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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제 목

국내 후행핵연료주기 수용성 증진을 위한 요인분석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국내 원전 가동기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분류하여 최종 처분할 것

인지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처리절차를 거쳐 재

이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 동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후행핵주가 정책은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는

각국의 이해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도 우리 여건에 부합

되는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었다. 이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

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적극적인 후행핵주기 정책의 채택을 위

한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핵주기정책 결정시 도움을 주고자 한

다.

Ill.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국내 후행핵연료주기의 수용성 증

진을 위한 제반 요인악 분석이다. 경제사회적 측연 분석에서는 국내외 정

치·언문사회 전망과 에너지·환경문제 둥을 다루며 기술적 측면분석에서는

국내 원자력산업 현황과 각국의 핵연료주기 정책을 검토한다. 또한 제도적

측면의 분석에서는 NPT 현황， IAEA 안전조치 핵수출통체제도 둥을 다루

며 마지막으로 핵연료주기별 시장특성을 검토한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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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오염문제와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높아 질수록 에너지 이

용분야에서는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며 원자력은 발

전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껏이다. 그러냐 국내 장기 원자력 건설 계

획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후행핵주기 정책의 수립에 애로요인이 었으며 장

기적인 노형전략과 핵연료주기 전략에 대한 국가 비전이 작성되어야 할 것

이다.

국내의 정치사회면에서는 납북한 통일시기가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의 시

행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휠 것 이며 대중의 이해 또한 관련 부지의 확보

와 시셜의 건설·운영에 큰 영향올 미철 것이다. 이외에도 관련 기술의 연

구개발과 도입에 따른 선행기간도 정책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독자

적으로 후행핵주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대외적 제약요인의 완화에도 노

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외적 측면에서는 후행핵주기 정책의 수립과 시

행에 있어서 핵확산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

이며 외국과의 원자력 협정-윤 상호 평둥한 관계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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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unary

I. Titl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Back-end

Nuclear Fuel Cycle Policy in Korea

n.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Pressure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spent fuel is be:것corr파Ig

more potent with the growing nuclear share of electricity generation in

Korea. Policy decision on the management of the spent fuel, whether

암Ie fuel resu1ts in final disposal as a useless waste or whether it takes

the appropriate process as a recoverable energy source, is a very

complicated problem depending on technical, so디al， economic, political

and militmy aspects. In this regar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concerned with spent fuel management are analyzed in

order to assist future national decision making on 삼Ie back-end fuel

cycle policy.

m.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m 삼lis study, back-end fuel cycle acceptability is surveyed and

analyzed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To begin with, the future

p이itical situation and energy-environmental issues are analyzed as 맹rt

of the socio-economic as야ct. Secondly, the domestic situation of

nuclear industries and the fuel cycle policy of foreign countries are

S따veyed as 야Ie technic려 aspect. Fin려ly， NPT, IAEA safeguards,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s are analyzed as the institutional as야~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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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s and Suggestions

Desire for a clean energy source will increase as the efforts to

reduce global environmental pollution 따e strengthened. As a result,

nuclear power generation will get more attention in the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 The back‘ end fuel cycle policy can not be confirm어

without a long-term electrical expansion plan for the next several

decades. The plan should be dependent on strategy for the reactor and

nucl않r fuel cycle. The unification period of South and North Korea will

also greatly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e back-end fuel cycle policy,

and public attitutes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acquisition of

sit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facilities.

In addition, the R&D plan and the lead time for the introduction of

related technology have to be considered in determination of the policy.

Efforts to release international restrictions on the back-end fuel cycle

are 머so required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n this

regard, the back-end fuel cycle policy should be clear-cut in order to

avoid misunderstanding with respect to nuclear proliferation.

Importantly, agreements with foreign countries should be amended at a

mutual equival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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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역사가 십여년을 넘어서고 가동 기수 또한 늘

어남에 따라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소내 저장시설의 용량 확장은 한계가 있으며 당면한 중간

저장 시설의 건설 또한 부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수차례 주민반대에 부딪히

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원자력발전이 기여하는 에너지 안보와 이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지속적 성장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의 관

리를 포함한 장기적인 핵주기정책의 수립은 국익의 극대화 차원에서 더 이

상 유보될 수 없는 상태에 었다.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분류하여 최총 처훈할 것인지 또는 재생 가능

한 에너지원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처리절차를 거쳐 재이용할 것인지의 문

제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문제이다. 즉 고춘위방사능올

띠는 사용후핵연료의 취급기술과 미래형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 비순환 핵

연료주기와 순환 핵연료주기의 경제성 우위 여부， 재처리시 획득되는 플루

토늄에 대한 핵확산의 우려와 방사능 시셀에 대한 일반대중의 기피현상，

환경문제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 둥 후행핵주기 정책의 결정은 단순한 접근

법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후행핵주기 정책은 원자

력발전을 하고 있는 각국의 이해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도 우려 여건에 부합되는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펼요가 있다.

이의 얼환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의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틀을 경제 사회적 측면， 기술적 측면， 체도적 측면에서 종

합·분석함으로써 국내 후행핵연료주기 수용성증진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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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경제 사회적 측면

제 1 절 국내외 에너지수급 분석

1. 세계의 에너지 수급

지구에 부존된 에너지자원의 확인매장량은 석유 1조bbl 천연가스 4,000

조 ft3, 석탄 l조ton 그리고 우라늄 230만ton-U이다. 이를 석유환산단위

(TOE)로 표현하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각각 1 ，362억， 1 ，220억，

7，160억 그리고 1，840억 TOE이다. 현재의 연간생산량에 비추야 볼 때 이틀

에너지차원의 사용가능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서，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우라늄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고갈되며 석탄의 경우는 이보다 약

150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표 2.1 참조).

표 2.1 세계 에너지 부존자원 현황

구 매장량 연간생산량 가채년수

석유 10，016억 bbl 215억 bbl 47 년

화석에너지 천연가스 3，900조 ft3 56조 fe 70 년

석탄 l초 톤 47억 톤 213 년

비화석에너지 우라늄 230만 톤 3만 6천 폰 64 년

자료: 자원총람 1990,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화석 에너지차원의 부존은 극심한 지역적 편중을 보이고 있는데 석유는

중동지역에 그리고 석탄은 북마지역과 구소련 및 중국 둥 공산권지역에 각

각 60% 이상 집중되어 었다. 특히 석유의 편중도는 매우 심하여 중동지역

에만 65%이상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에너지자원의 지역적 편재현상은

에너지자원의 수급에 불안정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두번의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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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자원 보유국들이 자국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생산 및 수출을 제한하는 풍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 하고

있다.

1970년대의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세계각국은 안정적 경제성장

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원 다변화정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 에너지소비의 주요 특정으로

는 석유 빛 석탄소비의 정체 그리고 천연가스 및 원자력의 지속적인 증가

를 틀 수 있다. 이는 환경규제의 시행이 전세계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차원에 비하여 환경

적합성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부문의 발전설비용량을 살펴보면 1992년말 현재 전세계의 발전설비

의 시설용량 2，927GW이며 래년 약 2-3%씩 증가하고 있는 추셰이다. 1988

년말의 서셜용량 2，631GW를 기준으로 발전설비별 시셜용량을 살펴보면，

석유， LNG, 석탄을 포함하는 화력이 65%를 차지하여 가장 크며 수력 및

기타가 23%를 그리고 완자력이 12%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1990년말 현

재 전세계의 발전량은 1l，446TWh이며 이를 에너지원 별로 살펴보면， 석탄

발전이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발전은 10%, LNG발

전은 12%로써 이들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이 60% 이상을 접유한다. 원자

력발전은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세계의 원자력발전설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6년 4월 소련의 체

르노빌원전사고 이후 세계의 몇몇 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의 개발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사고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세계에서 운전중인 원

자력발전 설비용량은 5O，OOOMW이상이 증가되어 중요한 전원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73년 제 l차 석유파동 당시와 비교하면 원자력

발전 설비는 약 7배가 증가하여 가장 효율적인 석유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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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올 담당하고 있다. 1992년 현재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는 29개

국이며 이중 원자력발전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로서 80%

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비율은 43.2%로서 세계에서 일곱 번

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원자력발전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부존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나라들인데 원자력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의존형 에너지공급원이다.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1991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l억3백만TOE이다. 이를 국민 일인당

에너지소비로 볼 때 2.39TOE인데 이는 선진국의 25-60% 에 불과한 것이

다. 1960년대 초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애 따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수요가 급격허 증가하였는데 에너지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부존자원의 현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우리나라 에너지 부존자원 현황

에 너 지 원 장 량 비 고

If 연 탄 15억 t(가채량: 6.5억 t) 매장량의 35%가 4α>Okca1이하

~ 라 1l" 1억 1560만t 경제성 없음

태양에너지 3，211kcaν'm 2'day 연간 일조시간:2α)()-2400

~ι「 력 3.0C에MW 712MW 개발

5-‘~ 력 5，865G\\πf/yr 서해안

바이오매스 1억 2500만t 식물자원 및 폐기물

자료: 과학기술처， ’90 과학기술연감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요의 대부분을 수업에 의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수엽의존도는 매년 증가하여 1991 년 현재 90%를 상회할 정도로 심각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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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놓여 었다. 원자력은 우라늄 원광을 핵연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몇 단

계의 기술집약적 공정올 거치는데， 우리나라는 우라늄 원광올 제외한 대부

분의 핵연료제조 공정단계를 국산화하고 있으며 또한 원자력은 사용후핵연

료룰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집약형 에너지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을 국산에너지로 간주할 경우 에너지의 수입의

존도는 75%정도로서 원자력이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석유발전설비가 주종을 이루어왔으나 두 차례

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원 다변화정책에 따랴 1980년대부터 원자력

과 석탄 발전설비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발전절비용량 21，1l1MW중 원자력이 36.1% 그리고 석탄이 17.5%를 차

지하는 둥 이 두가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았다. 향후

발전소건설의 기본방향은 발전원의 특성을 감안한 발전연효의 다원화로 전

력의 안정공급， 국내 가용자원의 적극 활용， 전력공급의 신뢰도와 경제성향

상， 환경공해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전셜비 구성

은 원자력을 거저부하용으로 유연탄을 기저 및 중간부하용으로 LNG를 첨

두부하 대웅 및 열병합발전용으로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수력발전과 무연탄발전이 국내발전량

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석

유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석유발전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는 국

내발전량의 50%를 넘어서게 되었고 1977년에는 89.3%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추진된 에너지원 다변화정책에 의해 원

자력발전소가 1978년부터 가동되면서 원자력발전 비중이 점점 높아지게 되

었으며 1991년의 원자력발전은 총발전량 118，619GWh의 4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석유발전운 18.2%로 감소되었다. 또한 유연탄을 중심으로 한

석탄발전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1년에 19.6%를 차지하였으며 원자력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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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 발전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의 급

격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한 LNG

발전은 1991년 현재 총발전량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이 적

은 에너지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주요 발전원의 하나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공자원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안(1993.1 1)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 전력공급원은 원자력과 유연탄이 담당하여

전력설비촉연에서 점유율이 2006년애 원자력 38%, 석탄 30%로 되어 있는

반면 석유의 점유율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3 참조).

표 2.3 전원별 전력설비 공급계획

(단위 :MW)

년도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수’ 려「 껴l

1994 7,616 6,820 4,959 6,975 2,506 28.876
(26.4) (23.6) (17.1) (24.2) (8.7) (100)

1997
10,316 9.320 7,209 5 않8 3.130 35 많3

(29‘0) (26.2) (20.3) (15.7) (8.8) (100)

2000 13.716 11,640 7,209 5,724 3,877 42,166
(32.5) (27.6) (17.1) (13.6) (9.2) (100)

2003
16,716 14,490 8,809 4,714 4.977 49.706
(33.6) (29.2) (17.7) (9.5) (l0.0) (100)

2006
20,416 16,090 9,522 2,593 5,477 54.098
(37.7) (29.7) (17.6) (4.8) (l0.l) (100)

자료: 장기전력수급계획， 상공자원부， 1993. 11.

제 3 절 지구환경문제 분석

1. 지구환경문체의 재요

가. 지구환경문제의 연혁

인간과 환경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었지만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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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의 끊임없논 욕구는 환경의 오염을 유발하여 인간과 환경의 공존·

공생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었다. 인간의 욕구충족 활동은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정책적 측면 동 다양한 요인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러

한 요인들온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 인구팽창， 소비행태

의 다양화 동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 지구의 환경오염을 날로 심화시켜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까지는 대기오

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둥과 같이 비교적 인과관계가 명백하고 오염원 주

변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환경오염문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70

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

비， 사막화 둥과 같은 환경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문

제는 환경오염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피해지

역도 광역화되는 둥 지구차원에서 환경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

에서 처읍 개최되었으며， 동년에 발행된 로마클렵의 첫번째 보고서에서

는 환경오염이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1983년에는 UN에 의해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구성 되 었는

데， 이 위원회는 세계적 차원의 환경관려가 펼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

으며 지구의 지속척 개발을 위한 장기전략을 제안하였다. 1987년에 이

위원회는 전 세계가 지구의 기온변화와 같은 심각한 환경위기에 직면

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십 년에

컬친 전 세계의 일치된 행통이 펼요하다고 제안하였는데， 여러가지

제안 중에서 이 위원회는 세계의 에너지원의 구성을 변화시킬 것을 강

조하였다. 1988년에는 많은 국가들이 오존층의 파괴를 막기 위해

CFCs의 배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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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얼 협약”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의 배출올 제한하는데 대한 보다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았다. 예를 들어 1988년 6월에 토론토에서 열렸

던 ”대기변화에 관한 세계회의”에서는 전세계가 노력해야 할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환 방법이 제시되었다. 1988년에는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과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후원하에 30여 국가가 참여 하여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OPCC)를 창설하였는데 1990년에 발표된

IPCC의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온난화는 지역의 온도， 강우의 패턴， 태

풍의 경로 및 해수면에 끼치는 파괴적 영향 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는 110여개국 정상들과 1787~국 대

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적인 환경개발을 위한 유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리우회담에서는 지구환겪보전을 위한 국제적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실천계획인 ‘의

제 21’을 채택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보전협약에 대한 서명

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2개 협약 모두에 서명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에는

154개국이， 생물학적 다양성보전협약에는 156개국이 각각 서명하여 환경문

제가 전 세계직인 현안 과제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에 대한 세계의 공동대처라는 움직임은 앞으로

도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구환경문제가 국제무역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둥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

되자마자 차기에는 구체적으로 환경보호를 내세운 새로운 국제무역질셔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 둥 선진국의 주도아래 환경문제가

최우선의 고려사항으로 포함되는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인 그린(환경)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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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태동하고 있다.

나. 주요 지구환경문제

환경은 인간생활에 펼요한 공간과 자원을 제공하며 인간이 이러한

자원과 공간올 활용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

은 자정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염은 스스로 분해， 홉

수， 희석할 수 있으므로 오염의 정도가 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오염현상을 인석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환경문제화 되는 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경제활동과 이의 원동력이 되

는 에너지의 이용 둥이 그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류의 경제활동 및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

생되는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되지 않으며

따라서 에너지 사용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들은 표 2.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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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물칠 배출

인간에 에너지사

오염물질
의한 용에 의한 에너지사용에 의한

(B)/(A)
배출비율 배출비율 배출의 구성비율(%)

(A) (B)

502 45(3) 40(3) 89(3l 석 탄연소: 80m

석유연소 : 20(1)

NOx 75(3) 64(3l 85(3) 운송부문: 51m

기타부문: 49 (1)

CO 50(3) 15-25(3) 30-50(3)
운송부문: 75(2)
기타부문: 25(2)

Lead 100(3) 90(3) 90(3) 운송부문: 80 (1)

기타연소부문: 20(1)

부유입자상 11.4(3l 4.5(3)
운송부문: 17(1)

물질
39(I) 전력부문: 5(ll

나무연소: 12(1)

휘발성유기 5(1) 2.8(3)
석유산업: 15(1)

화합물
56(1) 가스산업: 10(1)

자동차 부문: 75(I)

우라늄 채광

핵종 10(3l 2.5(3l 25(3) 및 분쇄 : 25(2)

원자력발전소

및 석 탄연 소 : 75(2)

C02 4(4} 2.2-3.2(3)
천연가스: 15(3)

55-80(3) 석 유: 45(3)

고체연료: 40(3)

N20 37-58(3) 24-43(3) 65-74(3) 화석 연료연소: 60-750)

바이오매A 연소: 25-40(1)

CH4
60(3) 9-24(3) 15‘ 40(3) 천 연가스 : 20-40(3)

바이오매 A 연소: 30-50(3)

주) (1) OECP 국가. (2) 미 국. (3) 져 세계
(4) C02의 농도증가와 지구 온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전세계에 대한 영향、은 훨씬 큼.

자료) Energy and Environment: Policy Overview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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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은 지구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의 문제

는 지구의 기후변화(온난화)，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대기오염， 오존충

파괴， 수립파괴， 산성비， 생물종류의 감소， 해양오염， 방사능 피해둥을

틀 수 쳐는데 이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틀의 현상과 원

인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야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이질소， 오존， 프레온과 할론

둥과 같은 온실유발가스가 대기중에서 일으커는 온실효과에 의해서 기

온이 상송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과거 100년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

은 약 0.3 - 0.6°C 정도 높아졌으며 온실효과 유발의 50% 이상의 원

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도 매년 0.5%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요소가 있지만

혜수연 상숭， 생태계변화， 기상이변 둥의 영향이 예상된다. 해수면 상

숭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해수의 팽창과 고산의 눈 및 극지대 빙하의

해빙 둥이 원인이 될 것이며 지구의 수립대가 줄어들고 사막의 면적

이 중가하며， 연안지대 및 저지대가 칩수함에 따라 생태계가 큰 변화

를 겪을 것요로 예상된다. 또한 태풍， 집충호우， 이상고온， 한발， 폭염

둥 각종 기상이변의 빈발로 수자원， 농업， 어업， 임업 둥 각종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오존층 파괴

대기중의 오존층은 태양 광선중 자와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오존층이 산업발딸에 따라 CFCs. Halon 동 오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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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급격히 파괴되어 왔는데， 오존층이 파괴되

면 피부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인체의 연역체계를 손상시키

고 육지 농작물 및 해양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이와 같은 오존충의 오존이 1% 감소할 때 2%의 자외션 증가와

4‘6%의 피부암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야에 따라 안

질환 증가， 면역 71 능 악화， 농작물의 품질저하 동의 피해가 예상된다.

3) 생물종류의 감소

지구상에는 약 5백만 종 이상의 동식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하여 많은 생물종틀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

다. 이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의해 생물의 서식처 파괴， 생

태계의 변화 및 인간에 의한 생물종의 남획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약

2，000종의 척추동불과 식물종의 약 10%에 달하는 25，000종이 멸종위기

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생물종의 감소는 생물종간의 상호의존성에 의

하여 급속히 확대된다. 보통 l종의 식물이 멸종될 경우 이 식물에 의

존하면서 살아가던 다른 20-30종의 생물종들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

에 멸종속도는 앞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산성비

산성비는 석유， 석탄， 가스둥 화석연료의 연소시 배출되는 NOx 및

아황산가스가 공기중에서 산화 반응하고 이것이 대기중의 수분과 결합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건물， 교량둥을 부식시키고 토양， 수자원 및 생

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산성비의 피해는 북미 캐나다， 스칸디나비아반도 둥의 호

수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스웨덴의 경우는 호수의 50% 이상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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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의 피해를 입고ι 있으며， 독일(구서독)의 경우는 삼림의 1/3이 산성

비의 피해흘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주요 환경협약

지구환경문제는 그 속성상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지구차원의 공동대처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환경보

호협력이 확대되는 추셰이다. 현재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인 노력은 16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2년말 현재 25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협약

으로는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약(CITES)’， ‘런던덤핑협약

(LDC) ’, ‘바첼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둥이 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파괴의 주원인 불질인 영화불화탄소， 할론 풍

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1987년 9월 채택되었으며， 현재 83개국

이 가입중이고 우리나라는 1992년 5월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CFC 규제

에 따라 CFC 제품의 가격상숭이 예상된다.

바첼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 및 안전처리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89년 3월에 채택되었으며， 현재 35개국이 가입중이며 우리나라는

’94년 상반기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 협약에 가입하면 국내의 산업용 원채

료의 확보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야생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협약(CITES) 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

물의 남획방지 및 국제교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년 3월에 채택되어 현

재 118개국이 가입중이고 우리나라에는 모피 제약업계에 영향을 끼철 것

으로 예상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생물자원의 보전과 생명공

학 기술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서 채택되어 현재 6개국이 가입중이고 우리나라는 ’94년 상반기에 가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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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목재 동 해외 원자재 확보 및 국내

유전공학 관련기술 슐둑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협약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둥 온실가스 배출억

제를 목표로 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되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관

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기후변화협약이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의 주

류를 이루는 이산화탄소졸 배출하는 에너지원인 석유， 석탄 둥과 같은 화

석연료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규재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세계의 에너지 사

용패턴과 에너지 수급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훨 것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과 경제발전은 직결되어 었으므로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의 경

제발전 패턴， 특히 개도국의 경제발전 구상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10% 이상이

며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85%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큰 영

향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이 협약은 ’94년 3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95년 3

월에 제 l차 협약가입국 총펴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96년

GEeD 가입을 공식화 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에서의 확실한

입장정리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환경관련 주요협약을 요약하면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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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

협약 핵심내용 경제적 효과

몬E 리올
- 오존충 파괴물질인 CFC, 할론 - 냉장고， 에어콘 둥의 수출입

등 95종의 생산 및 사용 규제 금지
의정서

- 관련 물질생산·이용 기술의 - 규제일정의 단축
(’92년 5월)

비가압국 이전금지 - 대체물질 개발 촉진

- 폭발성，인화성，중독성 풍 13개 - 수윤， 카드륨， 고철， 폐지， 연，

바첼협약 유해적 특성올 가진 폐기물 47 납 동의 교역금지

(’94년 종의 국경간 이동금지 - 철강， 석유화학 둥의 생산

상반기) - 폐기불발생의 최소화 위축 및 가격상숭

- 국내 처리사셜 확보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제고

‘ 어f 너지사용 억제 둥올 통해 CO2 -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둥

기후변화
둥 온실가스 배출규제 에너지산엽의 생산 및 수출

- 사회， 경제， 환경정책 수립시 감소
협약

기후변화 문제를 반영 - 에너지/탄소세 도입
(’93년) - 온실가A의 통계와 국가정책 이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행에 관한 주기적 보고 의무 로의 전환 촉진

- 사회， 경제， 문화， 과학적 가치가 - 생명공학 기술어전의 촉진

있거냐 생태계 작용에 관련이

생물다양성 있는 지역種， 멸종위기종， 야생총，

협약 이동종의 보전파 지속가능한 이용

(’94년 조치 강구

상반기) - 관련 데이타뱅크와 정보망 구축

- 사회， 과학，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의 확보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CITES 포획， 채취와 이의 상거래 규제

- 관련 동식물 수출입의 사전허가제

- 수용， 카드융， 폐플라스틱， 고준

런던텀핑
위 방사성물질의 해양투기 금져

- 납， 동， 아연， 니켈， 중저준위 방
협약

사성폐기물 등은 물질의 특성，
(’93년)

투기장소 및 처리방법에 따라

투기 제한

주) 팔호안은 우려나라의 가업 또는 가업예정시기임.

