐만 아니라 핵혈이용율 흥해 이산화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결론율 도출하

였다. 이와 같운 결과에 버추어 현채 우리나라의 원자핵이용개발 중장기계획 추

전에 았어 우랴의 대용 방안으로는 다옵율 쩨시할 수 있다-

첫째， 급격히 변화하는 국쩨환경 속애서 국가생폰핀과 산업경쟁력 확보가 주

요함옳 인석하여 원자력핵심기술의 자럽과 국산화 초기달생올 위해 과

학기술의 루자가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와 더불어 변화된 국쩨훨자력정책환경 숙에셔 핸자력기술개발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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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고률 위해 기술도입션을 다변화하여야 하며 이률 위한 제반조건이 마

련되어야 힐 것이다. 아률 위해 구소련의 인력에 대한 척극 유치률 통

한 기술 습륙， 또는 국제협력 강화률 통한 국재 원자력 산업시장으로의

침투， 국제 원자력시창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능동척 대처 풍이

방안이 될 수 있율 것이다.

옛째. 국제동향변화에 대웅하기 위한 국가체제의 정럽 및 정보분석 수집농력

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천세계적인 원자력의 제문체에 태한 우려 동에 동참하며， 국제기관 빛

국쩨회의싹l 척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율 명백히 하며 우리의 권리

릅 찾융 수 있는 활동여 요구된다.

다섯째. 기후변화협약에 대웅하는데 있어 원자력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점

이 밝혀 짐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확대룹 위한. 기자재 공급 문쩨， 부지

확보 문쩨， 핵연료 공급문제 동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

다.

여섯째， 원자력의 이용을 전력생산외 핵혈공급에도 척용할 수 있도록 이용범

와의 확대률 위한 체획수립， 제도개선 동 제반쪼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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