경



2. 에너지와 환경

가. 에너지원과 환경영향

전기생산을 위한 연료의 사용에 따라 각 전력공급원은 표 2.6과 같

이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의 배출에 의해 지구 환경

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표 2.6 전력꽁급에 따른 주요 환경영향

에너지원 주요 환경영향

。수질오염

。토양파괴 및 생태계파펴

석 탄
。 재 및 광물로부터 오는 중금속

0 대기를 오염시키는 SOx 및 NOx 배출
。CO2의 배출로 부터 오는 지구의 기후변화

。산성비

。해양 및 해안오염

석유 및 가스
。토질변화， 수립파괴 ， SOx 및 NOx에 의한 산성바

o 수질오염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지구의 기후변화

。토양파괴 및 침전저해

「까::. 려r
0 생태계파괴 및 생물종류의 감소

。수질변화 및 해양계변화

。주거환경 침해

。수질오염(채광)

원자력 0 생태계 파괴

。핵종에 의한 토양 및 해양 오염

。대기 및 수질오염

재생에너지원 。생태계 변화

。풍력 터어빈에 의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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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련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

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피해의 정도는 방출된 오염물질의 양과 환경

영향 요인의 희석， 제거 둥을 위한 기술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한 환경영향을 비교 · 평가한다

는 것은 방출된 오염원의 오염기간과 범위 동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

료의 부족과 합리적인 비교를 위한 알반적인 계량화의 어려움 및 환경

오염원에의 노출과 이에 의한 피해와의 상관관계 파악의 한계 둥 때문

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다양한 환경오염원의 배출 및 유출은 다양한

환경영향을 유발하므로 일반적 기준에 의한 환경영향의 비교 및 평가

는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현재 환경영향 비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석탄， 석유， 원자력 둥과 같은 연

료주기와 환경오염원(대기， 수질， 토양)이 환경영향권(지구， 지역， 지방)

에 미치는 환경영향의 순위를 평가하는 순위평가법 (assessment by

ranking)과 연료주기별 단위 전력생산량당 환경오염 방출량을 산출하

고 이를 벼 교하는 환경오염방출량비교법 (emission values and ambient

quality indices)이 있는데 이 방법 은 여 기 에서 산출된 자료를 근거로

환경수준 허용지표를 설정 (실제로 미국에 있어서 도시의 대기오염 지

표는 이 방법으로 설정하였음)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오염의 허용치나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에만 환경영향으로 취급하는 목

표 및 엄 계 수준 접 근법 (target and critical level approach)이 었는데

이 세가지 방법중 에너지원별 환경영향의 비교 및 명가에는 환경오염

방출량 비교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환경오염 방출량 비교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원

별 발전량으로 환산한 환경영향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연료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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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 GWe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원별 환경영향을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 서 수행 한 포괄적

인 환경영향 비교연구의 결과에서 인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총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은 거의 유사하

며. S02 방출은 석탄(대부분 변환단계에서 발생)을 제외한 그 밖의 다

른 에너지원중에서는 천연가스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천연가스 추출과정에서 많은 양의 502가 방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화석연료들의 전 연료주기에서 연간 1 GWe당 배출되는 총

C02양은 다른 에너지의 연료주기에서 배출된 총 CO2양의 2배 정도가

더 배출되었다. 그리고 화석연료틀 중에서 전기생산과 관련된 석탄연

료주가의 연간 1 GWe 당 총 C0 2 배출량은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2배 정도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구차원의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둥은 주

로 SOx. NOx. C02와 같은 환경오염원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은 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환경

오염원은 거의 대부분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틀에 의

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연료가 환경영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원자력의 경우는 대기， 수질， 토지오염 둥 전반

적인 분야에서 거의 환경영향을 끼치지 않는 청정에너지임을 알 수 있

다.

나. 발전원별 환경영향

여러가지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의 환경문제에 있어서 전력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계의 주요 전

력꽁굽원인 석탄 석유 가스 및 원자력둥이 전력의 생산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국가의 전력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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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결정은 환경영향뿐 아나라 그 나라의 특수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전력의 공급에

관한 결정은 중앙정부의 장기계획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성격흘 갖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력공급에 대한 결정은 막대

한 자쓴슬 수반하는 대규모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결정이가 때문에，

세계가 만일 이러한 전력공급원에 대한 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세계

의 환경영향흘 줄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이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일반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환경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력의 경우 일반적인 환경영향 외에 전력의 생산 및

사용파청에서 인체에 미치는 보건영향(health impact)도 전력공급원의

구성을 선택할 때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보건

영향과 일반적인 환경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전력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직접영향(direct impact)과 간접영향

(indirect impact) 으로 구별되어 발생하게 된다. 직접영향은 지속적 또

는 사고에 의한 일시적 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의 방출과 유출 동에 기인

하며， 이에 의해 질병 또는 사망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와 기능상

실 둥이 유발 된다. 이와 같은 직접영향에는 원자력발전에 의한 방사

선 방출 또는 화학적 발암물질과 같은 유해 물질에의 노출로 인해 발

생하는 직접 보전영향(direct health impact)과 산성 침전물에 의한 생

태계 파괴 및 토양의 폐허화와 같은 직접환경영향(direct environment

impact)이 었다. 한편 간접영향은 석탄발전의 C02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산성물 침전과 같은 환경변화에 의혜 발생하게 된다. 산성화

된 금속 둥이 식량과 식수에 다량 함유되어 보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후변화는 식량의 생산량 감소 둥에 영향을 미철 수

있다. 이처럼 전력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마치고 전력올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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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전력공급원이 미치는 환경에 대한 영향의 종류와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전력공급원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

려하여 전력공급원을 결정한다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크

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전력공급 시스템을 하나의 종합적인 위험도 평

가지표를 이용하여 우멸을 평가한다는 것온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

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다양한 환경 및 보건 영향을 요소별， 차원

별로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져 대부분의 연구가 간접영향을

무시하고 인간과 환경의 직접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는 간접

영향의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직접영향을 중심으로 요소별， 차원 별로 분리하

여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지만 환경 및 보건 영향별 적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론의 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는 가능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환경영향을 고려한 합랴적언 미

래의 전력공급원 선택과 구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종합적인 시스템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직접 · 간접적인 환경영향 및 사회경제 측면과의 관계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과 아울러 전력생산과 관련된 환경 및 보건영향 비

교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보건영향

아무리 엄격한 환경규제를 할지라도 전기생산을 위해서는 연효주기별

로 유해울질의 생산， 방출， 유출 둥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와 같은 보건영향은 작업장에 근무하는 작업종사자

가 정규작업시에 환경오염원의 노출에 의해 피해를 받는 경우와 연료주기

별로 환경오염원이 대기 둥으로 방출되어 일반이 피해를 보는 경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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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고에 의해 작업종사자와 일반국민이 피해릎 입는 경

우와 같은 세가지 경로(path)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보건영향의 피해대

상은 크게 작업종사자(occupation떠)와 일반국민(public)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게 된다. 또한 이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건영향은 그 영향이 단기

간에 나타나느냐 아니면 장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즉시효과

(immediate effects)와 지연효과(delayed effects)로 나누어 i명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7은 전력공급원별 연간 1GWe의 전기생산을 거준으로

했을 경우 연료주기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업종사자와 일반국민의

치사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2.7 전력공급원별 보건영향 비교

(단위 : 사망자수/GWe' a)

작업종사자
일반국민 (Public)

(Occupational)

구분
즉시효과 지연효과 즉시효과 지연효과

{Immediate} (delayed) <Immediate) (delayed)

석탄 0.4 - 3.2 0.13 - 1.1 0.1 - 1.0 2.0 - 6.0

석유 0.22 - 1.35 - 0.001 - 0.1 2.0 - 6.0

가스 0.17 - 1.0 - 0.2 0/004 - 0.2

원자력 0.09 - 0.5 0.13 - 0.37 0.001 - 0.01 0.005 - 0.2

주) 1: 재래식 발전원(석탄， 석유， 가스)의 경우는 연료의 추출， 처

리，수송， 발전소 건설 및 운전 둥에 따른 치사율임.

2: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연료의 추출， 원광처리，변환，농축， 성형

가공， 수송， 발전소 건설 및 운전， 재처리， 폐기물 처분 동

에 따른 치사율입.

3) 작업종사자의 치사율에 있어서 석탄과 원자력은 지하채광

시의 자료이며， 석유와 가스는 해양추출 경우의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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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은 일반적으로 연간 100，000명당 사망자수로 나타내는데 이

는 1년 동안 일반국민이 사망할 평균치라고 말할 수 었다. 그러나 전

력공급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력공급원별로 연료주기가 다를 뿐

아니라 연료주기 각 단계의 노동집약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간 단

위전기(표 2.7의 경우는 1 GWe· a)를 생산하기 위해 전 연료주기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치사융로 표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말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석탄 전력공급 시스템에 종사하는 작업종사자의 즉시

치사율(immediate fatality rates)이 3.2라면 이는 석탄으로 1년간

lGWe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주기상의 총 치사자수가 3.2명이라

는 것을 의며한다. 이와 같은 개념에 입각하여 이 표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작업종사자의 즉시효과

석탄연료주기는 일싼적으로 작업이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둥 악

조건의 작업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석유나

가스보다도 작업종사에 대한 위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

자력의 경우는 적은 양으로도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훨씬 높은 연료효

율(이는 같은 양의 전기 생산을 가정할 때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연료

가 훨씬 적게 소요됨을 의미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채광에 종사하

는 작업자가 그리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석탄

화력의 작업자 위험은 원자력에 비해 5배에서 35배 정도 더 위험한 것

으로 나타났다.

3) 작업종사자의 지연효과

작업환경의 특성상 석유나 가스의 경우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석탄은 연료의 채광， 수송， 처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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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업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오염원에 노출되어 누적에 의한 피해가

존재하며， 원자력은 주로 우라늄 채광과 전력생산 과정에서의 사고 둥

에 의한 누척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에너지원에는 약간의 작업

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표에 나타난 결과처럼 비

록 작슴 차이야기는 하지만 원자력이 석탄보다는 장거적으로 볼 때 작

업종사자에게 덜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일반국민의 즉시효과

재래식 발전원의 경우 연료의 연소에 의한 환경오염원의 대기방출과

액체폐기물의 유출 및 많은 양의 연료수송 풍에 의해 그 피해가 석유를 제

외하고 쌍당히 큼을 얄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 경우는 우라늄 채광과

발전소 운전과정에서 약간의 방사능 밖에 방출되지 않고 연료의 수송물량

이 적기 때문에 그 영향은 석탄과 석유에 비해 1/100-1/1 ，아m 정도로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5) 얼반국민의 지연효과

이 위험은 모든 전력공급원에 대해 앞에서 셜명한 다른 어떤 위험

보다도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

에 불확실성이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표의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과

가스에 의한 일반국민의 장기적인 위험도는 비슷하며 석탄과 석유는

그 위험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탄과 석유의 경우가 원

자력과 가스에 비해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위험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이나 가스와 같은 전력공급원은 석탄과 석유를

이용한 전력공급원보다 작업종사자와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보건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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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환경문제 대응동향

가. 각국의 동향 강

최근 동서냉전체제의 와해에 따라 새롭게 둥장하고 있는 신세계질서형

성에 있어， 지구환경문제는 국제경제분야의 주요 현안으로 동장하고 있다.

경제비중이 커지는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과정에 있어 선전국과 개도국은

한정된 지구의 환경용량과 자원에 대한 보다 많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면대립하고 있어， ’80년대 들어 한동안 주춤했던 남북문제가 지구환경문

제를 둘러싸고 고개를 틀고 있다.

선진국과 재도국은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기본원칙에

는 합의하고 있으나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책임과 재청부담에는 첨예한 대

립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틀은 특히 이 환경문제가 선진국플이 산업혁명

이후 2세기 동안 추구해온 산업발전의 결과이며， 따라서 선진국 들이 지구

환경에 펼요한 재정과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술이전문제， 환경청정기술 이전문제 둥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최

근까지의 의견접근은 차별적인 공동책임이란 개념을 대체적인 역할분담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동책임이 인류공동체 소속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의미한다면， 차둥적인 책임은 지구환경파괴의 역사적 책엄과 경제

적 능력을 고려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 들이 공동책임

을 진다면 선진국들은 역사적 책임에 따른 주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점리하면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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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주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환경문체 선진국 개도국 우리나라

-신흥공업국의 특수입장
-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90

-선진국의 역사적， 누적적 반영 교섭
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책임강조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강조
배출의 감소 또는 안정화

-개도국 개발수요 저해요인 -특수약속대상국가화 방지
지구온난화 목표 설정

반대 -예외규정 적용시 수혜국이
-일부 국가에서 환경셰도입

-환경보호률 이유로 무역 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

규제 반대 -산업구조 조정올 위한

유예기간 설정

-CFCs 조기 중단 계 획
-선진국의 역사적， 누적적

책임강조* 미국 : 1995년알
-추가비용과 대체기술의 -실질적， 특혜적， 비상법적

오존층파괴 * EU : 1996년
대개도국 이전 기술이전 요구

-본트리올개정의정서 가입
-대개도국 재정 및 기술

촉구
이전 체계 미홉

유해폐기물/ -교역의 전면통제 주장 -청정기술 이전， 정보교환
-일정한 조건하의 규제주장

-개도국과 선진국의 차등 -폐기물 흐름의 질적 개선
독성화학물질 -독성물질의 주기판리 및

주장 올 위한 물질별 목표달성
의 국가간 전반적인 관리주장

-선진국의 비지속적 생산 -국제기구를 통한 관리방법

이동
-사전통고승인 찬성

및 소비패턴의 변경 및 관리개발

-유전자원에 대한 생태계

보전중요성 강조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강조

-규제조치에 상웅한 보상 -선진개도국인 우리의 특수
-열대립 보호주장(산소공굽

요구 입장 반영
및 이산화탄소 홉수기능)

-생물다양성 보전올 위 한 -기술이전시 유전자 보유국
생물학적 -생물자원의 공동활용 및

많온 연구와 기금 필요 뿐만아니라 모든 국가가
다양성 보전 차유접근

-유전자원 활용사용료 부과 활용할 수 었도록 함
-유전공학기술 및 신물질에

및 신규 유전공학물질 꽁 -유전자원의 독점적 권리
대한 지적소유권 주장

동소유 주장 강화 및 유전공학 기술

-생물자원에 대한 소유권 접근 가능성 확보

주장

-민간부문올 통한 기술이전
-설절적， 특혜적， 비상업적

-우리의 환경기술수준의
기술이전 요구

악후성을 감안，기술수요국
기

기술이전 -특혜기술이전체제 반대
-환경 청정기술의 유리한

개념도입 주장-기존의 재도， 볍체제 고수
타 여용

사
-신규 추가지원기금 설립

-선진개도국의 특수입장
-기존 지원쳐l제 활용

반영 노력항 재정지원 -기금사용 목적올 엄격히 -무조건적， 특혜적 재정
-선진국과 동일한 환경규제

제한 지원 요구
부담의 부당성 논리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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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온난화 대웅 동향 및 전략

1) 국외

지구온난화의 기술적인 대웅책은 CQz 억제기술(발생원 억제: 고효율화，

자연에너지 둥， 발생분 억제: C02 고정화 동)， 기타 온실효과가스 억제기

술， 적웅기술 및 과학적 해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C02에 관련

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국외의 대응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유럽

서구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장기적얀 신기술개발 분야인 배출분

억제에는 역점을 두지 않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배출원 억제기술

의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자국의 고유상황

을 반영하여 산재생에너지 (독일의 경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이 그리

고 영국의. 경우에는 풍력발전이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위치에 도달해 있는

실정임)와 고효율화 석탄발전을 중시하였고， 프랑스는 에너지절약파 원자

력을 지향하고 있다. 그 밖의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EC에서의 연구인 ‘·기

상학 및 자연재해에 관한 구주 프로그램 (EPOCH)" 이 있지만 단지 영국만

이 예산을 증액셔키고 있올 뿐 이며 다른 나라는 콘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02 고정기술은 아직까지 이론검토 정도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

인 기술개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구 각국은 실용화에 근

접된 에너지절약 기술분야와 신재생어}너지 기술의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이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 마국

지구온난화 분제에 적극적인 서구와 소극적인 마국과의 사이에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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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기술대응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구규모 변동연구

(USGCRP: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인 기초연구를 중심으

로 온난화의 과학적 해명과 이에 연계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은 온난화에 따른 악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대비하기 위하여 산성비 및

대기오염 제어에도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는 둥 ’”’'1'‘‘%‘

하고 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C02와 그 밖의 온실효파가스 및 식렴 둥도 포

함된 포괄적인 접근 입장을 취하고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장기구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정부개입을 억제하며

최대한의 가능범위내에서 시장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특

정이다.

미국은 C02 배출억제 측면에서는 고효율 화석연료발전， 신재생에너지

풍의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술이 실중단계에

와 있다. C02 고정기술 측면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일본어l

서 현재 개발중인 기술의 바탕을 제공하였다.

。 일본

일본은 에너지정책으로 ..장기 에너지수급 전망”과 “지구온난화 방지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에너지수급 전망은 일본경제의 안정성장，

에너지의 안전보장 확보， 지구온난화문제 대웅을 위한 에너지절약과 원자

력/천연가스 동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계획은 환경보전

형 사회의 형성， 환경보전과 경제의 안정성장 추구， 국제협력을 기본목표로

2α)()년 이후의 l인당 CQz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 한다는 구체

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얼본이 구미지역과 크게 다른 것은 대기오염 문

제를 지구온난화와는 또 다른 큰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환경문제에 대처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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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알본은 C~ 배출억제， 특히 C02 고정화기술 동의 개발을 목적으

로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 (RITE ， Research Institute of Innovative

Technology for the Earth)를 1990년 7월에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

관의 설렵과 세계에서 선구적인 C02 고정기술의 개발은 다른 선진국에서

는 찾아볼 수 없는 일본 고유의 전략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았다.

앞에서 주요국의 온난화문제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한마디로 ‘설증우선의 서구’ 와 ‘기초연구 중심악 미국‘ 그리고 ’ C02 고정

화에 선구적인 일본·으로 말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과 미국은 지구온난화

문제륜 강하게 인식하여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기술분

야와 각국의 대응을 종합해 보면 표 2.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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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지구온난화 대책의 기술체계와 주요국의 추진전략

구분 억제수단 주요국의 추진 전략

- 이용효율 -
수요

에너지절약
- 기지효율

측면 - 미아용에너지·
공통의

자원회수 단기 추진전략

- 저탄소화석연료줄-
연료전환

전환
-

원

억 - 복합발전 - - -
제

;。iL 二t그j

고효율화 - 전력저장
측면

- 연료전지 서구

버화석연료
- 신재생에너지

일본- 원자력
-

C02 제거
- 분리， 회수

출 - 저장
기술

미국

억
측면 - 육상식물

C02 고정
제 - 해양식물

기타 온실가스 억제기술

과학적 규명

응용71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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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려나라의 대응전략

지구온난화가 범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는 CQz의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았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률 위한 어떤 대책

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먼저 지구온난화가스의 안정화 및 삭감을 위한 세계의 움직임올 보면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4가지 형태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지구온난화가스 중 C<꿇에

대해서 기준년도에 바해 삭감 내지는 거준년도와 통일한 수준으로 안정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국가 중 단지 프랑스 만이

2000년 이후 1인당 CO2 방출량을 2.0톤-COd인·년으로 안정화 한다는 방

법론의 독특함을 보아고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I“ Regret

Policy"률 추진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와 캐나다는 C02 뿐만 아니라 모

든 온실가스(호주논 프론 제외)에 대해서 안정화를 꾀하려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최근에 확정된 장기전원계획에 의

하면 발전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0.1 CQz-kg/k째1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전원구성을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1996년에 DECD에 가

입을 앞두고 깅고 C02의 배출량 규제는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입장청리를 준비하고 대

외협상에 임해야 할 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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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각국의 지구온난화가스 안정 화 및 삭감계 획

지구온난화가스 규제

및 실행년도

복·표종류
국 며。 비 고안정화

기준년도 또는

삭감년도

。독일 1987 2005 25% 삭감

。댄마크 1988 2005 20% 삭감
CO2 배출량

。뉴질랜드 1990 2αm 20% 삭감
삭감

。오스트리아 1988 2005 20% 삭감

。이탈리아 1988 2005 20% 삭감

。全 EC 1990 2α)() 영국의 경우논

。영국 1990 2α)() ， 2005 2000년 시점에

CO2 배출량 。스웨댄 1990 2α)() 새로운 동향을

안정화 。노르웨이 1989 2α)() 파악， 2005년

。스위스 1990 2αm 에 새로운 안

。핀란드 1990 2α)() 정화안을 모색

l인당 CO2 。프랑스 1988 2α)() - 2.0 T-C/인 년

배출량 안정화 。일본 1990 2α)0 - 2.5 T-C/인 년

0990년수준)

GHGs 。미국 1987 2αR
호주는 2000년까지

전체배출량
안정화 후 2005년

。호주 1988 2α)(). 2α)5
까지 20% 삭감

삭감 。차나다 l없O 2α)()
(효론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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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첨에서의 대

웅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여러가지

대웅방법이 산재해 있눈 상황하에서 어떤 방법을 우선척으로 설행해야 하

는지 또한 어떤 기술을 확보해야하는 지를 파악할 필요성아 있다. 그리하

여 여기에서는 앞에서 간략히 살펴 본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대응방법을 토대로 장·단기 관점에서의 가능한 대책을 분류하여 그립 2.1

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렵 2.1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 기술

모든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에너지절약과 저탄소 화

석연료로의 연료전환은 단기적인 노력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특히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에너지절약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 97년 총에너지수요를 8.8%. C02 배출량을 9.9%

절감할 계획이다. 발전부문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급위주 정책에서 수요관

리 위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최대수요

감축 및 책정예비율 범위내애서의 신규 발전설비의 증설 둥을 계획하고 있

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주로 공급 및 기술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고효율발전소 (PFBC. IGCC 연료전지 태양전지 둥)와 비

화석연료인 원자력과 선재생에너지 둥의 개발과 신 71 술의 개발이 예상되는

고속증식로 및 전력저장 둥이 주요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C02 제거 및 고정기술을 통한 지구온난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이와 같은 장·단기 대책이 단속적언 하나의 대안 즉

그 시점이 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대안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는 적어도

이와 같은 기술들이 확립이 되고 갖추어 져야만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라

는 두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며， 새롭게 예상

되는 환경산업의 활성화 및 대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 또한 정책/제도 측면에서 탄소세부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대책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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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선진국의 통향 파악 및 분

석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책/제도 측면

-까r二t:jL ;。il숭1ll 기술적가능 경체적
입지，환경

실시 lead 정처，사회

도 AJ 파급효과 tIme 적 허용도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

(현재-2000년) (’ 01- ’ 10) (2011 년 이후)

- 이용효율
공

- 기기효율 - 고효율발전 - 초전도 송전
:닙1

「2L- - 미이용에너지 활 시스템 - 전력저장
￡‘흐，.

요 용 - 고속증식로
;。ii 며‘-

ξ「흐 -요금제도의 다양 (PFBC,
二닙그L

면 화 ,
흐一1느

IGCC)
- 계몽 및 정보제

면 기 - COz 제거기
고。 - 연료전지， 를/ιε‘ 술

공
태양전지 ξ-E1 - CO2 고정기

:닙그
-기존발전시스템의 도。

면 술

효-，느
발전효율 향상

-선형안전로 도입
면

가

술
- 식립

츠-1:

며'-""

그림 2.1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장·단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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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술적 특성

제 1철 국내원자력산업현황 분석

1.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

가. 원자력 시장의 변화

세계 웬자력산업에 있어서 주요 변화로서는 먼저 국제 우라늄

공급구조가 서방 일변도에서 러시아와 동구가 가세한 형태로 변화함으로써

우라늄 가격의 안정화가 도모되는 둥 원자력산업에 영향을 주게되어 국채

척인 핵연료주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동구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국체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또 다른 원자력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원전

건껄에 관심을 보이기 시착합으로써 새로운 원전건설 시장으로 부상하는

동 세계의 원자력시장은 변화를 겪고 있다.(그림 3-1)

이와 함께 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국제정치 푼채화 되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보존파 경제개발이 양립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입장에 처하계

되었고， 지구규모 환경문제 유발의 첫번째 요인으로 팝히고 있는 에너지사

용의 구조변경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환경보존 측면에서 화석연

료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는 원자혁의 역할도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세계의 원자력산업은 근년에 들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

고 있어서 선진 각국의 원자력산업체들은 경쟁력강화과 시장확보를 위하여

기업합병과 새로운 기술개발 및 새로운 시장접근법의 개발 동을 통하여 치

열하게 경쟁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 석유가의 안정， 반핵

운동의 국제화 둥과 같은 원자력개발에 부정척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들이 동장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고 원자력개발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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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척 의지가 어느정도 성숙한 단계에 톨입하였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원자력이용에 대한 국민이해가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즉 국내에서는 2000년대 원자력기술 선진화를 목표로 원자력연구개

발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2006년까지 22기의 원자력발전소

가 운전예정으로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37.7%를 차지하게 되어 있으나， 원

전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사성폐기물처분 부지확보

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 국제

적인 핵비확산강화 움직임과 한반도 비핵화선언 동은 우리나라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데 부정척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 지역이

기주의 팽배에 따른 신규 원전부지 확보의 어려움 둥여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었고， UR에 따른 발전산업의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변화를 야가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환경 국내환경

。 국제 원자력시장의 재편 。 전력수요의 지속척 중대

- 국제우라늄 시장의 구조변화 - ’93년 전년대비 9.4%의 높은 중가

· 서방일변도 • 려 λl 아 동구 가세 융율 보입
- 새로운 원자력시강 탄생

긍정적 · 러시아 및 동구(안전성 문제)와 동 0 정부의 확고한 원자력이용개발 의지

남아(경제개발 가속)가 신시장으로 - 현전건얼기술 확보률 위한 훤자력

요 인 부상 연구재발중·장기 계획 (1992-200D
추진

。 환경문체 대두

- 지구용난화， 산성비 문쩨의 쳐유혜

으로 원자력 중요성 충대

。 세계 월자력산업 침체 。 훨자력 명확척 이용에 대한 쩨약 심화

- 현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확 - 북한 핵문제의 국제화와 한반도

보률 위해 선진국틀의 경쟁 치열 비핵화 션언 퉁

· 선진 원전업체간에 합작， 합병올

부정적 홍한 구조개편 추진 。 발전사업의 민자창여와 시장개방으로

외국업혜 진출 가농생

요 인 。 油價의 안청추세

- 배혈당 14달러로 1차 석유위기 시 。 지역이기주의 팽배

정으로 희귀 - 원자력산업의 인프라(폐기물 쳐분

장 둥) 구축 난망

。 반핵훈동의 세계화

〈자료〉 휠전산업의 구조와 전망， 삼성경계연구소， 1993.12

그림 3-1. 국제원자력산업 환경변화

-44-



나. 확대가능성이 있는 원전샤장

원자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환경보전， 에너지공급원의 다

양화 및 자국의 천연자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세계척으로 재개발의 움직임

이 서서히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각국은 경

제개발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원자력개발의 펼요성을 인식하

고 원전도입을 추진하고 있고(표 3-1), 중국도 자국의 에너지공굽원 분포

의 편중성 탈피와 겸재개발의 적극화를 위하여 원전개발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6년까지 14기의 원전이 추가 운전될 예

정이고 이중 4기(영광 3/4호가， 울진 3/4호기)는 현재 건설중에 있다.

표 3-1. 국내원전건설 계획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원자력개발현황

국내 원전건썰 계획 동남아 지역의 원자력개발 현황

연 도 계 획 국가명 계 획

영광 3호(100만kW. PWR) 중 국
2015년까지 3，α)0만 kW도업 계1995
획

1996 영팡 4호(1 00만kW. PWR)
- 2015년까지 60만kW급 월전

월성 2호(70만kW， PHWR) 12기 건셜 계획1997
인도네시아

‘ 일본이 훨션계획의 타당성연

1998 울진 3호(100만kW， PWR) 구 추진
월성 3호(70만kW， PHWR)

1999 올진 4호(100만kW， PWR)
필 리 핀 85년 충단환 훨전건셜올 재개

월성 4호(70만kW， PHWR)

2001 영 광 5호(100만kW， PWR)
타 。l

2008년까지 100만kW급 671 도
입계획

2α)2 영 광 6호(100만kW， PWR)

2003 한국형표준원전 3호(100만kW. PWR)
베 트 남

2010년까지 80-120만kW굽 훤

전도업 추진
때04 한국형표준휠천4호(100만kW， PWR)

2α)5 한국형 표준훤 천5호(100만kW， PWR)
중국으로부터 30만kW급 웬전

이 란
한국형 표준원 션6호(7lO00만만kkWW，P，HPWWRR}) 수업계획

20~
한국형표준원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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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척으로 현재 세계적인 반핵분위기 확산파 석유가격 안정으로 원자

력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획기척인 신에너지원야

개발되지 않는 한 원자력이용개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 국내 원자력산업

가. 원자력산업 구조

국내 원자력산업은 민간파 정부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

및 판매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샤 담당하고 있고， 원전의 건셜

시공분야는 현대건셜파 동아건설 둥 민간기업에서， 기자채 및 핵연료공급

은 각각 채투자기관인 한국중공업(주)와 한국원전연료(주)가 담당하고 있으

며， 원전의 설계와 핵연료설계는 재투자기관인 한국전력기술(주)와 연구기

관언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나라가 원자

력기술자립 복표률 효율적요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 분담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자립은 1980년대에 들어 셰계 산업구조가 석유에

너지 중심체제인 자원에너지 체제에서 기술의존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과

전력수요 증가의 저감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라 국제 원자력산업어 침체에

들어서자 원자력시장이 구매자 시장으로 전환되어 원자력발전 핵섭기술 전

수가 용이하게 된 것 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을 이용하여 추진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전은 핵섬기술 도입과 국내업체 주도의 역

할분담으로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원전건설기술자립 계획을 1984년에 수립

· 시행하게 되었다. 즉， 영광 3，4호기 건설을 통해 95%의 기술자립 목표를

달성하고 울진 3，4호기 사업수행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설계률 완성하

여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완벽한 건셜능력올 확보하며， 나아가서 차세대

원차로인 신형원자로의 기술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원자력 선진국 대열로

도약하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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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국내 원자력발전소 계약체계

호기 부지 발주방식
주기기 공급자

기술용역 비고
(NSSS) (T/G)

고리 경남 고리 일활발주 WH GEC Gilbert 운전충
고밍 。 경남 고리 ” WH GEC Gilbert ”
월성 l 경북 월성 ” AECL HPL!CAP AECL ”
고리 3,4 경남 고리 분활발주 WH GEC Bechtel ”
영팡 1,2 전남 영광 ” WH WH Bechtel ”
울진 1 ，2 경북 울진 ” Framatom Alsthom FRA/ALS ”
영광 3,4 전남 영광 국내업체주도 KHICI 한중/GE 한71/S&I... 건셜중

KAERI.CE

〈자료〉 현자력국쩨협력 및 국가별 기슐자립 전략환석， 한국훨자력연구소，
KAERIIRR-1201192. 1992

이를 위해서 국내 원자력기관 및 인력이 최대한 참여하여 엉계인력을

확보하고 영광 3，4호기의 추진과 연계하여 핵심기술올 확보하며， 분야별 역

할분담 체제를 확렵하여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기술자립을 위한 역할분담은 한국전력공사의 총괄적인 원전사업

관리의 책임파 권한하에 원자로 계통설계 및 핵연료 셜계는 한국원자력연

구소， 종합설계 및 기술용역은 한국전력기술(주)， 중요기자재 셜계 및 제조

는 한국중공업(주)， 핵연료제조는 한국핵연료(주)(현재는 한국원전연료(주»

가 겨술자립 달성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표 3-3) 현재 정부에서는 1991

년에 계약 추진된 울진 3，4호기부터 점진적으로 기존 가압경수로룹 반복

건셜함으로써 기술자립 토착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원자력기술자립의 효율적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의 원차력기술 확보능력이 있는 기관파 산업체를 중심으로 원자력산업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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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원전건설 사업 역할 분담.

기관명 역할분담

한국전력공사 종합사업관리

한전기술(주) 플란E 종합설계

한국중공업(주) 주기기젤계 및 제작

한국원자력(연) 원자로계통설계 및 원전연료설계

한국원전연료(주) 원전연료 제조

국내시공업체 시공

국내전문제작업체 관련 기기셜계 및 제작

나. 영광 3'4호기 건설사업파 원자력산업구조 정착

영광원자력 3, 4호기는 70년대말 제2차 에너지위기 이후인

1979년 9월에 수립된 장기 전원개발 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되어 11호기(영

광 3호기)가 1989년 3월에 12호기(영광 4호가)가 1989년 12월에 각각 준공

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전력수요의 계속적 둔화추세와 이로 인한

예비율 과다보유에 따라 수차례 조정을 거쳐 1985년 3월에 확청된 전원개

발 계획에서 영광 3호기는 1995년 3월에 그리고 영광 4호가는 1996년 3월

에 준공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또한 1985년 6월에는 건철기본계획을 확정하였는데 본 기본계획에 따르

면 원자력 기술자립 기반구축을 위해 한전의 종합사업관리하에 국내업체를

분야별 주계약자로 하고 외국업체는 국내 주계약자의 하도급자로 참여토록

하는 국내주도 계약방식으로 추진토록 되어 었다. 이에 따라 한국중공업

(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핵연료(주)(현채는 한국원전연료(주» 둥 국내

주계약자에게 발주의향서룰 발급하는 한편， 일부 기자재 공급파 기술도입

을 위하여 7개국 18개사에 입찰안내서를 발급하여 1986년 3월 4개국 13개

사로부터 응찰서를 접수， 6개월간의 입찰평가를 거쳐 1986년 9월 계약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뒤 6개월간의 계약협상을 거쳐 1987년 4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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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및 외국의 하도급계약자와 플랜트 종합셜계 및 주기기공급에 대

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기술도입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외국

하도급계약자로는 원자로셜비 및 핵연료 관련 기술도입 부분에 미국의

Combustion Engineering (CE)사， 터빈발전기 및 관련기술 도입부분에 미

국의 General ElectriC<CE)사， 그리고 플랜트종합셜계 및 관련기술 도입부

분에 미낙의 Sargent & Lundy(S&L)사를 각각 선정하여 국내 주계약자의

기술 미진분야를 보완하고 관련분야의 기술을 전수토록 하였다. 또한 1987

년 11월에는 주셜비공사 시공계약을 현대건설파 체결하여 영광 3，4호기 사

업수행을 위한 체제를 모두 갖추게 되었고 이로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구

조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1)

영광 3, 4호기 사업의 특징은 원전껄비의 기술자립과 건설사업을 병행

·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원전건설 기술을 자립하여 원자력을 국산에너지 자

원으로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최초로 국내업체주도형 사업으로서

한전이 전체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국내업체는 각 분야별로 사업을 주도

하되 가술미진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업체에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

에 소요되는 자금중 외자의존도를 17% 정도로 대폭 축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외국 계약자의 설계업무를 국내에서 국내계약자와 공동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안전성의 중복 확인과 기술습득을 극대화하고， 모든 셜계자료를

국내에 축적케 하여 셜계표준화를 통한 발전소 설계의 토착화를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입 석유와 석탄둥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원을 다

변화하여 값이 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특성에 따라서 영광 3A호기는 현재 운전중인 영광 1 ，2호기

부지 곁에 시설용량 1백만kW급 271 를 1987년 5월에 사업착수를 하여 약

2년여에 결친 국내 · 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위원

1) 원자력국제협력 및 국가별 기술자립 전략분석，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RR-1201/92,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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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최종섭의를 거쳐 1989년 12월 정부로부터 건설허가를 정식으로 발급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1989년 12월 최초 콘크리토를 타컬하고

1990년초부터는 구조물 건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91년말 현재

설계 83.4%, 기자재공급 82.31%, 시공 39.23%로서 종합공정율은 50.74%로

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중어다. 영광 3，4호기는 1995년파 1996년 3월 각각

준공될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이 시점에 가서 원전건설 기술자립도 함께

달성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력으로 원전을 건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X‘·‘ ? 짧했f製.짧 ...1 L.‘ 짧평* 월X鍵챙￥ 혔짧훌 -:_.J

자립도(%)

사업관리 91 98
플랜E종합설계 80 영광3/4호 건껄 95
원자로설비제작 67 87
원자로계통설계 72 。껄 계 참 여 95
터빈발전기 80 。기기제작수행 98
원전연료설계 76 。사 업 관 리 100
시공 97 100

-------------------- -------I I
기 술 도 입 자체기술개발I I

〈자료〉 훤전산업의 구조와 전망， 삼성경쩨연구소， 1993.12

그렴 3-2. 영광 3/4호기 이후의 완전 건셜 놓력 비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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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 영팡 3/4호기 건설사업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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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주요국의 후행핵연료주기 정책

1. 일본

가. 핵연료주기 정책기조

핵연료주기 기술 및 생산능력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국내 핵연료주기 관련 모든 부분에 대한 상용화 정책을 시도하

고 있다. 즉 농축， 핵연료가공， 재처리의 대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연료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형전환로 및 고속중식로의

개발을 국가척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바탕위에 얼본은 사용후원

전연료가 재처리될 때까지 소내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국내

대규모의 재처리 시절이 건젤/운영될 때까지 해외 위탁채처리에 의존하는

후행핵연료정책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용후원전연료 정책은 얼본 원자력위원회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장71 원자력이용개발계획(이하 장기계획)에 기술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공식적으로 일본의 후행핵연료주기 청책을 발표한 것은 제 8차 장

기계획 개정을 위하여 핵연료리사이클전문부회가 1991년 8월 2일에 작성하

여 보고2)한 것이다. 여기에는 제시한 핵연료재순환의 펼요성파 중요성을

제시한 정책의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천연자원， 환경의 보존과 재순환사회 형성에의 기여한다.

-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좀더 경제적이고 안정된 에너지원으로 만든다.

- 좀더 적절한 방사성폐기물관리룰 수행하게 한다.

이와 함쩨 플루토늄의 이용을 좀더 원활하고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핵비확산의 보장이 요구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다음과같은 핵

비확산 보장체제를 수행하는 것을 체시하고 있다.

2) Nucl않r Fuel Recycling in Ja뼈n. Atomic Enα0gy Commission-Advisory Committee
on Nuclear Fuel Recycling Report, August 2,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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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적으로 원자력의 명화이용을 보중한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

기본법에 명시된 원자력형화이용 준수 원칙을 고수하고 NPT외

P.P.3)회의흘 준수핸다는 것을 내외에 천명하고 실행한다.

- 플루토늄의 이용은 핵확산의 가능성이 큰 물질을 취급한다는 접을

명심하여 핵바확산을 위한 엄격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일

본의 플루토늄이용에 대해 증폭되고 있는 핵확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하여 플루토늄어용의 투명성을 내외에 밝힌다.

- 또한 일본 국내에 플루토늄 재순환을 위한 양 이상의 잉여 플루토

늄을 저장하지 않는 것을 국가적인 원칙으로 셜정한다-

- NPT하애서 IAEA 안전조치 체제의 향상을 위하여 일본이 지원하

고 있는 JASPAS4), LASCAR5) 프로그랩을 적극 수행하고 플루토

늄 이용과 관련된 안전초치 기술의 향상파 유효성 증대를 위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노력한다.

- 플루토늄 수송은 짱무원자력협정파 핵물질방호조약 둥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관련국파 긴밀한 협조와 이해하에서 수행되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일본은 앞장에서 기술한 셰계 각국의 우

려 둥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어 보

이며， 자국의 에너지자원 결핍에 대웅하는 가짱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계

속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용후원전연료 정책

3) 핵불질방호조약
4) 일본이 퍼EA의 보장조치 기술개발올 지훤하기 위하여 1981년에 발족한 ‘對머EA보장조

치지원계확’으로 미국， 영국， 서독， 호주 빛 카나다가 참여하고 있옴.

5) 1986년 부터 일본이 머EA에 대하여 특별거출금올 거출하여 상업용 대형 채처리시셜에

대한 보장초치를 검토하는 ‘대형재처리시셜 보장초치 프로책트’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셔독 및 EURATOM 이 참가하고 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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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후원전연료 채처리 및 이용

상기한 보고에서는 주요 청책수단으로서 플루토늄의 수요

공급 균형을 제시한 것이 특정이다. 이에 의하면 플루토늄의 이용은 마래

의 우라늄 수급 전망과 연계하여 유연성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 있다. 이에 바탕하여 플루토늄의 수요 측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고속증식로에서의 이용 : 고속증식로는 플루토늄을 어용할 기본 원

자로형으로 이의 상용화 노력을 계속할 전망이다. 즉 고속중식로는

플루토늄 이용효율이 가장 높고 초우라늄 원소를 재순환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첨을 가지고 있

다.

- 경수로에서의 이용 : 경수로는 일본에서 당분간 주 원자력발전 노

형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속척언 플루토늄 재순환정

책의 유지를 위하여 경수로에의 플루토늄 이용을 추진한다. 이률

위하여 경수로에의 플루토늄이용이 일본 원자력발전에서 주요 발전

원이 되도록 하고， 이의 상용화에 요구되는 기술과 하부구조는 고

속증식로의 상용화에도 척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 신형전환로에서의 이용 : 이 노형은 연료사용에 많은 유연성을 가

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재순환계획에 유연성올 부여하기 위하

여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플루토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수요측면은 고속증식로와 경

수로 및 신형전환로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 수요를 충족할 공급측면은 다음

파 같이 제시되고 있다.

- 로짜쇼 재처리시설에서의 공급 : 이 시셜은 일본에 플루토늄을 공

급할 주 시설로서 장71 적 관점에서 일본 플루토늄 재순환 정책에

필수적인 요소인 고속중식로 프로그랩 수행에 불가피한 것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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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있다. 그리고 경수로 및 신형전환로에서 플루토늄을 이용하

기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로서 인식되고 있는데 건셜현황은 표 3-4

와같다.

- 해외 재처리 위틱을 통한 공급6) : 재처리의 국내 공급이 완결되기

전까지 소요 플루토늄을 공급하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수된

플루토늄은 경수로에서의 재순환， 신형전환로와 고속증식로에서의

채순환 연구에 이용할 계획이다.

- 東海 재처리시셜7)에서의 공급 : 고속증식로와 신형전환로의 연구개

발에 활용할 플루토늄을 공급하는 역할을 계속 담당할 예정이고，

향후 민간 재처리시셜인 로까쇼무라 재처리시설의 채처려 기술개발

에 기여하도록 활 에정이다.

그리고 MOX연료의 국내 공급시스템은 이들 프로그랭파 연계되어 결

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일본의 플루토늄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일

본의 2010년까지 플루토늄 수급균형을 기술하고 있는데 야의 주요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에서는 2010년까지의 플루토늄 이용운 고속증식로에

서 약 22-33톤 put 정도， 신형전환로에서 약 10톤 put 정도， 경수로에서

약 50톤 P1.lj으로 총 87-93톤 pu，정도로 되어 있고， 공급에서는 東海시설에

서 약 5톤 PUc, 로까쇼시절에서 50톤 PUf, 해외재처리 위탁에서 약 30톤

Puf으로 총 85톤 Put 정도로 잡고 있다.

최근에 일본의 전문가가 일본의 플루토늄 수급균형에 대하여 개정의

펼요성에 대해 Nuclear Fuel지와 대답8)한 내용에 의하면 東京대학의 핵

6) 현재 일본은 영국 BNFL과 프랑스의 Cogema에 5,900 톤U의 경수로 사용후원전연료와

1，100톤U의 가스로 사용후원전연료의 재처리위탁 계약울 맺고 있다.

7) 이 시철은 1977년 hot 운전을 시작하였고， 습식 Purex법올 채택하여 0.7톤VI일의 처리놓

력올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처리한 사용후원전연료의 양은 약 않O톤U이다.

8) Japan’s pu balance by 2010 will be less than AEC estimates, professor says, Nuclear
Fuel, October 11, 1993,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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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파 교수인 쓰쓰키 씨는 앞서 기술한 원자력위원회의 2010년까지의 플

루토늄 수급율형빠서 제시하고 있는 핵분열성 플루토늄의 공급량이 실질적

으로는 15-25톤 정도가 작은 65톤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고 그 이유로서

로까쇼 재처리시설의 건셜완공이 당초의 1997년에서 2αm년으로 연기된 데

에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쓰쓰키 교수는 2010년까지 85톤을 사용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65톤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경수로에의

이용이 35톤， 고속증식로에서의 이용이 10~20통 정도일 것이라고 제시하

고 있다.

표 3-4. 일본의 핵연료주기 3시셜 개요

구분 째처리시껄 농축시셜 저준위쳐방분사시생셜예기훌

소유/훈영 일본원자연료(주)

아오모리웬 차tA미}키
타군

위 ~l 로까쇼무라 0 카타이 아오모려젠 차미키타궁 로까쇼무라 오시타이 지구
지구

부지연척 3，800，α)()mZ 3，000，α)()mZ

- 주 시셜 : 800톰UI년
• 초71 150톤 Swul년

- 4g(최aim종”Pαm，척K뻐mI으O13드f후영(는3용‘α}nmm- 사용후연료 저장시셜
용량

회3-‘1’빼廳쩨U혜불뺑팩시’왜n껄
。로책출으발로

- 획총 는 1 ，500롤

SWU!년
드럼분)。로 확장

건셜비 8.400억앤 2，500억앤 1 ，600억앤

。 재처리사업신청 :

。。-2l단안사용건계째업껄션((K션4개깨밍n갱시시혼톰SSW’W’’g89a27UUSl3//O년22년6l7)4)
- 사업신청 : ’88.4.낌

’89. 3. 30 -훈건설개시 : ’90.11.30
-훈건껄전개시시 : ’93.4.28 - 천개시 : ’92.12.8
- 개 :2αm년

계획 1월
。 혜기물판리사업 신청 - 사운건껄업신 시청시 : ’92.1.28

·건19얼89，재1.3.30 - 전재개 ’’%933.7
- {!~7H 시시 • ’92.5
‘ 훈영재 : ’95.2

〈자효> Atom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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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일본의 2010년까지 플루토늄 수급균형

(단위 : 핵분열생 플루토늄)

1. 플루토늄 이용

1) 고속증식로 및 신형전환로

- 고속중식로 실협로 r조요j 및 현형로 r몬츄J <O.6톤/년) 12-13톤
- 고속충식로 실종로와 이후의 빼 10-20톤
- 신형전환로 훨형로 r 후겐」 및 실충로(0.5-0.6통/년) 약 10톤

(소 계) 약 32-43톤

2) 경수로
- 1990년 대 중반 : 800 MWe급 PWR!BWR각 l기 에 1/4노섬씩

- 1990년대 말 : 1000 MWe급 경수로 4기에 1/3노섬씩

- 2000년 이후 : 1000MWe급 경수로 12기에 1/3노섬씩

(소 계) 약 50톤

계 | 약 82-93톤

2. 플루토늄 공급

- 東홈 재처려시설(0.1-0.4톤/년) 약 5톤

- 로까쇼 채처리시껄 (2000년 이후 4-5톤/년) 약 50톤

- 해외재처 려 위탁분(2010년까지 반환량) 약 30톤

계 약 85톤

〈자료〉 일본 핵연료리사이클전문부회의 1991년도 8월 2일자 보고

2) ~.10X연료 가공체제

일본에서의 고속증식로와 신형전환로 MOX연료는 동력로·

핵연료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실시할 예정으로 동력로·

핵연료개발사업단은 PFPF시셜내에 40tl페I용량의 신형전환로 실중로용 연

료가공시셜을 건설충에 있고， 고속증식로 실중로용 연료에 대하여는 실중

로의 건설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과 병행하여 빠른 시일내 동력로·핵연

료개발사업단의 고속증식로용 핵연료가공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해당 기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핵연료리사이클전문부회의 보고서는 적고 있는

。
。

‘“



데 원칙적으로는 2000년 이후에 원형시젤을 건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9)

또한 핵연료리사이클전문부회는 보고에서 경수로용 MOX연료 가공에

대하여 로까쇼무라 재처리시설의 운전에 대웅해 국내 가공시셜을 완성하여

운전하여야 한다고 하고， 국내 가공시셜은 2000년 겸에 년간 약 100톤의

가공능력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동력로·핵

연료개발사업단의 MOX연료 가공기술이 민간에 빨리 전수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 MOX연료 해외 가공

일본 해외위탁 재처리에서 회수된 플루토늄중 일부를 국내

MOX연료 가공시설이 완결되기 이전까지 해외에서 MOX연료로 가공할 예

정으로 있다. 이를 위해서는 MOX연료의 수송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자국의 법령파 쌍무협정에 대한 대책， 핵훌질방호조약 및 기타 수송안전에

관한 여러 조약의 기준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송된 해외 가공

MOX연료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될 경수로에의 재순환 계획에 이용될 예

정으로 되어 있다.

4) 회수우라늄의 이용

재처리시 발생되는 회수우라늄을 재순환하여 이용하는 척

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핵연료려사이클전문부회는 권고하고 있다. 회수

우라늄의 이용방법으로는 MOX연료의 모재로서 사용하는 것파 재농축하눈

것 및 농축우라늄파 직접 혼합(bIen며ng)하는 것이 었다. 핵연료려사이클전

문부회는 회수우라늄을 채농축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동력로·핵연료

개발사업단파 전력회사들이 공동연구의 형태로 1988년 부터 2개년 계획으

로 닝교토게에 소재한 농축 원형공장을 활용하여 東海재처리시셜에서 발생

9) 국제원자력동향분석， 한국원차력연구소， KAERlJRR-1098191, 1991,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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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수우라늄을 재농축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었다. 그리고 핵연료가

공업체들은 이를 활용하여 경수로용 원전연료로 사용할 것을 199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위탁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회수우라늄에 대해

서는 해외에서 재농축할 계획으로 었다.

4) 사용후 MOX연료의 재처리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은 고속증식로와 신형전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MOX연료의 채처리기술을 회수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다.

1975년부터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의 고준위방사성물질연구시설

(CPF)를 이용하여 실험실규모의 사험을 실시하였고 1985년 부터는 경채성

과 안전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기술개발을 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 성파

를 바탕으로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은 설제 처리조건하에서 시험을 설시

하기 위하여 리사이클기기시험시셜(RETF)를 ’93년도에 건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하여 고속증식로 사용후 MOX연료의 재처리기술을 실증할 계획이

다.

5) 사용후원전연료의 수송 및 저장

1987년 기준으로 소내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원전연료는

2,100 톤V， 東海재처리시설로 운송된 양은 400 톤U 그리고 해외 위탁재처

리를 위하여 수송된 사용후원전연료는 3,600 폰U에 달한다. 현재 사용후원

전연료의 연간 발생량온 730여톤， 2000년에는 1 ，100톤， 2030년에는 2，아R톤

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의 누적량은 19，600톤이 될 것으

로 보이는데 이들 대부분은 재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10>

10) 세계감국의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조사 분석연구， 파학기술처， KAERI-NEMAC/RR

-69/92, 1992, pp.l2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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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후원전연료의 수송

해외 위탁재처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사용후원전

연료의 해상수송이 펼수적이다. 이러한 해상수송은 일본， 영국， 프랑스가

각각 30%, 60% , 1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Pacific Nuclear

Transpvrt Ltd. 소속의 수송선 5척 중 l척으로 수행된다. 이 한척의 수송

용량은 3,000 톤이며 이로부터 수송된 양은 4,000 톤에 달한다.

그리고 육로수송은 東海재처리공장까지의 수송이며 1978년부터 시작하

였다. 이 육로수송은 IAEA규정을 모태로 한 일본 수송큐정하에 운반되고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송용기의 형태는 4가지로서 東海재처리시셜

로 운송할 경우에는 HZ용71 (Hitachi-Zoson) 영국으로 수송시논 Excellox

용기 (BNFL)， 프랑스에 수송시는 TN용기 (Transnucleaire， France), 일본에

서 영국으로 수송되는 Magnox연료는 TK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나) 사용후원전연료의 저장

일본의 사용후원전연료 져장방식은 현재까지는 습식처

장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사용후 MOX연료가 발생되는 것을

대비하여 건식저장방식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현재와 저장능력은 각 발전소의 소내저장능력이 원자로 전노심 용량의

1.5배， 東海재처리시설에 부속된 97 톤U 정도의 습식 저장조가 있다. 향후

에는 로까쇼무라 재처리시셜이 완공되면 3,000 톤U 규모의 저장능력을 갖

는 습식저장조를 갖출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상용 채처리시셜의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소내저장능력을

현재의 1.5배에서 평균 3배 청도로 확장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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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사용후원전연료 및 재처리 시젤에서 발생되는 水樓상태 폐

기물을 고준위폐기물로 간주하고， 채처려시설 및 플루토늄 가공공장에서

배출되는 알파선 방출 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중준위로 잠정 간주하며，

Co-60에 대해서는 300ciIMT , Sr-go에 대해서는 20CνMT， Cs-137파

Ni-63에 대해서는 30C때!fT， C一14에 대해서는 1.0Ci/MT 및 알파선 방출

핵종에 대해서는 0.03Ci/MT까지를 저준위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은 유리고화체로 만들어서 30-50년간 건식저장한 후 섬

지총 처분장(현재 미결정)에 처분할 예정이다. 중준위폐기물은 현재까지 전

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단순 저장되고 있고， 저준위폐기물은 발

생장소에서 잠시 저장한 후 감용철차를 거쳐 아스팔트 고화체/시멘트고화

체 동으로 고정시키고 로까쇼무라의 처분장에서 천충처분한다.

라. 최근 동향

1992년에 일본은 후행핵연료주기 활동에 있어서 대도약을

달성하였다. 1992년 11월에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이 프랑스 항구를 떠

나면서 시작한 일본으로의 플루토늄 수송은 세계적인 관심사를 불러 일으

켰다. 또 로카쇼무라에 상용 재처리시셜의 건설계획을 추진해 왔던 일본

핵연료서비스(]:'iFS)는 상용 우라늄 농축공장을 가동해 왔고， 동일 부지에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건껄하여 왔던 일본핵연료산업(~‘WI)이

1991년 7월 l얼에 합병하여 일본원자연료(주)(JNFL)로 태동되었다.

1992년 12월 일본 수상은 로카쇼무라에 계획된 사용후원전연료 재처리

시설의 설치를 숭인하였다. ]NFL은 1993년 3월에 공장 건셜을 시작하여

2000년초에 완공을 기대하고 있다. 이 공장은 년간 800톤HM의 셜비 능력

을 갖게 되며， 건셜비는 현재 9억 내지는 1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1992년 12월 로카쇼무라에 있는 ]NFL의 저준위 폐기물 처분센터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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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들어갔다. 이 시설은 5만드럽의 초기저장 능력을 갖고 있는데 l잃8

년까지 4배로 확장될 예정이다. 결국 로카쇼무라 처분장은 비록 이러한

확장을 위한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3백만 드렴을 수용할 수 있다.

저준위 폐기물 드럽은 300년간 이 시껄에 저장될 예정이다.11)

1992년 5월 ]NFL은 저장중언 고준위 폐기물을 위한 시설을 착공하였

다. 이 시설은 1995년초에 운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일단 완공되면 1,400

개의 컨테이너가 최소한 30년간 또는 장기 저장의 해결방안을 찾을 때까지

이 시설에 저장될 수 있다. 1992년 8월에 일본원자력위원회(AEC)는 다음

과 같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프로그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12)

。 고준위 폐기물의 최종 쳐분을 위한 적절한 구성을 결정한다.

。 계획된 저장 부지를 선정한다.

。 계획된 저장 부지에 처분 기술을 실증한다.

。 저장소를 건셜·운영 및 폐쇄한다.

또한 AEC는 2030년대 후반 또는 2040년에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사업조직을 2000년까지 셜렵하기로 결청하였으며， 사업운영자를 설립

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하였고， 1992년 12월에 1993년 4

월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사업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구성하도록

결정되었다. 동 위원회는 우선 처분사업올 촉진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수

행할 계획이다.

8월에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 (NSC)의 전문부회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있는 사용후원전연료의 건식캐스크 저장의 허용을 제안하였다. 이 옵션은

영구쩍으로 습식저장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지침에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

이다. 건식저장의 캐니스터는 기존 경수로의 기준을 만족하는 공기조절장

치를 갖춘 내진구조물에 저장될 것이다.

11) Data Feature-Status of Na디onal R학πocessing and Waste Management Programs
1992, Nukem Market Report, Feb. 1993, pp.36-37

12) 전께서.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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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5월에 일본에서 고준위 방사성액체폐기물을 유리고화하는 설중

시설이 새로이 시도되었다. 토까이 유리고화시철(TVF)는 야며 cold

testing의 2개년 장기 프로그램을 시작해 왔으며， 이것은 유리고화 처리와

원격조정 보수를 포함할 것이다. 이 시험은 종사자를 훈련시키며， 1994년

에 가동 예정인 hot experiments의 안전성파 신뢰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VF의 운영자인 동력로·핵연료개발단은 상용 계획하에 웅용

될 수 있는 유라고화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플랜트로 활용할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플루토늄 이용정책에 대한 제외국의 우려를 의식하고 체

8차 원자력이용개발 장기계획 개정에서 상당한 신증함을 보이고 있다. 일

본이 이 렇게 신중함을 보이 게 한 주요 사건들로는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폭， 일본의 플루토늄 제고에 대한 우려 증폭， 핵비확

산체제의 강화， 세계적인 고속증식로 개발의 침체 둥에 기인하는 바가 크

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에너지 차원 결핍파 해외 에너지수입에의 의존에

따른 국가 에너지 불안정 t갚생 둥을 주변국을 포함한 여러나라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通흉흉省산하 장기에너지조사회 둥이 중심이 되어 주요 에

너지원별 공급불안정 가능성 둥을 검토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

한 일본은 자국의 이러한 에너지 사정을 정접으로 하여 플루토늄이용의 불

가피성을 홍보하고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플루토늄 이용의 투명성을 확

보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제외국에 적극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플

루토늄 이용의 투명성 확보릅 국제적인 시스탬내에서 해결하는 하나의 방

편으로 전문가 둥이 중심이 되어 국제 플루토늄 관리를 제안하고 었기도

하고， 고속증식로 실증로 건셜이 시작되는 시점임에 따라 노형 선정에서

핵확산 저항성이 큰 일체형 고속로의 개발이 대두되고 있기도 한데 이는

제 8차 원자력이용개발장기계획 재정이 완결되어야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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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플루토늄 이용정책 및 고속증식로 개발정책의 성공척 수행여

부가 향후 세계적인 플루토늄 이용파 고속증식로 개발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매우

큰 상태이다. 일본은 자국이 1960년대 후반부터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

여 차근차근 쌓아 올련 플루토늄 재순환 기술파 고속증식로 기술을 세계적

인 핵비확산 분위기에 편숭하여 간단히 포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단

지 세계적인 기류에 대웅하기 위하여 고속증식로 개발을 핵확산 저항성이

큰 얼체형 고속로 개발로 방향을 일시척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

며， 플루토늄을 긍극적으로 자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정책목표의 변

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5년의 핵비확산조약 연장여부 결정에

임하여서도 일본은 단순한 연장을 수용하기보다는 자국의 플루토늄 이용이

국제적으로 공언받는 것이 전체된다는 하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교

전략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미국

가. 핵연료주기 정책

미국은 농축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축사업을 제외한 제반

션행 핵연료주기사업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은 기체

확산 공정을 채택하고 았으나， Laser에 의한 농축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

에 들어갈 준비단계에 있다.

미국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사용후원전연료의 재처리를 허용

하고 있지만， 사기업체는 사용후원전연료를 채처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사용후원전연료를 심지충에 직접처분할 계획이며， 처분하기전에 에

너지성이 인수하여 중간저장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책임을 질 예정이다.

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각 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e급

에 해당되는 저준위방사성혜기물는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
w



나. 사용후원전연료 정책

1) 사용후원전연료 수송 및 져장

비둥수형파 가압경수형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들로

부터 배출되는 대표척인 사용후원전연료는 가압경수형이 집합체당 0.46 톤

U, 버둥수형이 접합체당 0.18 톤U로 되어았다. 1989년 현재 발생.누적된 사

용후원전연료는 약 19,600 톤U이고， 2040년경에는 84,100 톤U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3) 현재 각 발전소별로 저장하고 있거나 척은량이지만 일부

는 Morris 습식저장시설로 이송， 저장하고 있다.

습식저장용량 초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전력회사별로 여러가지 방안

을 마련하여 실행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데， 대별하면 습식과 건식저장

방식을 들 수 있다.

우선 습식저장방식으로서는 기존 저장조의 크가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

위에서 용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주로 중성자독성물질을 가미시키거나 집합

체로부터 연료봉만을 뽑아내어 조빌화시키는 방식이 활용 또는 실중상태에

었다. 한편， 건식저장방식으로서는 Metal cask가 대표척이고 Concrete

cask 또는 Modular concrete va띠t가 활용되고 있다.

2) 사용후원전연료 재처리

1966년부터 1972년까지 West Valley Plant에서 사용후 원

전연료의 재처리를 수행한 바가 있고 Morris와 Barnwell에 상용재처리 공

장을 건설하였지만， 사용후원전연료의 재처리에 의한 순환핵연료주기는 현

재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상용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군용

Savann삶1 River P떠nt와 핵잠수함 및 시험로 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I없h。

13) 셰계 각국의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조사 분석 연구， 과학기술처， KAERI-NEMACIRR
69/92,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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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가 운전되고 았을 뿐이다.

사용후원전연료의 재처리에 관한 연구는 1940년대초 군사척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여러가지 처리방법들의 연구개발올 통하여 PUREX 공정이

주 공정으로 채택.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군용 재처리공정의 개선 및

TRUEX 같은 새로운 재처리공정개발에도 지속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2020년까지 발생.누적될 져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사설의

해체폐기물을 포함하여 약 208만 m키 정련 부산물(T리Is)은 약 1억 2010만

m3, 사용후원전연료는 약 74톤U， 유리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약 210 m3

에 달할 것이다.14) 한편 군용 폐기물중 유리화고준위폐기물은 약 3,300 m3,

초우라늄폐기물은 약 30만 m3,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814.2만 m3, 정련 부

산물은 약 2，270만 m3에 달할 것 이다.15)

상용 및 군용 고준위 폐액은 피quid-Fed eer없me Melter"를 사용하여

유려화하기 위하여 Savannah River의 시설이 완공되었고， West Valley의

시컬은 건셜중에 있으며， Hanford와 Idaho의 각 시설은 계획중이다.

28%의 폐기물산화물을 합유하는 유리화 처리온도는 1150't로서 61mt!l

X3m 크기의 스텐레스강 용기에 넣는데， 상용의 경우는 약 2톤U의 사용후

원전연료에 상당하고 군용의 경우는 0.51톤U의 사용후원전연료에 상당한

다. 유리화외에도 여러가지 최종처분고화체가 고려되고 었지만， 2000년대

초에나 실행될 것이다.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는 범 세계적으로 널리 척용되고 있는 방법

을 택하고 있으며， 감용 처리에 의해서 뿔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발생량

을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고 었다‘ 최종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처

14) 전께서. p.26
15) 전게서.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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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폐기물은 2-3개월내에 처분장으로 수송되기 때문에 시젤내에 저장하

는 기간은 극히 짧다.

현재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3개소가 운영되고 았으나， 향후의 처

분은 각 주 또는 몇개 즉 의 합의에 의해 자체 처분장을 마련하여 소화하도

록 하고 있다. 다만 C급이상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처분은 연방정부의 책임

하에 심지층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군용폐기물의 처분 역서 정부의 책임하에 설행되고 있다. 특히 초

우라늄 폐기물의 처분은 현재 New Mexico 주의 WIPP에서 실증시험을

실행중에 있는데 충진방안에 대해서는 아적 연구중이지만 분쇄된 암염과

벤토나이트의 혼합물이 될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개념은 지표면으로 부터 350 m이하이어야하

고 대수충으로부터 200-400m 위에 위치한 수명방향 처분장을 건설하여 수

직처분공에 폐기물을 거치시키고 차폐 플러그로 덮고 윗부분올 분쇄된 웅

회암으로 채우게 되어 었다. 특기할 사항은 적어도 거치후 50년 동안은 언

제라도 회수가 가능토록 하-:;， 있다.

현재의 처분개념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안전성， 경채성， 계동의 효율성동

을 고려한 총체적인 계통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최근 동향16)

1992년 들어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프로그램이 약간의 진전을

보이기는 했지만， 저준위폐기물과 사용후원전연료 푼제의 해결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반적으로 전임자인 부시 행정부에 비해 원자력산업에 대

해 호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클린턴 행정부는 아직 확고한 방사성폐

기물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클련턴은 그가 직면한 모

16) Data Feature-Status of National R악>recessing 없ld Waste Management Programs
1992, Nukem Market R명mπ， Feb. 1993,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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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문제에 대한 정치척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용의주도한 인물로 알려

져 있다. 그가 방사성혜기물 문제에 대한 중재에 성공할 경우 역사는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1명화의 실현자들 중 하나로 기록할 것이다.

1)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은 주정부 및 지역 compact들이 l뾰6

년 l월까지 처분 부지를 공개하거나， 폐기물의 소유권을 발전업자로부터

이양받지 않아도 좋다는 중대한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국적인 부지 물색

노력의 상당한 후퇴로서 새로운 부지의 개설을 지연시키는 결파를 가져올

것이다.

한펀， 현재 가동 중인 미국의 3개 처분장 중 2개인 Washington 주의

Hanford 시설과 Nevada 주의 Beatty 부지가 푼을 닫았다. Beatty는 모든

폐기물을 받지 않고 있으며， Hanford는 서부의 9개 주 및 Alaska, Hawaii

에 대해서만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따라서 South Carolina 주의 Barnwell 시설이 전국척으로 개방되어 있

는 유일한 처분장이 되었다. 그러나 Barnwell 처분장은 동남부 Compact

이외의 주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더우기

Barnwell 처분장은 1994년 7월에는 외부폐기물(outside waste)을 받지 않

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훨 경우 미국의 대부분의 전력회사들이 그들

의 혜기물을 보낼 곳이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전력회사들은 서둘러 발전

소 부지내 저장소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타의 compact들에서의 진전상황은 매우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일부의

compact들 및 자렵지향적인 주(go-it-a!one states)은 아직 부지룰 선정하

지 못하고 있다. 그 일부는 아직 이의 물색을 착수 조차 못하고 었으나， 서

남 Compact의 C떠갑onua주， 중부 Compact의 Nebraska주， 자립지향적인

Texas주 둥 다수는 상당한 진전을 보고 었다. 어들은 향후 수년 내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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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틀도 반핵단체·환경주의자들의 도전

을 받고 있다. 일례로 Nebraska주에서는 주지사가 후보 부지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

2) 고준위 방사성폐기불

사용후원전연료 처분 문제는 지난 해 포괄에너지법이 통과

됨으로써 큰 진전을 보였다. 이 법은 환경보호청으로 하여금 Nevada 부지

에 대한 새로운 방사션 방호 기준을 개발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Yucca산

영구매립장 후보지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국립파학원에 의해 업안

될 새로운 기준은 정부가 장거적인 지충매립장으로서의 Yucca산의 적합성

을 설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은 아직도 요원하다. 왜냐하면 입지륜 반대하고 있는 Nevada주 당국

과 반핵진영플이 새로운 기준애 대해 시비를 걸어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다.

지난 1월， James Watkins 에너지부 장관은 Bush 내각파 함께 이임하기

전， 정부가 적합성을 보장할 경우 Yucca산 부지가 사용후원전연료를 인수

할 것을 권고했다. 이것이 예정된 2010년까지 저장소똘 갖게 될 최때의 회

망적 징후가 되고 있다.

3) MRS 부지

사용후원전연료 임시저장소의 물색은 영구처분장의 결정

만큼이나 어렵다. 미국 원자력폐기물 중재인(US Nuclear Waste

Negotiator)은 지금까지 극허 일부의 안디안 종족 및 여타의 지역공동체가

MRS(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시설의 유치를 회망하고 있움을 확

인했을 뿐이다. 이들의 계획 조차도 주변 공동체들의 반대에 의해 도전 받

올 수 었다. 현재 입지 푼체애 대한 가장 열렬한 경합차틀은 New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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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Mescalero Apache 족파 U떠h주 Goshutes족의 Sk벼1 V외ley Band이

다. Mescaleros들은 현재 추가 연구와 대중홍보 운동을 수행하는， 부지 유

치 절차의 II-A 단계를 진행 중이다. Goshutes족은 IT-A 단계를 신청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지지부진함을 볼 때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1998년까

지 rvms 부지가 완공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Watkins는 퇴엄하면서 정

부가 국립연구소 부지 풍 연방정부 자산이나 군사기지 둥 폐쇄된 시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1998년까지 I\ffiS의 완공이 무망할 것엄을 인석한 전력회사들은 !\1RS

완료 여부에 관계 없이 에너지부가 사용후원전연료를 그때까지 인수키로

한 약속을 지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이를 지키기 위해

Watkins의 권고를 받아들여 연방정부 부지에 임시저장소를 세올 것올 제

안했다.

한편 저준위 방사성폐기불에 관해서 전력회사들은 부지내 처장소를 계

획하고 있다. 그러나 주 규제기관들은 발전소가 사용후원전연료 영구저장

소로 될 것을 우려하여 전력회사들에 대해 이의 저장을 허용하는 것을 주

저하고 있다.

3. 프랑스

가. 핵연료주기 정책

원자력에너지 개발 프로그랩을 강력히 지훤하는 프랑스의 전

략 및 정책은 우라늄 공급을 제외한 모든 핵연료주기 관련기술 능력올 확

보하는 것이다. 이 정책의 추진은 원자력 프로그랭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

과 국내/외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즉 연방정부로 부터 강력한 지

원을 받는 민간 산업체가 담당하고 있고 정부는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한

인허가와 폐기물 처분을 책임지고 있다. 방사성혜기물 관리와 환경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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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순환하기 위한 재처리는 사용후원전연료 관리 차

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삭하고 있다. 단 반감기 (30년 이하)의 방사성폐기

물 처분은 천충처분이 적당하고 장반감기의 방사성혜기물 처분은 그 안전

성이 확인된 후 심지충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외 관련 정책은 다

음과 같다.

。 채처라공장에서 나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유랴고화하고 중저준

위폐기물은 세벤트나 플라스틱으로 고화한다.

。 처분장까지 방사성폐거물 수송과 처분은 연방정부기관인 ANDRA17)

가 책임을 지며， ANDRA는 다시 야 일을 해당 민간 산업체에 의뢰

하고 그 비용은 발생자에게 부담시킨다.

。 사용후원전연료의 중간저장은 습식저장에 의존하고 있으나 대체방안

으로 건식 저장방법도 고려하고 었다.

。 발전용 원자로에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순환시키기 위하여 사용후원

전연료를 재처리하고 있다. 재처리하여 회수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은

LWR와 F‘BR에 제한적으로 순환하고 있다.

。 원자로의 해체는‘ 원자력시셜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수행한다.

나. 사용후원전연료 정책

1) 사용후원전연료 수송 및 저장

고속증식로인 Phenix 와 Superphenix 의 사용후원전연료를

건식저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사용후원전연료(경수로 또는 가스냉각

로)는 발전소 또는 재처리공장 부지내에 습식저장한다. 사용후원전연료의

수송은 주로 철도수송에 의존하고/ 있으나 짧은 거리에서는 트럭에 의한 육

17) 프랑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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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송과 해외로 부터의 해상수송도 병행하고 있다.

가)습식저장

발전소의 저장 수조외에 프랑스는 La Hague에 10,000

MT 규모와 Marcoule에 800 MT 규모의 습식저장시옐을 갖고 있다. 프량

스국내의 사용후원전연료는발전소현장의 수조에 1년정도 저장하였다가 재

처리공장내 저장수조에 2-3년간 저장한다.

나)건식저장

프랑스는 고속증식로 사용후원전연료와 GCHWR 원자

로 사용후원전연료를 건식저장하고 있다. Marcoule의 APM/TOR pilot 재

처리공장내 저장시셜은 기냉식의 Well을 채돼하고 있고， Cadarache 에 있

는 180 MTI페I 규모의 CASCAD 건식저장 시셜은 밀폐된 캐니스터와 자

연대류 냉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 사용후원전연료 수송

프량스의 원자력산업체는 관련 운반법규를 만족하는

한 운반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용후원전연료는 트럭， 기차와

선박둥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다.

프랑스내의 모든 사용후완전연료 수송은 Cogema와 Cogema의 자회사

언 TN사에 의하여 수행된다. 유럽대륙내 국가간 사용후원전연료 수송은

NTL사가. 포 일본과 유럽대륙간의 사용후원전연료 수송은 PNTL사가 수

행한다.

사용후완전연료 수송용기는 프랑스 국내의 운반관련 법규를 만촉하고

있다는 것을 Cogema로 부터 송인받아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물질

운반기준도 만족하여 야 한다. Cogema는 지금까지 가압경수로 사용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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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수송용기로 TN과 LK둥 2종류를 송인하였다.

2) 사용후원전연료 재처리

프랑스의 EdF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

업활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발전회사인데， 이 때문에 EdF는 다른

전력회사들과는 달리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을 유연하게 취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현재 EdF가 취하고 있는 플루토늄 재순환 프로그랩은 경

제성측면이나 관리면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나 고속증식로 실용

화의 지연 둥에 따라 재처리와 중간저장의 양면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예

로 최근의 연구개발계획에서 CEAI8)는 장기적인 연구개발방향으로서 재처

리시설과 폐기물관리시젤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비의 삭감， 사용후원전연료

의 중간저장 및 직접처분파 같운 후행핵연료주기에 대한 좀더 유연한 해결

책 모색， 악티나이드의 순환파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채처리 방법 개발을 들고 있음19)에서 프량스가 최근에 채처리를 통한 핵연

료주기의 완결을 잠정척으르 순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EdF는 플루토늄 재고량의 증가를 회피하는 것에 관심올 크게

보이고 있는데， 이는 플루토늄 이용 수급 균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크

게 좌우된다고 볼 수·었다. 프랑스의 플루토늄 공급은 주로 UP2 재처리

시셜에서 이루어지고 었고 MOX연료는 벨기에의 Dessel에서 공급되고 있

다. 현재의 플루토늄이용계획이 경수로 이용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데， 현

재 MOX연료 장전이 계획된 16기를 18기로 중가시키고 연소도도

43，OOOMWDI톤으로 중가시키면 UP2 재처리시설이 완전가동된다고 해도

수급끌형이 어느정도 달성되고 플루토늄 저장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

18) 민수용 및 군사용 훤자력개발율 당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산하에 여러 운영기판

과 연구센터률 가지고 있고 원자력 관련 민간 산업체에 공동투자하고 었다.

19) 세계각국의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조사 분석 연구， 과학기술처， KAERI-NEMACIRR-
69/92, p. 58, 1992.12

- 74-



로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20)

결국 프랑스의 플루토늄 이용정책은 EdF의 핵연료관리정책파 MOX

연료 이용계획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핵연료주거

의 전채비용 관점에서 경제성이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MOX프로그햄은 경

체성에 의하여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1) 폐기물처리

2αW년까지 방사성혜거물의 예상 누척량은 중저준위혜기물

이 80만 ml 이고 고준위폐기물이 5만 m’이다. 폐기물발생자는 ANORA가

송인한 폐기물처리방법 중에서 선돼할 수 있다.

고준위폐기물의 고정화에 대한 연구개발은 1957년 이래 현재 진행중이

며 이 연구개발을 통하여 사용후원전연료의 재처리에서 나오는 액체혜기물

의 AVM 유리고화 공정을 개발하여 상업적으로 적용하였으며 현재 운영중

인 AVM 유리고화공장은 4개로 다음파 같다.

- 1978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Marcoule의 AVM 시셜은 1개의 유리고화

공정라인을 갖고 었으며， 1990년까지 46，αB 시간을 운전하여 액혜폐

기물 1,362 ml
를 603 MT의 boro-silicate glass로 처리하였다.

- La Hague 재처리공장에 었는 2개의 AVM 시철은 각각 3개의 유리

고화 공정라언을 갖고 있으며 매시간당 180 I의 액체폐기물을 60 뼈

의 borosili cate glass 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R-7 시

젤은 1989년에 가동하였고， T-7시쩔운 1991년에 가동이 시작되었다.

- 4번째 AVM 서셜은 영국의 Sellafield 재처리공장에 있는 AVM 시철

이다.

20) Frans Ber암10urt， Plutonium policy 띠 Europe: inOO.믿a디on 삐d disint앨ration， Paper

to be presented at Tokyo Workshop, p.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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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저준위폐기울 처분

1967년초 프랑스는 다른 구주지역 국가들파 마찬가지로 저

준위폐기물을 북대서양 섭해에 처분하였다. 그러나 이 심해처분 방법은

해양오염문제와 La Manche 부지에서 시작된 천충처분이 더 경채척이라는

이유때문에 그후 중단되었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프량스의 전략

은 인공방벽을 설치한 천충처분이다.

La Manche 처분장의 운영이 1969년에 시작된 이후， 중·저준위폐기물은

2개의 트렌치에 직접 처분하였다. 이 트렌치는 진흙이나 플라스틱 판으로

언공방벽을 설치하였으며 중준위폐기물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콘크리트 슬

라브로 이루어진 vault블 셜치하고 여기에 모래나 콘크리트로 인공방벽을

셜치하였다.

La Manche 처분장이 1991 년 포화상태에 이르려 폐쇄하고 I’Aube 부지

에 새로운 처분장을 건설하여 1992년 초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I'Aube 처

분장은 1987년에 ANDRA 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며 1 Mm1 의 용량을 갖고

있다. 현재의 폐기물 발생량으로 추정할 때 앞으로 약 30년깐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측된다.

처분장후보지에 대한 물색과 펑가는 ANDRA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산

업부는 후보 부지로 부터 최종 처분장을 결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

게 결정된 처분상은 총리에 의하여 숭인된다.

3) 고준위폐기물 처분

장반감기 혜지물파 고준위폐기물은 1979년 ANDRA가 모

든 폐기물의 장가관랴에 대한 책임을 가질 때까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

다. 이 혜기물은 심지충에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990년 프랑스 총리는 3개 후보부지 지역주민의 반발때문에 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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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1년간 유보하였다. 1990년말 국회보고서는 CEA 조직으로부터

ANDRA의 분랴， 최소한 2개의 지하시험처분장의 건젤， 지역사회의 재정척

지원과 폐기물의 섬자충 처분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티나

이드 원소의 소멸방법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중액둥이 포함된 주요 처분계

획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프랑스는 현재 폐기물의 심지충 처분에 대한 개념설계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얀 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다.

ANDRA 는 1987년까지 심지충 처분의 연구를 통하여 4개의 후보부지

를 선정하였고 1992년에 지하시험시설(ISVL)의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2α%

년까지 처분장 건설을 완료하여 2010년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으

나 1990년 부지확보 계획에 대한 총리의 유보조치로 다소 연기될 전망이

다.

라. 최근 동향

프랑스는 1992년에 유일하게 후행핵연료주기 분야에서 팔목할

만한 진전을 보인 국가이다. 1992년 4월， Cogema의 UP-3 재처리공장이

공식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의 현재 재처리 용량은 5oot!표ν년

으로 예쌍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상 재처리용량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2년

정도 걸렬 것이다. 그리고， Cogema의 발표에 의하면 2000년까지는 약

7，OOOtf표I의 사용후원전연료를 재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1992년 여름， Cogema의 UP3는 독일의 Biblis 원자력발전소U，300MWe

급)에서 나온 사용후원전연료 요소를 재처리하면서 가동을 시작했다.

그라고 플루토늄 산화물 정제실험과 연소된 플루토늄산화물로 부터

Am-241 분리공정의 시범작업이 La Hague에서 서작되었다. Cogema에 따

르면， 아메리슐분리률 위한 새로운 셜비는 1995년경 La Hague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컬비는 Cogema의 재처리 및 재순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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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의 향상 가능성을 해와 수주국가틀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새

공장의 용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장래 UP-3의 챔단공정에 통합될 것

이다.

UP-3공장에서 나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1'7

유리화 공장은 1992년 7월 가동을 시작했다. T7공장와 용량은 년간 600개

캐니스터의 유리화 폐기물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800톤의 사용

후원전연료 재처리결과 나오는 것이다.

1992년 말I Cogema는 UP2와 UP3 재처리공장에 인접해서 2개의 분리

공정 건물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건물들은 외국의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래의 의뢰국에 반

환하기 전， 중간저장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1992년 11월 프랑스의 CEA는 새로운 재처리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연

구시셜인 ATALANTE 1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는 ATALANTE

단지를 구성하는 14개의 연구설중 3개 연구실에 대한 것이다. CEA는 앞으

로 계속해서 나머지 연구설 운영을 위한 허가신청을 해나갈 계획이다.

A단지는 장수명 방사성핵종화학， 채처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채염 및

분석화학연구를 위한 일련의 핫젤파 연구시설들이다. 연구는 SP!N2D에서

수행될 것이다.

3개 연구실이 현재 허가를 받았고 이 연구설들은 방사성폐기물에서 나

오는 댐투늄의 적어도 80%콜 분리하는 La Hague의 재처리 용량을 증강하

기 위한 CEA와 Cogema의 공동연구 프로그랩인 "Puretex"에 사용훨 것이

다. 이 연구설은 또한 장래 연료형태 및 기타 핵종， 그리고 MOX 연료의

취급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1/Actinex" 라 불리는 SPThT의 제 2단계는 2010년에 시작되는 핵종파 장

수명 방사성례기물 처리를 위해 좀 더 개량된 분리 및 농축기술을 개발하

21) S악>eration and Incineration of Long-lived Radio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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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SPIN은 고준위 방사생혜기울양을 10배에서 점차적으로 100배

까지 줄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잡을 것이다.

1992년 10월， ANDRA는 봐리의 동쪽 20없M에 있는 Soulaines-Dhuys

근처에 소재한 자사의 CSA22) 저장샤설에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드럽을

저장했던 최초의 콘크리트벙커를 폐쇄.밀봉했다. ANDRA는 약 l년전부터

이 벙커를 채우기 시작했었다. 완전가동이 되면 CSA는 매년 30，α)()m3 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받게 될 것아다. 이중 약 90%는 산업체와 병원

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함께 프랑스의 원자력산업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 CSA는 2따5-2030년 용 되면 완전히 찰 것으로 예상된다.

SSM23)으로 불리는 ANDRA 최초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지는 LA

Hague의 재처리단지에 인접해있다. SSM은 1969년부터 폐기물을 받기시작

해서 1992년말에는 완전히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

물양의 감소와 보다 효율적언 폐기물 포장기법의 발달로 앞으로 2-3년 더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SSM은 현재대로라면 1995년 용량이 다할 것으

로 예상된다.

2년간 가동중단이 있은 후 1992년 3월， Limoges근처의 Fanay Augeres

에 있는 화강암굴속에 있는 ISPN2't)의 암석충 시험연구실이 재개되었다.

암석충에 대한 최초의 침투성연구는 1982""1983년 동안 Fanay Augeres 에

서 완료되었다. 앞으로 연구는 장기간의 열효파에 대해 수행될 것이며 또

한 앞으로 10만년 간에 걸친 암석의 반웅에 대해 시뮤헤이션을 할 예정이

다. IPSN의 점토충 실험실은 프량스 납부의 Aveyron 에 소재한 혜거된 기

차 터널에 위치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유동패턴과 열전도율과 변형둥이 결

정될 것이다.

1992년 12월， 사회주의 에너지부 장관인 Christian Ba떠피e은 1991년 12

22) Centre de Stockage de l'Au!훌
23) Site de Stoc없ge de fa Manche
24) 프랑스 CEA산하 원자력안전·방호연구소， Institute for Nucl없r Protection 없dSec따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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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일자로 발효된 폐기물법에 따라 부지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실험실이

위치할 수 있는 두곳의 잠재척 부지 탐색을 위한 프량스 정부의 조정자로

이름이 붙게 되었다. Bata피e은 1994년 초엽 정부 보고서에 자신의 견해와

권고를 표명할 예정이디.

1992년 12월에는 또다른 폐기물법령여 ANDRA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었는데 그것은 5가지로 표현된다. 즉， 폐기물저장부지의 운영， 지하실험

실의 구축， 방사성폐기물의 제염을 위한 내역수립 및 프랑스 영토내에 있

는 방사성폐기물의 회계 둥이다.

EdF는 EdF소유의 부지외 사용후원전연료 저장소를 건립할 것을 분명

히 하였다. 현채 약 7，200tl묘I의 용량을 가진 국립 중간저장설비의 개념

셜계를 하고 있다. 이 개념 설계는 EdF의 공학 및 건설부서의 Lyon사무소

(CLI)에서 수행중이고 1992년 12월 EdF의 연료부서에 소속되었다. 사용후

원전연료의 풀저장을 계획하는 CLI 프로책트는 1996/97년 경애 가동될 예

정인데， 습식저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EdF자쩨가 이 방식에 익

숙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식저장 방식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4. 영국

가. 후행핵연료주기 정책방향

영국의 기본적인 플루토늄 이용정책은 일부 고속중식로에

연구개발 수준의 재순환올 제외하고는 미래의 연료로서 저장하는 것이라고

활 수 있고 발생되는 고준위폐기물은 즉각 유리고화하여 저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플루토늄 이용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이용

가능한 플루토늄 이용주기로서 Magnox연료 주기， 산화물연료 주기， FBR

연료 주기를 둘 수 있다. Magnox주기는 Magnox 사용후원전연료의 저장

특성을 감안하여 재처리후 저장하는 방식을 채태하고 있으며， 산화물연료

주기는 AGR 핵연료를 THORP를 이용하여 플루토늄올 분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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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보다는 경수로에 재순환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인데， 영국의 1994년

원자력정책 검토에 따른 정책결정에 따라 그 실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

여 아직은 확실한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고속증식로연료 주기는 고속중적

로 원형로인 PFR의 사용후연료를 UKAEA25)가 재처리하여 재순환하고 있

는데， 영국의 고속증식로 개발정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여 이 주기의 실

행 가능성도 매우 불확실한 상태어다. 한편 재처리에서 회수되는 우라늄의

경우는 농축과 가공의 단계를 거쳐 핵연료로 재사용되고 았다.

그러나 영국의 재처리정책은 해외에서 위탁받은 재처리에 대해 서버

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처리의 시장성이 중

요한 정책결정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냐. 정책현황과 주요 정책현안

영국의 플루토늄관련 정책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여

Magnox연료 주기 둥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를 셰분하여 보면

- Magnox연료의 재처리(국내， 국외)

- 산화물연료(LWRlAGR연료) 재처리(국내， 국외)

- 고속중식로 연료의 재순환 : 재처리와 연료가공

- 채처리 회수우라늄의 이용

- MOX연료의 가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Magnox연료의 재처리는 BNFL26)의 B205 시셜에서 재처리 되고 있

다. 지금까지 B205에서 채처리한 Magnox연료의 양은 민수용 약

22，OOOT따I청도인데 이중 약 90%는 영국 국내 Magnox 형 발전소에서 나

온 사용후원전연료를 재처리한 것이고 나머지 약 10%는 일본， 이탈리아의

25) 영국의 휠자력관련 종합기판으로 산하에 원자력연구기판파 AEA Technology사용 운영

하고 있다.

26) British Nucl잃r Fuel pIc., 영국에서 핵연료주기 산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으로 1971에 설립되었으며 UKAEA가 51%의 지분율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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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ox형 발전소의 것을 위탁받아 재처리한 것이다. 재처리룰 통하여 발

생한 플루토늄의 양을 추산하면 B2057r 운전개시한 1964년 부터 1992년까

지 약 51톤이 분리·쟁산되었는데 이중목적 원자로인 Calder H와l파

Chapelcross의 재처리분(약 8톤의 플루토늄 발생)을 합하면 현재 약 59톤

이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없) Magnox 사용후원전연료의 재처리에서 발생한

훌루토늄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미래의 차원으로서 저장하

는 것이 영국의 원칙이다. Magnox 사용후원전연료는 파거부터 저장상의

어려움(펴복재가 울에 의하여 부식이 용야하여 현재의 습식저장방법에는

어려움이 있는 둥)으로 즉각 재처리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왔는대， 이러한

Magnox 사용후원전연료의 채처리는 Magnox 프로그램이 끝나는 2000년에

서 2010년경 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화물연료의 재처리는 크게 영국의 원전인 AGR파 해외의 LWR 사

용후원전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전력산업의 민영

화와 원자력발전산업의 구조개편에 의하여 NE28)와 SNL29) 의 두 원자력발

전회사가 설립되었다. 야들 두 전력사는 재처리에 대하여 약갇 다른 태도

를 취하였는데 NE는 기본적으로 자사의 사용후원전연료를 재처리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한 반면 SNL은 AGR 사용후원전연료의 재처리보다는 저장

하는 방안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NE는 1991년 9월 향

후 15년간 Bl\TFL파 재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SNL은 영국에서

BNFL은 핵연료주기 산업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연료꽁급과

재처리가 연계되어 계약이 되는 관계로 방침올 바꾸어 1992년 2월 BNFL

과 향후 15년간 SNL소유 AGR형 2기의 원자력발전소3이에서 발생되는 사

용후원전연료의 재처리를 실시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두 계약은 미

27) Britain 없d Plutonium, Internation허 Security Infonnation 5않vices， ISIS Brie파19

No.31 , 11/92, pp.4-5
28) Nuclear Electric, 잉글랜드와 쩨일즈 지역율 담당하는 원자력발전회사

29) Scottish Nuclear L떠.， 스코틀랜드 지역올 담당하는 발전회사

30) Hunterston파 Torness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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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비용증가의 일부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된 것인데 최근 영

국정부의 석탄산업 정책과 맞물려 그 지원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하게 된

것요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30 현재 SNL은 AGR 사용후원전연료를 건

식 중간저장할 계획을 계속 추진하여 1992년 봄에 계획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건식 중간저장이 가능해질 때까지 BNFL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32)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계약은 SNL의 AGR 2기에 대한 연료공급

과 사용후원전연료의 재처리， 방사성혜기물의 처리처분 및 관련 연료주기

시셜의 폐지를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33)

BNFL의 산화물연료 재처리 계획은 ’70년대 중반에 수립되어 THORP

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때 영국은 원자력산업이 축소되고 있는 시가여서

THORP는 외국의 LWR 사용후원전연료를 재처리할 것에 중점을 두기로

되어 있었다. 현재 THORP의 운전에 대하여 영국내에 많은 논란34)이 있으

나 1993/94년에 운전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었다‘ THORP는 1993년에

서 2002년까지 총 7.000tHl\1을 재처리할 예정인데 이중 약 1/3은 영국내

AGR의 사용후원전연료률 재처리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위탁받은 재처리

계약35)을 수행할 예정이다.

31) Frans Bet암lOwt， Plutonium policy in Euro뿜 : integra다on 없d disintegration, Paper
tobe Pf않ented at Tokyo Workshop, p.pl1 -12

32) BNFL과 SNL은 1992년 계약에 의하여 이미 618 앙-IM의 AGR 사용후원천여료를 재처

리하여 Sellafield에 저장되었는 상태이며， 앞으로는 중간저장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잃O

바M올， 만약에 재처리가 더 요구된다면 80 따M올 재처리하도룩 계약율 체결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33) DARA FEATURE-Satus of National RePfOcess피g & Waste Management Programs
1992, NUKEM Market Report, February 1993, pp.42-43

34) THORP의 가동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청치척인 논쟁이 주률 이루고 있

다. 이 논쟁은 독일이 사용후원전연료를 저장하는 방안을 에너지정책에서 배제하지 않

기로 한 이후 더욱 치열해졌는데 THORP에 의한 재처리계약의 불확설생(독얼 계약분

만큼의 ·공백 가능성 둥)에 대한 Greenpeace 공격이 주된 현안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영국과의 재처리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THORP 운전율 지지하는 홉윤

영국이 해외의 여러나라와 맺온 국제적인 계약율 이행하지 않올 때 밭을 국가적 손실

올 우려하고 반대측올 껄특하고 있다.

35) 재처리 위탁내용을 보면 일본은 1앉B년에서 2002년까지 약 2,296 MTHM융， 독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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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중식로 연료의 재처리와 재순환은 UKAEA의 Dounreay에서 실시

되고 있다. 고속증식로 원형로 PFR에서 사용된 연료는 Dounreay에서 재

처리되고 이는 BNFL의 Sellafield 가공공장에서 MOX연료 펠렛으로 만들

어 진다. 그러나 영국내에서 고속증식로 프로그램의 전망이 매우 불확실해

져 PFR은 1994년 운전정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유럽의 EFR계획에도

1994년부터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된 상태가 됨으로써 고속증식로에서의 재

순환은 당분간 수행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Magnox 사용후원전연료의 재처리에서 회수된 15，000톤 이상의 우라

늄은 BNFL의 Springfields 에서 변환되 어 BNFL의 Capenhurst 농축공장파

URENCO의 원심분리법 농축공장에서 농축된 후 다시 Springfields 에서 가

공되어 연료로서 재사용되고 있는데 1990년 이전까지 약 75%의 연료가 재

처리에서 회수된 우라늄으로 생산되었다 .36)

BNFL은 최근 MOχ연료 가공시설의 건셜을 위하여 Intermox를 셜립

하였다. 이는 BNFL파 독일의 Siemens간의 MOX연료 가공기술 전수를 전

체로 하고 있는데 년 120 tHM규모로 THORP 재처리시절에 인접하여 건

설하고자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고 1997년에 운전개시할 예정이다. 이외

1993년 운전개시 예정인 원형 시설 MOX연료 가공시셜인 Sellafield MDF

가 있는데， 년간 8암표I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고 집합체가 아난 연료 훨

렛이나 연료봉 형식으로 제작하는 사설이다. 이들 시설은 표 3-11에서와

같이 LWR용 MOX연료를 가공할 계획인데 이 이유로는 첫째， 영국에서는

AGR에 플루토늄을 재순환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우세하고， 둘

째， 향후 영국의 주력 노형으로 건설할 예정언 PWR형 원자로(Sizewell-B

2002년까지 약 842 MTHM올 2002년 이후에 1,600 MTHM올， 스위스는 2002년까지

401 MTHM을 위탁하고 있는 동 총 해외에서 위탁하고 있는 재처리량온 2α)2년까지

3,995 MTHM에 이르고 있고 때02년 이후에도 독일로 부터의 l，B<삐 MTHM이 있다.

36) P1utoniwn Fuel-An Assessment, Report by an E:자훌π ‘ Group， OECDINEA, pp.l14
116,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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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건셜중)에 재순환할 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해외의 수요에 대웅

하기 위한 것야다. 그러나 현재 영국은 1994년 원자력정책 검토에 의하여

Sizewell-B 이후의 원자력발전소 건셜이 계속될 지가 판가륭나게 되어 있

는 상황으로 경수로에서의 플루토늄 재순환은 이 결정에 의하여 결정될 것

이다.

현재 영국악 플루토늄 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으로서

THORP의 가동여부가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이에 대한 논쟁은 정치 논

쟁화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나 대체로 1993/1994년에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THORP가 가동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영국의 플루토늄관련 정책온 정치적인 손상을 크게 입게 되는 것

이며 향후의 플루토늄관련 정책수립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

인다.

4. 중국

가. 후행핵연료주가 정책

중국의 핵연료주기 정책은 핵연료주기 기술 전반을 자체 기술

개발하는 것이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외국 기술을 도입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사용후원전연료는 자원보전 측면에서 채처리하고， 고준위혜기물은 유리

고화하여 약 30-50년간 임시저장한 후 영구처분한다. 그리고 원전에서 발

생하는 중·저준위폐거물은 1-2년간 소내부지에 임시저장한 후 각 지역별

로 형성될 천충처분장으로 수송·처분할 예정이다.

나. 사용후원전연료 이용

1) 채처리

중국은 1950년대 말 군사척 목적에 의하여 재처리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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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70'년대에 군사용 재처리시셜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상업용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하여 1990년에 비방사성재처리시험시셜이 가동되었고， pilot

형 재처리시설이 100 kg!일의 용량으로 1996년에 가동예정으로 있다. 이

시셜은 고준위폐액에서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37)

상업용 규모의 채처리시설은 pilot시껄이 위치한 고비사막내서 2000년에

서 2010년 경에 운전개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부지 및 고화시절이 포함된 l단계 공정은 1995년 경에 환공할 예

정이다.38)

2) 사용후원전연료의 수송 및 저장

중국은 사용후원전연료를 원전 부지내에서 약 10년간 저장

한 후 중앙집중식 중간저창시설로 수송하여 임시저장하고 그 후 재처리하

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은 습식저장방식

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송은 육로수송인 철도수송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0년경에 약 1，600톤U정도의 사용후원전연료가 발생할 것

으로 보이는데 Qinshan 원전내의 저장조는 15년간의 저장능력을 갖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 방샤성폐기물 처리·처분

중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 저준위폐기물 : 1X10-8-1 X10-sCν[(액체폐기물 기준)

0 중준위폐기물 : 1X I0-5 -ICν1(액체폐기물 가준)

。 고준위폐기물 : ICν[(액체폐기물 기준)

중준위혜기물의 처리는 감용한 후 고청화하여 저장용기내에 포장하고

37) 세계 각국의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조사 분석 연구， 과학기술처， KAERI-l댄MACIRR

69/92, p. 154
38) 전께서， p.l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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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내에 임시저장한다. 그후 각 지역별로 2α)()년경에 형성될 천충처

분장으로 수송하여 영구 처분한다. 지역별 천충처분장중 1~2곳은 원전에

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분하며) 1곳은 군사용 폐기물을 처분하게 된다. 그

리고 재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THU폐기물은 심지충에 처분활 예정이다.

채처리시셜에서 발생되는 중준위 액체혜기물은 수분해에 의하여 처리하

며 군사용 고준위폐기물은 2000년경에 유리고화할 예정이다. 고준위혜기물

의 유리고화시셜은 독일의 기술자문으로 Mock-up 시설을 1990'건대 중반

에 건셜할 예정이나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시껄로 활용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고준위혜기물은 약 30~50년깐 지상의 저장고에서 임시저장한 후 2떠0

년 경에 군사용 고준위폐기물과 함께 심지총 처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후보부지로는 군사용시셜파 언접한 고비사막 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

고 있으나 수송문제 둥으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5. 인도

인도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윤 국가 원자력발전 국산화의 제2단

계와 제3단계에 가동될 증식로의 연료로서 pu과 u-잃3의 사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채l단계에서는 열중성자로에서 생성된 플루토늄의 분리와 재

순환 그리고 제2단계에서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한 고속중식로의 토륨 블

량켓에서 생성된 U잃3의 분리와 재순환을 요구하고 있다. 각각 Trombay

와 T하apur에 건셜된 양 재처리공장에서 고속증식로 시험로인 FBTR에 필

요한 인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얼익을 담당하고 있다. K떠p밟k없n어l

건셜중인 제3의 재처리공장은 이전의 시셜을 운전하면서 얻은 다량의 설계

혁신을 반영하고 있다.

인도는 Tarapur(WIP-Tarapur) 에 고·충준위 뼈기물 풀랜트를 운전하고

있다. 2개의 추가 플랜트가 Trombay와 K와p와k없n에서 건컬중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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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계획은 재처리로부터 나온 혜기물의 궁극적언 안전저장을 위한 척

절한 저장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웅고된 혜기물이 영구척으로 처분될 후

보 저장부지가 현채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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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사용후원전연료 이용특성 조사

1. 사용후원전연료와 플루토늄의 특성

가. 자원적 가치

1) 사용후원전연료의 자원적 가치

사용후원전연료는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성물질에 의해 차

원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주요 함유 핵분열성 물질로서는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손우라늄과 플루토늄이다. 경수로의 예를 들면 사용후완

전연료가 33，OOOMWDI톤의 연소도로 운전한 평형노섬에서 취출환 경우 대

략의 원소구성을 보면 우라늄一잃5는 0.9%, 플루토늄은 0.95%, 핵분열생성

물은 3.3%, 기타 초우라늄원소로 된다.39) 재처리 회수 우라늄의 0.9%는 천

연우라늄의 농축도언 0.7%에 비하여 높고 이는 사용한 것의 약 28%가 희

수되는 것이며， 또한 플루토늄의 경우는 70%가 핵분열성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한 핵분열성우라늄(장전연료의 농축도는 3.25%)의 20%40)가 회수

가능한 것이다. 결국 사용한 연료의 약 48%가 다시 연료로서 사용훨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생된 사용후원전연료의 양을 추정한 최근의 SIPRI4l) 보고

서의 발표42)에 의하면 1990년말까지 전세계 상용 완전에서 발생한 사용후

원전연료의 양은 약 115，000톤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합유된 플루토늄의

양은 약 650 톤-Putot이다. 그리고 1991-2000 년간에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

는 사용후원전연료의 양은 약 107，220톤으로 여기에는 약 737톤의 플루토

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2001년에서 2010년간에 발생되는 사용후

39) Plutonium Fuel-An Assessment, R학Xπ by an E받lert Group, OECDINEA, p.40, 1989
40) 20%= (0.7 x 0.95%13.25%) x 100
41) Stockholm In따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평화에 관한 연구롤 하는 국제연구

기관으로 1않xi년에 창립되었고 스혜덴 의회에서 채청지원율 하고 있옴.

42) World Inventory of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1992, SIPRI, 1993,
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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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연료의 양은 94，290톤， 플루토늄의 양은 707톤으로 추정하고 있다.집)

표 3-6. 우라늄연료 잔전 원자로의 명형싹이클 특성

과맙뿔r BWR PWR BWR PWR ABWR AP찌fR
ATR CANDU GCR

(I田) (HB) (U)

중(통금/년속) 28.37 25.4 25.5 18.0 20.3 17.2 27.47 171.0 300.0
명

장형 우(톤라/년늄) 28.37 25.4 25.5 18.0 20.3 17.2 27.47 171.0 300.0

전여‘- 분열생 Pu - - -
(톤/년)

료

우(%라)늄농축도 3.00 3.20 3.4 4.7 4.0 4.0 2.32 0.71 0.71

중금속 27.41 24.5 24.4 、 17.1 19.3 16.3 26.52 170.0 298.0

평형취‘
(톤/년)

우라늄 27.17 24.3 24.2 16.9 19.1 16.1 26.32 170.0 298.0
{톤/년)

출
분〈톤열/년성)Pu 0.16 0.17 0.15 0.11 0.12 0.12 0.108 0.47 0.60연

료

우(%라)늄농축도 0.90 0.90 0.78 1.06 0.73 0.56 0.208 O.정O 0.40

i생끌취출연소도 29.5 31.9 38.0 49.7 45.0 51.2 32.0 7.3 4.5
(GWO/톤〉

비 고b 3l2개재월윌갱훈검천 퍼요hιι뼈천뼈 l운5깨천훨 hι않훈재전애 월~ 3I용정5개개갱전윌영 컬이비용융 껄비이용융

3재훨 100%
챔검 갱검 첨컴

76%

〈주> l，OOOMWe급 훤자로률 기춘

a : BWR=기존형 비둥수로. PWR= 기존형 가압수로. BWRO-IB)= 기존형 비둥수로의 고연소
도화， PWR(HB)= 기존형 가압수로의 고연소도화 ABWR= 신형 비동수로. APWR= 신형
가압수로. ATR(U)= 농축우라늄 장전 신형전환로， CANDU= 천연우라늄장전 중수로，
GCR= 천연우라늄장전 가스로

b. 노형마다 훈전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년간 전력 생산량옹 일정하지 않다.

〈자료〉 鳳子力工業 Vo1.36 No. 10. 1990 p.29

2010년까지 사용후원전연료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1980년까지는

유럽지역과 북미지역이 전체 발생량의 90%를 차지하였는데 1990년까지는

이들 지역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게 되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고 었고 상대적으로 옛소련 지역과 아시아의 태평양국가(한국， 일본， 대만)

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까지의 9%에서 1990년까지는 21%로 중대하고

있다.44)

43) 플루토늄 생생 량의 밍00년까지 의 누계는 약 1 ，390톤， 2010년까지 의 누계는 약 2，100톤이

된다.

44) World Inventory of Plutonium and Hig삐y Enriched Uranium-1992. SIPRL Table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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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용후원전연료 발생량을 보면 1992년말 기준으로 경수로용

사용후원전연료가 약 952폰， 중수로 사용후원전연료가 약 261톤으로 총

1 ，840톤이 발생되었다. 이는 10여톤의 플루토늄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며 이는 석유 약 천만톤 정도의 에너지 양에 해당되는 것이다.

2) 플루토늄의 자원적 가치

모든 핵분열성 물질은 핵분열을 통하여 같은 무체의 석유

와 비교해 약 200만배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핵분열성물질을 가지고

있요면서 천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원소는 핵분열성물질의 함유량에 한계가

있는 반면 플루토늄 원소는 사용후원전연료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인공의

원소로서 원소중 약 70%가 핵분열성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거의 모두를 에

너지로 전환할 수 았다는 장접을 가지고 있다. 우라늄파 플루토늄원소의

에너지 전환비를 석유졸 기준으로 비교하면 플루토늄 1그랑은 약 1톤의

석유에 해당되나 우라늄의 경우는 플루토늄의 1/100에 해당되는 약 10 앓

정도이다.웹

사용후원전연료에서 생성되는 플루토늄의 양은 원자로의 종류와 특성

및 운전특성 둥에 의하여 차이가 나나 대략 표 3-7와 같이 척을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1990년말 기준으로 전세계 사용 원전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의 양은 약 650톤이다. 이들 플루토늄의 보존형태를 보면 사용후

원전연료내에 있는 것이 약 532톤， 분리저장되고 었는 것이 약 72톤， 고속

중식로에 채순환된 것이 약 37톤， 경수로에 재순환된 것이 약 13톤이다.46)

이들의 에너지량은 석유환산으로 약 6억 5천만 톤에 상당하는 것이다.

SIPRI가 전망한 2000년까지의 전세계 상용 원전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

p.81, 1993
45) 7'1ν ~.:::. '7J，. η "17Ac v 1 十χ ， S. *lν￥-νE그-， pp.4-32, 1993.6
46) Nucleonics Week, 1잃3.3.4， p.17의 표， 합계에서 차어가 나는 것은 개략척인 계산에 의

한 것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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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우리나라의같고바와기술한앞에서양은2010년 까지의양과

누계로 51.5톤누계로 31.5톤， 2010년까지는8.4톤， 2000년까지1990년까자

47)으로 SIPRI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분리이렇게 생성된 플루토늄은 표 3-8에서와 같이 채처리 파정을 거쳐

2000년애된다. 표에 의하면재순환되게고속중식로와 경수로에회수되어

이중 고속중재처리를 통해 회수되는 플루토늄의 양은 205톤 청도가 되고

정도여서 경수로애 재순환양은 55톤ATR동에 사용되는

가능한 양온 150여 톤이 된다.

식로와 얼본의

표 3-7. 원자로형별 플루토늄생성량

구분 전환융(B) Pur<톤)

기존 PWR 0.5 4.9
기존 BWR 0.5 5.6
5% 재량 PWR 0.56 3.8
AGR 0.5 2.9
Magnox 0.86 14.0
CANDU 0.78 10.0
FBR 1.3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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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늄의 생산량과 소요량 추정

누적량(톤) π캔 1990 199s 2000

재처려 플루토늄 생산량
유럽 40 70 150
일본 8 25 55

고속로 및 ATR 소요량
유럽 10 25 40
일본 3 8 15

경수로째순환 가능량
유럽 30 45 110
일본 5 17 40

표 3-8. 세계의 재처리

RGN InternatIonal EdJtlon-VoIA-l990〈자료〉

47) 2006년까지는 상공자원부의 장71전력수급계획(’ 93-2006) (1993.1 1)옳 기춘으로 하고

2007년 이후는 천력 수요성장이 년간 약 2%일 것으로 가청하여 개산하면 약 100톤 갱

도가 생생될 것으로 추정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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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처리의 차원활용척 가치

원자로내에서 핵분열을 통하여 에너지생산에 기여한 양만

큼의 플루토늄이 사용후완전연료에 잔존하고 있다. 채처리는 잔존 플루토

늄과 미반웅인 체로 남아있는 우라늄을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재처리의 자원활용척 가치를 간솔하면 다읍파 같다. 비순환핵연료주

기를 취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는 100의 우라늄 연료룰 사용할 경우 3

을 에너지로 취하고 있으며， 100의 우라늄 연료를 만틀기 위하여 600의 천

연우라늄을 필요로하고 있다. 즉 600을 투입하여 3을 취하고 있어서 자원

이용율은 0.5%에 불과하게 된다. 반면에 재처리라는 파정을 통하여 재순환

을 하게 되면 회수되는 97의 연료중 일부를 재활용하게 되어 천연우라늄연

료의 소요량은 약 400 정도가 되어 자원이용율은 0.75%로 비순환에 비하

여 자원이용율이 약 1.5배 좋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액체금속로(고속중식로)에 이용하게 되면 우라늄농축파

정에 의한 연료손실이 없어지게 되어 3의 에너지를 얻는데 50정도의 연료

만이 소모될 뿐으로 자원이용율은 60%까지 중대하게 된다.

나. 기술척 측면에서의 특성

사용후원전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청

책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인 요소들은 대체로 사용후원전연료 펴복재의 장

기적 건전성파 이에·따른 장기 저장성이 중요하며， 이외 회수우라늄의 활용

가능성， 분리 및 저장 특성에 따른 플루토늄의 조성과 성질 둥이다.

1) 사용후원전연료의 처장성

경수로의 핵연료는 피복재로 지르칼로이를 사용하고 있어

내부식성이 크다. 이에 경수로의 사용후원전연료는 습식저장 동에도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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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재처리의 필요성을 가지지 않고높다고 볼 수 있어여 저장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가스로 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그녹스연료， 스테인레스

스렬 또는 혹연 코탱 연료 동은 장기적인 습식저장에 적합하지 못하여 조

기에 재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었다.

폐로영국과 프랑스의 가스로들은 90년대에건절된원차로개발 초기에

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틀에서 발생되는 사용후원전연료틀의 저장을

건식저장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비용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위하여

비추어플루토늄 이용에현재의채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조거에에

플루토늄의 채고가 더욱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있는데 소소내저장되고또한 경수로의 사용후원전연료틀은 현재 거의

도달할 것이 예견되고

있고 이에 사용후원전연료의 활용을 위한 정책 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내저장 용량의 한계로 가까운 미래에는 포화상태에

2) 연소도 영향

연소도는 회수가능 플루토늄의 양올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토환조성에 영향을 주어이며， 또한 사용후원전연료내 플루토늄 원소의

보면 연소도가 커질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표 3-9에서늄의

플양은 많으나 핵분열성수록 헐좁와요~QC뻐M땐끄LtU에 비 해 플루토늄의

루토늄의 함유융은 적어진다.

사용후원전연료에서 나타나는 플루토놓-238은 열생성원으로서 플루토늄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인자인데 고연소도수송과 설계에서및 MOX연료의

그려고 연소도가 높을 수록 플루토늄연료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원소들 중 충성자 홉수원소인 240파 242은 연소도가 높을 수록 그 농도가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MOX연고연소도 경수형 핵연료에서증가하게 되어

료를 만들 경우 초기장전 연료에서 핵분열성연료를 더 많이 함유시켜야 하

는 단첩을 가지고 있다.(표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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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우라늄연료의 연소도별 플루토늄 생성량 및 동위원소 구성

연소도 33.000 40.아)() 45.αm 50.αm 55.αm 60.αm(MWψt)

Pu-238 1.5 2.0 2.8 3.3 3.8 4.3(%)

Pu-239 58.6 55.8 53.7 51.8 ro.7 48.9(%)

Pu-240 24.7 25.6 24.5 25.2 24.8 25.3(%)

Pu-241 10.0 10.4 11.8 11.8 12.0 12.0(%)

Pu-242 5.2 6.2 7.2 7.9 8.7 9.5(%)

Pu-flssJ1e 68.6 66.2 65.5 63.6 02.7 60.9(%)

Pu-tot
(k딴연료 9.3 10.3 10.6 10.9 11.6 11.9

〈자료> G. Kessl히， etc., "Direct cI1spos허 versus multiple recycling of Pu",
Proceechngs of GLOBAL'93-Future Nuclear Systems: Em없Ring Fuel
cycles and Waste Dlsp야aI op디ons. Vol 1, pp.감5 - 282, Seattle,
1993.9.12-17

3) 재처리시기의 영향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뽑아내게 되면 플루토늄의 생성은 멈

추게 되고 대신 플루토늄의 방사성붕괴에 의하여 플루토늄의 양이 즐어들

게 된다. 핵분열성 플루토늄인 Pu-239는 반감기가 24，100년으로 매우 길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나 또다른 핵분열성 플루토늄인 Pu-241은 반감기

가 14.4년으로 베타붕피하여 Am-241로 바뀌고 이것은 알파붕괴를 하게 된

다. 이에 따라 사용후원전연료를 즉각 재처리하지 않고 저장할 경우 플루

토늄의 양은 줄어들게 되는데 경수로의 사용후원전연료의 경우 10년 저장

할 경우 플루토늄 총량은 취출시의 99.65%에서 94.07%로 줄어들재 되고

핵분열성 플루토늄의 양은 취출시의 70.48% 에서 64.9%로 줄어툴게 된다.

48)

48) Plutonium Fuel-An Assessment, R멸lOrt by an E짜Jert Group, OECD/NEA, p.35-39,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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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플루토늄의 붕괴는 2가지 측변에서 문제점올 제시해 주고 있

다. 그 하나는 고연소도 연료일 수록 Pu-239의 생성량은 주는 반면

Pu-241의 생생량이 많아지고 포한 Pu-241은 방사성붕괴에 의하여

Am-241로 변하게 됨으로써 핵분열성 플루토늄의 양이 시간에 따라 급속

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Am-241의 생성량 증가와 더불어 고에너지

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Pu-잃6의 붕괴에 의하여 취급이 어려워져 취급비용

의 상숭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리회수된 플루토늄을 저장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후원전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회수하여

바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임을 제시하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에너지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분열생생물의 취급기술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상태여서 취급파정의 자동화를 도입할 경우 비용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 표 3-10은 지금까지의 실질적

인 경험을 바탕으로 플루토늄 취급에 있어서서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샤커

지 않고 플루토늄 함유 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을 나타낸 것이

다.49)

표 3-10. 플루토늄청제. 이후 플루토늄저장 기간 한계

플루토늄 합유 물질 최대 저장기간(년)

Pu02 분말 2
MOX 연료봉 10-13
MOX연료집합쩨 13-20

사용후 MOX연료집합체 무한대

.: PWR연료의 정쩨

4) 안전특성

플루토늄은 옥성이 강하여 인체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일

49) 전게셔，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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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플루토늄 동위원소 중 대표적인 것은 Pu-239으로

플루토늄을 언급할 경우 대부분 이 동위원소를 말한다. 플루토늄 동위원소

들은 대부분 알파선 방출체인데 동위원소들의 반감기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비방사능의 크기도 다르게 되어， 원자로급 플루토늄 원소 전체의 비

방사능은 Pu-239 단독에 비해 7배 정도가 된다. 또한 동위원소중 Pu-241

은 베타붕괴를 하는 것이나 반감기가 비교적 짧은 14.4년으로 붕괴후 알파

방출체인 Am-241로 전환되게 되고 동시에 베타선도 방출하게 된다. 이러

한 Am-241의 생성은 플루토늄의 취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플루토늄의 인체 침입경로에 따른 영향50)을 보면 다른 방사능 원소를파

는 달리 경구섭취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플루토늄이 소

화관에서의 흡수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루토늄의 경우는 호홉에 의

하여 허파에 첨착하는 것이 문제가 돼는데 실제로는 호홉에 의하여 홉입된

양의 약 25%정도만이 허파에 모이게 된다. 이외 드울기는 하나 작업자의

상처를 통한 침입이 있다. 이 경우는 근육에 침입한 플루토늄이 매우 서서

히 혈액속으로 이동한다고 생각되므로 수술에 의한 절제를 통하여 치료하

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결국 플루토늄온 체내에 침엽한 경우

체내에 오래 머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플루토늄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체장해는 현실적으로 확인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동물실험올 통하여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설정이다. 여러 실험결

과 현실적으로는 플루토늄 피폭에 의하여 문제가 되는 장해는 유일하게 호

홉에 의한 섭취로 인하여 발생활 수 있는 암의 발생이라고 할 수 었다.

이러한 플루토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루토늄 취급의 안정성의 부정적

인 측면파 긍정적인 측면을 요약하면 다읍파 같다.

50) 7Jν r ，;::.?L. η77A ε 71 -r A , 工 ;f- Jν￥-ν E그-， pp.14-15, 1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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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측면〉

· 장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Ra보다는 걸지만 Th보다는 짧다)

· 비방사능이 높고 취급하는 방사능이 크다.(Pu-239 10mg은 천연우라늄

l톤에 해당한다)

· 알파방사선을 방출한다.(알파션은 생물학적 영향이 크다)

· 체내에 체류시간이 걸고 배설이 적다.(이는 Ce동의 Lan납lanoid류도 마

찬가지이다)

· 생체의 중요기관에 집중 축적되고 이에 따라 발암성을 가친다.(동물실

험의 결과이다)

· 핵분열성 원소의 함유율이 높고 핵무기로 전용될 위험성이 있다.

<긍정척 측면>

· 똥루토늄의 일반적인 화합물형태인 플루토늄산화물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물내에서 확산속도가 매우 느려다.

· 소화관으로의 흡수율이 매우 낮아 경구섭취가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 플루토늄산화물의 융점은 2，400"C로 매우 높아 화재사고시에도 휘발되

어 비산할 우려가 적다.

다. 환경보전 특성

흘루토늄의 이용파 방사성폐기물관리와의 관계는 4가지 측면，

즉 천연우라늄 사용절감에 따른 채굴작업량의 감소， 사용후원전연료 발생

량의 감소， 장수명핵종의 소멸처리 및 방사성혜기물 발쟁량의 감소 측면에

서 그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천연우라늄 사용의 절감 효파를 보면， PWR에 천연우라늄 대산에 재순

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사용할 경우 천연우라늄 소요량을 약 30-40%

(재순환우라늄에 의하여 10-15%, 플루토늄에 의하여 20-25%51»)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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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철감은 우라늄 원팡의 채굴과 정련작업의 감소를

불러온다. 자원의 채굴은 많은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하고， 원자력발전에

서도 우라늄 자원을 채굴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환경파피의 문제를 안고 있

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라늄 원광의 채굴과

정련작업의 감소는 작업자의 피폭파 재해흘 감소시킬 수 있고， 채굴파 정

렴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그 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플루토늄의 채순환은 사용후원전연료를 재처리하여야 하고 이것은 사용

후원전연료를 저장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여 주게 된다. 현재 세계의 원자

력발전 국가들은 사용후원전연료의 소내저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가스로를 운전중언 영국파 프량스는 사용후원전연료의 저장에

기술척언 어려움 즉 연료피복재의 부식 둥에 의하여 즉각척인 재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경수로를 운전중인 국가들은 착금의 청세에 의하

여 채처리를 실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내저장시껄은 한정되어 있는 대

선에 이를 중간저장하거나 최종처분할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둥의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플루토늄 재순환에 의하여 해

소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용후원전연료를 채순환하기 위하여 플루토늄과 우라늄 및 장수명 핵

총을 제거하면 처분해야 할 장수명해종의 준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변 프랑스의 UP3채처리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 분석52)에 의하면 재

처랴시 발생되는 B형과 C형 폐기물53)의 발생에서 양적으로는 1/3로 줄고

플루토늄과 우라늄량용 l져00로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결파 지상에

51) Plutonium Fuel-An Assessment, Report by an E찌:lert Group, OECD!NEA, p.80, 1989
52) ’93년 6월 13-18일에 프랑스 아비놓에서 재최된 Safewaste 학회 총회에서 발표된 논

문 내용으로 프랑스(αIgema의 Sten Bjurstron씨)와 스쩨덴(SKB의 J없n Yves B따Te

씨)가 공동논문 형식으로 후행핵연료주기에서의 사용후훤전연료의 칙접처분과 재처리

의 비교에 대한 것엄 .(Nuclear News, 1993. 8, pp.70-72)
53) 프랑스에서 말하는 B형 혜기물은 장반갑기 핵총융 함유하는 중저춘위 방사성예기물을

말하며， C형은 잔존 악티나이드와 장수명 핵분열생성물올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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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관이 어려운 알파방사선 방출 핵총은 1/100 이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적고 있다.

사용후원전연료를 채처리하면 가스 및 기체 방사성혜기불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사용후원전연료를 칙접쳐분하는 것에 비하여 저·중준위방사성폐기

물량을 더 발생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고준위폐기물의 경우는 직접처분

에 비하여 약 2.5배 정도 감소시키게 된다. 예를 틀어 플루토늄을 7% 함유

하고 있는 MOX연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1%룰 함유하고 있는 사용후원

전연료 집합체 7개를 재처리하여야 한다.많) 이 MOX연료를 연소도 45.αm

MWD/톤으로 한번 재순환시키고 나면 아래와 같은 고준위폐기물이 발생

한다.

- 7개의 사용후원전연료를 재처리하면 2개의 유리고화체가 발생하는

데 이것의 부펴는 O.4m3 미만이다.

- 사용후 MOX연료의 부피는 O.8m3 정도이다.

버순환주기를 채택하여 같은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8개의

산화우라늄연료룰 사용하고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심지충에 처분하기 위해

서는 약 6m3의 용적이 요구된다.

2. 사용후완전연료 이용

가. 재처리현황

재처리 기술은 원자력이용 초기부터 개발되어 왔으며， 민간용

사용후원전연료의 채처리를 채태하게 된 주된 이유로 3가지를 툴 수 었다.

첫째， 핵연료자원의 유효이용을 꾀한다.

둘째， 사용후원전연료의 안전한 취급방법이다. 톡허 가스로의 사용후원

전연료의 경우 더욱 그렇다.

54) j. L. Rich따d and W. Fournier, ·’R따ocessing and recycling of 미utonium : a
sσa않gic stake", Nuclear Europe Worldsc하1， pp.35-37, 5-6/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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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사용후원전연료의 처장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민간용 목적의 재처리는 1961년 미국의 Dresden

l호 원전에서 사용후완전연료률 최초로 발생한 이후 실시되어 1970년대에

들어 세계의 원전건설의 급격한 확대에 힘입어 재처리도 활발하게 실시되

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경제성과 핵확산 문제로 인한 미국의 재

처리 금지를 계기로 재처리는 별다른 진척올 보여지 않았다. 반면에 1980

년대에 들어서도 경수로 프로그램올 가지고 었던 일본과 유럽 여러나라들

은 재처리정책을 고수하였는데 그 결과 200잉년까지 일본파 유럽에서 발생

활 사용후원전연료의 대부분이 네곳의 재처리시설(명국의 Sellafield, 프랑

스의 La Hague와 Marcoule, 일본의 TokaD에서 재쳐리되도록 되어있다.

이에 얼본과 유렵간에는 핵연료주기정책상 강력한 연대관계를 유지하게 되

었고 영국파 프량스는 일본에서 발생한 사용후원전연료의 상당부분을 위탁

받아 재처리하도록(경수로용 사용후원전연료 채처리 용량의 약 215정도)

되게 되었다. 그리고 옛소련의 경우 모든 사용후원전연료는 ChelyabinskY.

Krasnoyarsk 재처리시설에서 재처리되고 저장되어 왔다.

현재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었거나 건설중인 국가는 12개국55)이며 이

중 플루토늄을 1톤이상 분리경험이 있는 시셜현황을 표 3-11에 제시하였

다. 그리고 주요국의 채처리 실시국가의 현황은 다음파 같다.

먼저 미국에서는 재처리의 경제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고 파거 카터

정부의 핵비확산 정책둥의 명향으로 재처라는 실시하지 않고 사용후원전연

료를 직접처분하는 정책용 취하고 있어 West Valley시셜만이 1972년까지

가동되고 었다가 운전중지한 상태로서 현재의 운전실적은 없다.

프랑스는 핵연료의 재순환청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로서 현채 제한척야

나마 경수로와 고속증식로에서 순환주기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6

55) 12개국은 미국， 영국， 프량스， 얼본， 독일， 이탈리아， 햄기에， 인도， 파키스틴， 아르헨티

나， 러시아， 중국이며， 이중 상용규오(800론HMA:!) 이상의 시철용 보유하고 았꺼냐 건

껄중인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러셔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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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16，500톤U의 가스냉각로 사용후원전연료가 채처리되었고 현채는 경

수로의 사용후원전연료와 고속종식로의 사용후완전연료 및 사용후 MOX연

료의 재처리도 실시하고 있다.

표 3-11. 세계 재처리시젤 현황

국가 소째지 훈전자 샤껄명 휘급연료a 갤(톨계H용M량) 훈천기간

B때5 "1그3 ;」F，r 1당m l않)4-2010?
Windscalel BNFL B204/205 산확물 300 1969-73Sellafield

영국 THORP 산화용 700 1얹)3-

Thurse UKAEA DNPDE
산확물(MTR) < 1 1959-96?
산화툴(FBR) 7 1958-95?

Mar∞ule C앵ema UP1 :n그 4:-’ 400 1958-2αXl?

UP2
금속

400
1앉j6-87

산화물 1976-90
프랑스 La Hague Cogema

UP3 산화물 800 l앉:x)-

UP2-000 산화물 800 1앉)2-

Marcoule CEA APM 산화물(FBR) 6 1988-
미국 W~jlt Valley NFS West Valley 산확물 300 1966-72

Chelyabinsk-40 MAPI Marak 산화물 하P 1978-
러시아

Krasnoyarsk MAPI D여onovo-27 ? ? 건셜 30%
친척중 중단

일본
Tokai PNC Tokai 산확물 90 1981-
Rokkasho JNFS Rokkasho 산화물 800 2002-

인도
Taraptπ DAE PREFRE 산확물 100 1얹~-

Kalpa따〈없n DAE 산화물 100-200 1993까)4-

독일 K없isruhe KfKJDWK WAK 산화물 35 1971-90
멜기에 Mol Euro다lemic 산화물 30 1얹j6-74

<주> BNFL=British Nuclear Fuels 머c， UKAEA=UK Atomic Energy Authority, Co.,gema=
Compagnie ~뼈rale des Mati~es Nucl~aires， eEA= Commissariat A I’ nergie
Atomique, NFS= Nuclear Fuel Services Comαmy， MAPI= Ministry of Atomic Power
IndustJy, PNC= Power Reactor and Nuclear Fuel Development Cα'P.， ]NFS= Japan
Nuclear Fuel Servtce Com맹ny， DAE= Department of Atomic Energy, KfK=
Kemlorschungszen따m Karl앙끄he， DWK= Deutsche Gesellschaft fUr
Wiederaufarbeitung von K히nbrennstoffe ， THORP= 까1안mal Oxide R맏>rocessing

Plant, DNPDE= Dounreay Nuclear Power Development Establishment, APM= Atelier
Pilo않 M없"co띠e， PRFFRE= Power Reactor Reprocessing, W따(= Wiederaufarbeitung
잃nJage K없isruhe

a: ￥연껄명이 없는 경우는 경수로 연료， MTR용 재료시험로 연료， FBR옹 고촉충식로 연효륨
말합.

〈출처 > World Inventory of Plutonium 없없 Highly Enriched Uranium, 1992, SIPRI, p.90

영국은 자국의 가스로 사용후원전연료의 재처리를 주로 실시하여 왔으

나 최근 경수로의 사용후원전연료의 채처리를 위하여 THORP을 견절하였

고 독일파 얼본 둥으로부터 2α)()년대 까지의 재처리 위탁올 받아 놓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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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재처리 위탁내용올 보면 일본은 1993년에서 2002년까져 약 2,296

MTHM율， 독일은 2002년까지 약 842 MT때f올 2002년 이후에 I，하m

MTHM올， 스위스는 2002년까지 401 MTHM올 위탁하고 었는 둥 총 해외

에서 위탁하고 있는 재처리량은 2002년까지 3，앉)5 MTHM에 이르고 있고

2002년 이후에도 독얼로 부터의 1，앉)() MTHM여 았다.56) 영국과 프랑스의

Sellafield 와 La Hague 채처리 단지는 세계 최대규모가 되며 전셰계 재처

리의 약 55% 이상을 실시하고 었다.

일본은 표 3-11에서와 같이 東海 채처리공장을 현채 가동중이고 로차쇼

푸라에 민간재처리공장을 앉삐톤VI년 규모로 건셜하여 2α)()년경에 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에 5，900톤U의 사용후원전연료를 위

탁재처리하는 계약올 체결하고 었다. 일본의 경우 재처리에 관한 환 고속

중식로， 신형전환로 및 경수로에 플루토늄을 재순환한다는 계획과 일치시

킨 계획용 가지고 추진하고 었으며 이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있는 형편이

다.

빈간용 원자력발전소에서 l앉xl년말까지 반출된 플루토늄 총량온 약 앉jQ

톤 정도로 이중 약 121돈이 재처리를 통하여 분리회수 되었다. SIPRl o{\서

추청한 2000년까지의 플루토늄발생량은 1，390톤이고 이중 재처리를 통하여

회수될 재처리량은 약 310폰으로 되어 있다. 플루토늄회수비율 57)은 1980

년말의 28%애 비해 1앉x>년말은 19%로 하강하였는데 이는 주로 파거에는

가스로 동의 사용후원전연료가 재처리되었고 현재는 산화물연료가 재처리

의 주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αm년까지는 산화물연료에 대한 재

처려능력의 중대로 그 버융이 22%로 중대될 전망이고， 핵무기 비보유국에

서 발생한 사용후원전연료를 재처리하는 비율도 42%로 중대 (1980년대말은

56) Frans Berkout, Fuel reprocessing at THORP: Profitability and Public Liabilities.
l앉E. l.ll

57) 민간용 사용후훤전연료에서의 총 플루토늄 생성량에 대한 재처리률 통한 플루토늄회수

비율융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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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않%년대 말은 25%)될 것으로 SIPRI논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SIPRI

는 2001년에서 2010년까지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 발생량을 세가지 시나

리오에 의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기존의 운전충， 건절중， 계획중인 재처리시

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기 채처리계약이 추진될 때의 플루토늄 분리회수

량을 약 잃6톤으로 추정하고 었다.

나. MOX연료 가공 현황

사용후원전연료에서 분리회수된 플루토늄은 주로 MOX연료

형태로 가공되어 고속증식로와 고전환로 및 경수로 둥에 연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세계의 MOX연료 가공시설 현황은 표 3-12와 같다.

세계 주요국들의 MOX연료 가공설적58)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알본은

PNC59)가 중심이 되어 고속증식로와 신형전화로 및 경수로의 MOX연료를

제조하고 있요며 현채 120톤 MOX의 제조살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MOX연료가공시설의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고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카쇼에 경수로용 MOX연료의 민간 가공공장을 건설하여 l앉10년대 후반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독얼은 Siemens사가 Hanau에 MOX연료 가공공장

을 가풍하여 고속증식로와 경수로용 MOX연료를 제조하여 왔으나， 1991년

의 사고와 새 공장의 인허가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가동정지 상태에

었다. 밸기에는 Belgonuclear가 Dessel공장을 통하여 MOX연료를 제조하여

왔는데 당초에는 독일의 고속증식로연료를 독얼과 분답하여 제조하였으나，

프랑스와 합작으로 COMMOX사를 셜립하여 건설중인 Melox공장의 가동

전까지 경수로용 MOX연료 주공급자로서 최근 변모하였다. 프랑스는

Cogema의 Cadarache 소재 시셜야 세계 최대의 고속중식로 MOX연료를

제조량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밸기에와 합작으로

58) 훌池 三郞， -tIv ~ :::.. ? J.,. Q)取 q 웰μ實짧， .:r.;f. 1ν ￥-ν ~그-，1993.6 ， p.l9-23
59) PNC=Power Reactor and Nuclear Fuel Develop:뾰nt Corp., 얼본의 動力빼·核懶料開發

훌훌業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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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용 MOX연료 가공시설언 Melox공장올 건젤중이다. 영국은 BNFL어l

서 고속중식로용 MOX연료 가공경험올 가지고 았고 영국의 핵연료주기 단

지인 Sellafield 지역에 경수로용 MOX연료 가공시설올 건셜중에 있다.

표 3-12. 세계 플루토늄연료 가공시설 현황

국가 시생명 훈전자l 훈전기간 휘급연료 용량
획대

pu소비

운전중

헬기에 Dessel DEMOX BN 1973- FBR!LWR 35 1600
Cadarache ATPu CEA 1970-89 FBR 15 따뻐]

프랑스
ca빼rache CFCa Cogema l앉X>-

FBR 10 2200LWR 15
독 일 Hanau BEW 1 Siemens 1972-92? FBR!LWR 25-30 lαxl

Tokai PFFF PNC 1972- FBR 1 300
얼 본 ATR 9

To'없i PFPF PNC 1앉잉B- FBR 5 앉)()

영 국 Sellafield BNFL 1970-89 FBR 4 1300
계획중

앨기에 DEMOX PI BN 1잊x>년대 충반 LWR 35 2100
n 항스 Marcoule Melox Cogema l앉}6- LWR 115 앉뻐]

톡 얼 Hanau BEW 2 Siemems 1992- LWR 00-120 7200

얼 본
Tokai PFPF PNC 1않)3/4- ATR 40 장00

Rokkash。 jNFS 1않써3년대 후반 때ffi 100? 6000
러시아 Chelyabinsk MAPI l얹X>년대? FBR 5? 300?

앵 국
Sellafield MDF BNFL 1993- LWR 8 400
Sellefie삐 SMP BNFL 1990년대 후반? L찌TR 당}-70 4200

〈주〉 용량단위는 년간 다-1M， 획대pu소비의 단위는 kg I\1fi앨Ie!년 엉.
a : BN :: Belgonucl~aire ， CEA :: Commissanat A~ I’Sn안"gie Atomique, Cogema =

Com없믿lie ~n~ale des Mati~res Nucl~res. PNC = Power Reactor and
Nuel않r Fuel Development Corp., BNFL = British Nuclear Fuels, jNFS = jap킹1

Nuclear Fuel Services Conπ>any， MAPI = Ministry of Atomic Power and
Industry

〈출쳐> World Inventory of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뼈um， 1앉rl， SIPRI,
p.121

SIPRI가 추정한 1990년말까지 경수로용 MOX연료 가공실적을 보면 약

290톤으로 이를 플루토늄양으로 환산하면 총량으로는 약 12，당X>kg ， 핵분열

성 플루토늄양은 약 9，200kg이 된다. 그리고 현재 제시된 세계 MOX가공

시셜틀의 운전， 건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1991년에서 2000년까지의

경수로용 MOX연료 생산량은 약 2，240톤， 2001년에서 2010년까지의 생산량

은 3，750톤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었는데 이를 플루토늄소요량으로 환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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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91-2α)()년애는 약 129톤t 2001-2010년에는 263톤이 된다.60)

이와함께 MOX연료를 사용해 본 전력회사들이 그 경험에 의하여

MOX연료 가공의 현황과 향후전망을 제시한 바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61)

첫째， 재처리를 설시하여 본 많은 전력회사틀은 플루토늄 재순환이 필

요하다고 믿고 있다.

둘째， 10년전 사용후완전연료를 채처려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 시장

여건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으며， 시장에서는

플루토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째， MOX 연료는 우라늄연료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슷하여 MOX연

료의 장전과 운전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물론 1970년대 초기

MOX연료는 재처리파정에서 용해율이 다소 불명확하였던 점이 있었으나

이는 현재 모두 해결되었으며， 지금은 필요하다면 MOX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다.

네째， 플루토늄 재고량이 감소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한 MOX연료의

상엽적 가치는 존재한다. 현재는 플루토늄의 재순환이 비순환에 비해 버용

이 높다는 비판이 크다.

다섯째， 1996년까지는 MOX연료를 사용할 만한 여지가 없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j 예상되는 MOX연료 가공공장의 부족과 정치적 불확실성

이 주요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아직까지 MOX연료 활용계확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독일 전력회사틀은 앞으로 MOX연료 사용에 관

한 허가흘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현재 유럽 MOX연료 공급자들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t COMMOX( 뱀기에와 프랑스에 공급)와 Siemens( 독일에 공급)만이

60) World Inventory of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SIPRI, 1앉a， pp.l38
140, Table 7.4-7.6에서 발랩

61> Nuclear Fuel, 1992. 1α 1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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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X연료를 공급하고 있올 뿐아다. 프랑스의 Melox공장파 Hanau에 새로

건셜될 Siemens의 MOX연료 가공공장의 젤비능력은 이 분야의 산업 수준

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경쟁을 가열사킬 것이다.

3. 핵군축에 의한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활용

1991년 미국과 소련의 정상들은 모스크바회의에서 START I(전

략무기감축조약 I)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며국은 핵탄두를 약 8，앉)()발，

소련은 약 6，500발로 감축하도록 하였다. 그려고 이어 1993년 l월에 미국과

소련은 2단계로 START IT에 서명하여 2003년까지 미국과 소련은 핵탄두

를 3，아)()~3，500발 사이로 유지하기로 하고 있다.

NUKEM의 분석62)에 의하면 미국과 옛소련의 핵탄두수가 최고조에 달

하였던 시기를 1986년과 1987년으로 상정할 때 미국내는 전략핵탄두63)가

약 13，α%발， 전술핵탄두가 약 11 ，α}이발이었고 옛소련의 경우는 전략핵탄두

가 11，아)()발， 전술핵탄두가 22.αm발이었으며64)， 이러한 핵탄두에서 발생될

수 었는 고농축우라늄의 양파 플루토늄의 양올 원자력전문거률은 1，100톤

의 고놓촉우라늄(미국 500톤， 러시아 600톤). 약 정O톤의 플루토늄(미국

100톤， 러시아 130톤)으로 보고 있고65)， START 시행후에는 이중 약 75%

정도를 민수용으로 이용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66)

62) NUKEM Market R멸)Ort 1992.7, pp.5-29
63) 전략핵탄두는 사정거리 3，당)()마일 이상인 경우로 보고， 전슐빽한두는 사정거리가 300마

일 이하인 경우률 상정한 것이다.

64) 파EA가 최근에 플루토늄 째고량융 집계하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1앉)2년 현재 쩌쩨

핵탄두의 수는 총 28，αm발로 추정하고 었고 이중 미국이 11 ，500발， 옛소련이 15，αm발，

영국이 300발， 프랑스가 600발， 중국이 500발융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

65) 최곤 IAEA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 세계의 민수용에서 발생한 플루토늄의 채고량은 80
롤이고 2000년에는 약 140폰에 이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핵군축에셔 벌생하는 플

루토늄의 양은 약 100-23)톤얘 이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충 미국에서 90-100
론， 러시아leIS에서 95-120혼， 프랑스에서 3.5-6.5톤， 영국 3.7톤， 중국에서 1-4툰 청

도가 될 것으로 추청하고 었다.

그리고 최근 Nucleonics Week0993.4.3, p.l7)에서 추청환 것융 보면 H뼈년 현재 민수

용 현천때서 벌생한 플루토늄의 양용 없4론이고 군사용온 ?!j7폰으로 상청하고 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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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핵탄루의 감축계획을 보면， 전략핵탄두는 START I에 의하여

미국에서는 4，400발， 러시아에서는 4，500발을 감축하여 각각 8，앉)()발 및

6，500발로 2000년까지 유지하고， START II하에서는 미국이 5，100발， 러시

아가 3，많)()발올 감축하여 2003년까지 각각 3，당)()발 및 3，α)()발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술핵탄두의 경우는 전체척으로 약 85%가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1연4년 까지 미국의 경우 1，500발 러시아의 경우

3，500발로 전술핵탄두가 감축될 것으로 추정되어 있다. 결국 2003년까지

17，많m발의 전략핵탄두와 28，댄찌발의 전술핵탄두가 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NUKEM은 이틀 핵군축에 의하여 발생되는 고농축우라늄과 플루

토늄의 양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START I에 의하여 전략핵탄두에서 발생되는 고농축우라늄량은 미

국 92톤， 러 시아 81톤으로 총 약 173톤

- START I에 의하여 전략핵탄두에서 발생되는 플루토늄 양은 미국

18.5톤， 러시아 17.5톤 으로 총 약 36톤

一 START IT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략핵탄두에서 고농축우라늄 양은

미국 106톤， 러시아 64톤으로 총 약 170톤

- START IT에 의하여 전략핵탄두에서 발생되는 플루토늄 양은 미국

21톤， 러시아 14톤으로 총 약 35톤

- 초약하에서 전술핵탄두에서 발생되는 고농축우라늄은 마국 198동，

러시아 337톤으로 총 약 많5톤

- 조약하에서 전술핵탄두에서 발생되는 ·플루토늄의 양은 미국 40폰，

러시아 72톤으로 총 약 112톤

66) 미국 ffiM사의 πlomas j. Watson 연구샌터 소속 Richard L. G따win박사는 1992년 6
월 15-17일 로마에서 열린 명화목적융 뷔한 핵탄두 변환에 관한 국제심포지용애서 핵

탄두에서 발생될 고농축우라늄 약 1αxl폰은 100-150억 달러의 시장가치률 가진다고

말하고， 훌루토늄 약 ~홀에 대해서는 취급의 어려움 둥으로 연료가치가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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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려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2003년까지 핵군촉에 의하여 발생되는

고농축우라늄의 양온 총 약 878톤(미국 396톤， 러시아 482톤)이 되고， 플루

토늄의 양은 총 약 183톤(미국 79.5톤， 러시아 103.5톤)이 된다.

이들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발생량을 민수용 연료로 전환할 경우

를 NUKEM이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략핵탄두에서 발생될 핵분열성물질을

우라늄 양으로 환산하면 24，840만 파운드-u꾀8 상당이고 이룰 농축서비스

로 환산하면 6，190만 swu이며， 전술핵탄두에서 발생하는 것은 38，820만

파운드-UJOs 상당， 9，700만 swu 상당으로 이를 합하면 총 63，660만 파운

드-U30s 상당， 15，890만 swu 상당이 된다.염) 이 청도의 양은 1 kg의 고

농촉우라늄 및 플루토늄이 1 ，α)()MWe급 원자로를 1년을 약간 념게 운전할

수 있는 양이라고 가정할 경우 전 세계 원전(약 원0，α)()MWe)을 약 4년 청

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국제 우라늄시장에는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

에 가해진 불확실성 요소로는 공급측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세계전

체적인 우라늄 재고의 증가와 미국 및 Ee에서의 옛소련 지역 우라늄에 대

한 수입제한 움직임， 핵군축에서 발생된 연료자원악 시장유입 가능성이다.

이중 핵군축에서 발생되는 핵분열성물질들이 민간 시장에 유입될 가능

성은 불확실성이 많지만 미래에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부 전푼자

들은 1994년부터 조금씩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NUKEM에

서는 향후 10년간은 기대되지 않는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채 미국은 러시아 핵무기 해체에서 발생되는 고농축우라늄 수업을 위

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정은 1993년 2월 18일 최종 체결되었는데

러시아로부터 향후 20년에 걸쳐 당m톤의 고농축우라늄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고농축우라늄(94%이상의 놓축도룰 가지고 있음)은 러시아에서 져농

67) 고농축 우라늄의 농축도가 94%, 플루토늄도 이와 유사한 핵분열성 플루토늄 합유벼를

가진다고 가청하고， 이률 천연우라늄으로 혼합·회석 (blending)하고 생산물의 농축도는

4%, tail assay의 농촉도는 0.:1>%로 가정한 것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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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우라늄(20%이하의 농축도로 전환시킨 것)으로 변환되어 며국으로 운송

되게 되는데 최소한 년간 10톤의 고농축우라늄이 초기 5년간 이루어칠 전

망이고 나머지 15년 동안은 년간 30톤으로 증가되어 변환될 것으로 보인

다. 미국이 수업하는 고농축우라늄 500톤은 4.4% 저농축우라늄으로 약

16，α%톤에 상당하는데 이는 우라늄 차원량으로 환산하면 41 ，600만 파운드

-U30s, 농축서비스 양으로 환산하면 9，600만 SWU에 상당하는 양이 다.없)

미국의 이러한 러시아 핵무기폐기 고농축우라늄의 구매는 우라늄 자원의

소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핵군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핵확산 방지라는 차원에서 며국과 EC 및 일본

서방 선진국들은 러시아의 핵무기폐기 계획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었다. 미국 콜린턴 정부는 1991년의

“The Soviet Nuclear Threat Reduction Act of 1991"에 의하여

Nunn-Lugar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옛소련 국가들의 핵무기해체 계획을 지

원하고 있다. 현재 이 계획운 8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3억 달

러는 국방성의 예산에서 준비되어 있으며 나머지 5억 달러는 옛소련국가틀

의 준비가 완료되는데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69) 표 3-13은 Nunn

Lugar 프로그램의 개요이다.

이외 일본은 재정적 지원과 플루토늄연소로 건설을 추진하는 둥의 활동

을 보이고 있고， 독일 둥도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건설할 국제과학기술센터

건립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핵무기개발에 관련했던 러시아

와 우크라이나 파학자들의 기술을 이용하고 이즐이 잠재적인 핵확산 위험

국가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척이다.

68) J피ian Steyn, "In the uranium market the only certainty is change", Nucl없r

Engineering International, Vol 잃， No. 470, Sep. 1993, p.19-20
69) Nuclear Fuel, 1없3.3.1，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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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3. 미국의 SSD·와 기타 Nunn-Lugar 계 획

대상국가 프로책트 혐 황 (액\11만 답용러)
Armor Blanket 협쟁체결 5.0
Accident Re하)On양 ’ 15.0
Fissile Material Containers ” ~.O

Railcars ’ ~.O
SSD

Storage F~ility Design ’ 15.0
러시아 Mater삐I Control & Accountmg 협의중 10.0

Export Control ’ 2.26
Strategic Systems Dismantling ” ’IDB

SSD8 HEU Dlspositi()n 협정쩨컬 0.0

기타
International Technology Cent힌· 협청혜철(비준예청) 25.0
Chemical WeapOns DestructIon 협정째결 25.0
Emerg~ncy Respon§e 협의중 5.0
Ma:않rial ContiηI & Accounting ’ 7.5
Exoort Control ’ 2.26SSD

우크라이나 Government to Gevemment ’ 2.4Communication
Ballistic Missile Dismantli~ ” TDB

기타 Science & Technology Center ’ 10.0
Emergency Respon똥 협갱혜결 5.0
Exoort Control ’ 2.26

멜라쭈시 SSD
Gov앙nment to Gev윈nment

” 2.3Communication
Emergency RespOnse 미국 째안셔 째출 TDB
Expoπ Control ’ TDB

차자흐스탄 SSD Government to Gevemment ’ TDBCommunication
Ballistic Missile Dismantling ” TDB
Material Control & Accounting ’ ’fDB

〈주〉 이 표는 1993년 2뭘 9일 기준으로 허시아와 고농혹우라늄 구매협정이 쩨컬된 후 7»
정훨 것임

* : Status of Safe. Secure Dismantlement
a : Nunn-LI땅하에셔 지웬되지 않는 SSD
b : To Be 많cid뼈(컬청예갱)

〈원출처> pI 국무성
〈자료훌처> Nuclear Fuel, 1993.3.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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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자력 국제 협력과 핵비확산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과 같이 평화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반

면 핵무기와 같이 군사적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실제로 원자력이 처음

개발된 동기는 평화적인 목적이 아니라 군사척언 목적이었다. 이들 양쪽에

쓰이는 기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공유될 수 있다는데 원자력의 양면

성이 있다. 즉，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군사

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논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원자력 국제협력은 단순하 기술적·경제적인 분제 뿐만아니라 정

치외교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 국제협력은 국제 핵비확산체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파언이 아니다. 원자력의 양면성때문애 국제사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증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

언 것 이 NPT(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이

며 이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볼 수 었는 것이 원자력 수출통제，

안전조치， 원자력 쌍무협정상의 사전 동의 둥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제적 통제 수단들의 현황을 분석·전망하여 우리의

원자력 정책 설정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제 1절 핵무기비확산조약(NPT)

1. 개요

핵무기비확산조약 (NPT)은 1968년 7월 1알 런던， 모스코바， 워싱턴

에서 서명이 개방되어， 1970년 3월 5일 발효되었다. NPT의 목적은 핵무기

비확산(수평적 확산 방지)， 핵군축(수직척 확산 금지 및 기존의 핵무기 감

축)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퉁이다.

NPT는 핵무기보유국이 어떠한 국가에도 핵무기 혹은 핵폭발장치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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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관련 제어장쳐둥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핵무기 및 폭발장치

획득 혹은 제조콜 꽤하는 비핵무기국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핵

무기비보유국들은 완자력을 명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혹은 다른 핵 폭

발장치플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IAEA가 정한 안전조치협약

을 받아틀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NPT 가입국은 1993년 12월말

현재 162개국에 달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1968년 7월 워싱턴에서 가업에 서명하고， 1975년 3월 국회에

서 비준， 1975년 4월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86번째로 NPT플 발효시켰다.

그 이후 1975년 10월 파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1975년 11월

이를 발효시켜 국내 모든 펑화적 원자력 활동에 안전조치를 적용받고 았

다.

2. NPT 펑가회의

NPT 8조에 ‘조약전문의 목적파 조약 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

할 목적으로 조약의 발효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후애 매 5년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깨최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 의해서 NPT의 평가회의가

1975년， 1980년， 1985년， 그려고 1없0년싸 걸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

되었다. 제 1차 평가회의에서 핵무기바보유국들이 핵보유국들의 조약 6조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문제가 제가되었고， 이는 제2차와 제4차 평가회의의 최

종 결의문이 미채택되게 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핵보유국들은 핵무

기의 생산 및 배치를 계속함윤 불론 lAEA의 해사찰 또한 면제되는 혜택

을 누리고 있는 반면 핵비보유국틀은 명화적 목적 이외의 핵 보유룰 금지

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안전조치를 받게 되어 있다. NPT 혐가회

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4.1 파 같다.

1) PPNN Newsbriei No. 24, Fourth Quarter, 1993, pp.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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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NPT명가회의 결과

주요쟁정 최종선언문 내용

o η그룹은 뼈보유국의 NP1‘ 규정 이행 o 핵실험 끔가지장는중핵요무환기 경쟁임
촉구채택 중단의 조치

제1차
0 네…죠끼-'국구뺀식카빽랩께씨하ι

평가회의
。 핵물질의 이대동책저구짚체수화송에0975년)
대한보호

o 비효핵과지적대 젤정은 핵확산 방지에

。 핵보유국들은 NPT 강화， 가입국 확대，

평제가2회차의
안전조치 강화 주장

o η그룹은 핵보유국의 새로명운적핵무기 개재‘발발 미채택

0980년) 생산，를배위치둥의 종료가 수 핵확산
방지 혜 중요하다고 주장

o 핵핵보바유확국산들이은국안제전원조자치력및교수역출의통전제제강조화건 o NP1、는임세계형화 및 안전에
펼수적

임올 주장

。 핵규원재무자갱확기인력및의확전산명문화방의이지목”용적핵증군준진축수NPT평제가3회차의 o 7충7그분룹하은며 부수분출적통제안는전조핵치공로급국핵들벼의확산은
(l985년)

일방적인 월권행위라고 비난하고 공급보장
주장

o NPT를 충화실결한의이행과 NPT의
권위 강

。 핵보유국틀은 NPT 연장과 CTBT는 별도의

문제전 라고 주의장하이고행. NPT 당사국의

팽제가4회차의
안조치 무 촉구

\

。 71핵연공그군창급룹축은보은의장어C션협및I다B행당T고사조의건주국제이장우경며하대이，고조N,NS치핵PAT울요없정연구이익장는장및N기PT
미채태

o때년)

3. NPT 연창회의

조약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NPT 10조에 ‘발효후 25년 후에(1995년)

조약의 무기한 혹은 일정기간의 연장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4번의 준비회의를 개최

키로 하였다. 이에따라 1993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유엔본부에서

당셔 총 1577~ NPT 당사국중 123개국이 참석하여 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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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서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NPT조약 자체가 불평풍하며， 기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확산 방지에 기여하여 온 유일한 국제법 체

제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공헌해 왔음을 재확인하였으나 조약 자체의

불평둥성에서 내재하고 있논 실질적인 문제(핵무기의 완전 철폐， 포괄적핵

실험금지조약 체결문제， 핵무기 불사용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여용문제) 둥

에 관해서는 선진국과 비동맹 강경국간의 기본적인 셔각차를 보였다.

4. NPT 향후전망

NPT가 발효한 이래 줄곧 문제가 되어온 사항이 조약의 불평둥성，

핵군축， 핵무기 불사용보장， 원자력의 i영화척 이용증진 둥이었으며， 이번

NPT 연장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큰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며 이의

해결 정도에 따라 연장 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러한 문제

접들이 모두 핵비보유국으로부터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의

NPT를 쉽게 전앙할 수 있을 젓이다.

원자력선진국들은 NPT의 무기한 연장올 위하여 핵실혐의 일시적 중지，

중동문제의 정치적 해결 동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이 주장하여온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명가된다.

특히 최근에 핵수출통체제도의 캉화， 안전조치 체제의 보강 동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딴 이용하는 국가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국제 원자력정세가 진

전되고 있고， 개도국틀이 주장하여온 평화이용 증진의 측면에셔는 그 진전

이 없는 정과 핵군축의 불이행과 핵무기 불사용의 보장， 구소련 해체로 인

한 핵무기 보유국들의 증가 동의 요인으로 볼때 무기한 연장으로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조약상의 연장문제를 결정젓는 방법에 있어서도

당사국의 표결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표결상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활 수 있는데 이는 참가한 국가만 표결에 참가할 것인지 둥의 문제가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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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철 NPT 연장의 주요 검토사항

1. NPT 연장의 주요 검토내용

NPT명가회의는 과거 5년간의 조약 이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이행해야할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야다. 이러한 관점에서 NPT발

효후 23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1995년 연장을 위한 주요 검토 내용은 표

4.2와 같으며 이들 항목의 이행평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약자체의 문제점

NPT는 체결당시부터 문제점을 내표하고 있었다. 첫째는 핵무

기보유국의 정의， 핵무기보유국의 안전조치 적용의무 면제 동의 차별성을

들 수 있다.3) 만일 NPT가 무가한 연장된다면 기존의 NPT상의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 즉 1967년 1월1얼 이전에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 장치를 제

조하거나 폭발실험을 한 나라인 5개국만 계속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무기한 연장에 제일 장애가 되는 것으로 평

가된다. 또다른 문제점은 안전조치 적용의 차별성으로 핵무기 보유국플은

안전조치 적용의무가 면제되어 그뜰 마음대로 핵물질을 이용하는 반면 핵

무기 비보유국틀은 평화적 이용도 핵비확산아라는 이유로 그 이용에 제한

을 받고 있다.

둘째는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정이 불가능하고， 죠약 자

체가 여러 모호한 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는 점이다. 하나의 예로 북한의 조약탈퇴선언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자국의

최고의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약의 탈퇴션언을 행하였다. 물

4 론 조약 채 10조 l항에는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핵심문제와 관련된 비정

상적 사태가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2) PPNN Study, Options & Opportu띠ties : The NPT Extension Conference of

1995, No.2,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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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NPT연장의 주요 검토사항

유기한 연장요인 무기한 연장요인

(개도국들의 주장) (선진국들의 주장)

。 조약의 불평동성 。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 개발 추진

。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에 。 전략핵무기 감축조약 (START

소극적 태도 및 CTBT의 미체결 II)의 체결

。 핵무기보유국들의 NSA보장에 소극적 0 북한의 핵개발 의혹 및 NPT

0 원자력선잔국들이 원자력의 명화적 탈퇴 빛 탈퇴 유보 선언

이용올 위한 국제협력에 소극적 。 구소련 해체로 인한 핵무기

- 수출통제 강화 보유국의 증대 및 핵무기 통제권

- 안전조치 캉화 미약

- 공급 조건의 까다로움 。 개도국들의 원자력 기술 발달에

- 핵비확산을 이유로 국제 ji!.역회피 따른 핵확산 우려 증대

주권을 행사하여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 ll)4)

핵군축 그 자체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에 핵 옵션을 포기시키기 위하여는 핵보유국이 일정한 군축조치를 실

시하는 것이 펼요하다. 이것은 조약 교섭과정시와 5년마다 개최되어온

NPT평가회의 논의 때에도 나타났다. 다수의 비핵무기국은 핵군축을 핵무

겨 비확산을 위한 제l보로 이해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 며·러간에

대폭적인 핵군축이 합의되었고 이스라엘과 PLO간의 화해 둥 중동지역의

안정성 향상 둥으로 인하여 NPT 무기한 연장의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하

였으나 NPT체제의 강화와 무기한 연장을 위하여는 아직 문제가 남아었

다.

9년에 걸친 교섭 후 1991년 7월에 서명된 START-I 조약은 전략공격 핵

3) 일본 원자력산업신문， 1993. 4. 29.
4) 黑澤滿， 核兵器不據散問題 σ) 現狀 ξ 課題， 국제문제， 199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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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향후 7년간 현재보다 113 삭감하는 것이다. 이 조약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서명되었으나 비준 전에 소련이 봉괴하였겨 때문에 1992년 5월에

초약 의청서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스탄， 빨라루스 사이에 서명

되어 이 5개국이 조약 당사국으로 되었고 우크라이나， 차자스탄， 벨라루스

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 둥이 규정되었다. START-I 조약이 발효하기 위

하여는 이들 5개국의 1:11 준이 펼요하다. 우크라이나는 1993년 11월에 비준

하였으나 조약상의 수만큼 감축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었다. 이 나라

는 비준의 조건으로서 안전보장 확보 및 경제적 원조를 주장하였으며， 이

러한 이유를 들어 NPT에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1992년 6월 부시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의 기본 합의에 따

라 제2차 전략무기 감축조약 (START-IT) 어 1993년 1월에 서명되었다. 이

것은 미·러의 전략 공격무기를 2003년까지 현재보다 약 2/3감축하여 3000

-350071로 하기로 한다. 이 조약은 미·러 양국간의 조약으로 되어 있으나

START-I 조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또한 START-I이 발효한다

하여도 러시아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하여 START-II에 대한 러시

아의 비준여부가 불투명하다. 또한 발효한다 하여도 합의 내용이 잘 이행

될지가 문제로 남아었다.

다. 포괄적 핵실험금지

과거 의 NPT평가회 의와 마찬가지 로 1990년 제4차 NPT평가회 의

에서 최 대의 대 립은 포괄적 핵실험금지 (CTB : Comprehensive Test Ban)

를 둘러싼 문제였다. 1990년 NPT펑가회의에서 비핵무기국틀은 eTB의 성

살한 교섭율 요구하였고 소수의 비핵무기국은 eTB를 NPT연장과 연결시

키도록 하였다.5) 이에 대하여 미국은 CTB는 장기적인 목표이고 이는 점

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련은 1985년 이후 여러번 핵

5) 외무부， 핵무기비확산조약 제4차 명가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1990. 11.

-120 -



실험의 일시정지를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는 CTB를 향한 조치로서 1992년

8월에 상원에서 3년칸 15회의 실험을 행한 후에는 전면금지 한다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법안은 “다른 핵무기국도 핵실험을 실사하지 않는

경우” 라고 하는 단서가 첨부되어 었다. 이후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1993년

7월 향후 1년간 핵설험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라. 소극적안전보장 (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

핵무기보유를 원하눈 국가의 최대 동기는 자국의 안전보장 강화

와 국제적 저위향상이다. 비핵무기국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게 하기 위

하여는 핵무기국에 의한 비핵무기국의 안전보장올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NPT당사국인 비핵무기국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소극적 안

전보장의 개념은 조약교섭시 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5개의

핵무기보유국은 1978년 개별적 선언의 형식으로 소극척 안전보장을 선언하

였다.6) 또한 1978'칸 UN군축회의 최종문서에셔는 핵보유국이 비핵무기국가

에 대하여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유효

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비핵무기국가들은 소극적 안

전보장의 적용조건이 모두 다르고 사용된 어휘가 불분명하며， 보장의 형식

상 구속력이 불충분하여 유효한 보장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소극척안전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유엔군축회의 및 NPT펑

가회의에서 계속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여오던 청책의 경우와 같이 비핵국가가 핵

보유국의 지원으로 미국의 동맹국을 침략하였을 경우 침략국가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 권리를 유보한다고 밝혔듯이 각 국가의 핵불사용정책은 상이

하다. 또환 ‘82년의 유엔 특별총회에서 소련은 핵선제 불사용원칙 (no-first

6) lAEA, lAEA Bulletin, 1앉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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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을 발표하였다.7) 그러나 미국과 서방 핵보유국들은 이러한 원칙이 자

위권을 제한하거나 훼손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여 핵비보유국이 보

기에는 소극적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개최된 제46차 유엔총회에서 채태된 결의안에

찬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D 소극적안전보장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 필요성 강조

@ 협약 체결을 위하여 모든 국가， 특히 핵보유국에게 정치적 악지 및

융통성을 발휘하여 줄 것을 요청

@ 협약체결을 위해 제네바군축회의가 집중적인 교섭을 할 것을 권고

둥 이다.

최근의 냉전구조 종식과 동서관계의 개선， 동구의 민주화，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체에 따라， 핵무기 사용의 금지에 반대할 이론적 이유 및 물리적

이유가 캅소하고 었으묘로 션제 불사용 교섭을 시작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소극적

안전보장을 확보해 준 이상 우리나라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소극적안전보

장을 받아내야 할 펼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마. 적극적안전보장 (PSA : Positive Security Assurance)

핵무기 비보유국가가 핵공격을 받거나 또는 그 사용위협에 직면

할 경우 원조를 하는 적극적 안전보장은 1없8년 NPT 체결을 위한 교섭과

정에서부터 제기되어 활발하게 논의 되었다. 아에따라 미국， 소련， 영국은

NPT조약이 핵비보유국의 핵무기 비보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상웅

하는 조치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비핵무기 국가애 적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당시 성렵된 유엔 결의안 255는 비핵국가가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에

7) 박회권， 한반도비 핵화， 경세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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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첨략 또는 침략 위협에 직면할 경우 유엔 현장에 의거하여 안보리와

그 상임이사국들에 의한 즉각척인 대웅조치즐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가 비핵보유국악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안보라 상임

이사국간에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그 설효성이 있으나， 상임이사국이 모두

핵보유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부권 행사 둥으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

지지 않을 맹점이 있다.

바. 비핵지대의 설치

비핵지대는 그 지역내에서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핵비확산의 의부 여외에 배치의 금지도 포함한다. 이것은 NPT

를 보완하는 지역적인 접근엄파 동시에 그 지역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 금

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비핵무기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그 안전보장을

높이는 것이다.

이미 중남미에 Tlatelolco조약과 남태명양에 Rarotonga조약이 셜치되어

있으나 전자의 경우 펑화적 핵폭발에 대한 관계국간의 어휘해석이 상이하

여 당사국내 모든 국가에 의하여 발효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금지

및 위협금지에 대한 문채에 있어서도 핵보유국들아 의정서 H에 비준은 하

였으나 자국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소극적안전보장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

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완벽한 비핵지대가 되기에는 아직도

문채점이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해당지역에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

국， 영국，프랑스가 조약의 핵심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의정서 I에 안

보상의 이유로 비준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 사용금지와 사용위협을 금지하

는 의정서 n 및 역내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의정서 III에는 5개 핵보

유국중에서 구소련파 중국만이 비준하고 있다.8)

8) Uni않d Nations, The Prevention of Geographical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uclear - Weapon - Free Zones and Zones of Peac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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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 여러지역에서 그의 설치를 촉진할 수 았는 환

경이 많이 조성되어졌다. 먼저 남아프리차 공화국 및 그 주변국이 NPT에

가입한 아프리카에 있어서 1960년대에 주창된 아프리차 비핵지대 셜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 안전조치의 강화

파EA의 안전조치는 원자력의 평화이용이 핵무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UNol IAEA와의 협력으로

행한 강제사찰애 의하여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올 밝

혀냈다. NPT당사국인 이라크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여 IAEA안전조치하

에 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고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핵무기 개

발을 추진하여 왔음이 드러나 퍼EA사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

했다.

이와 관련하여 lAEA이사회는 1992년 2월 펼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전

면 안전조치 협청을 체결하고 있는 당사국 내에서 특별사찰을 행할 IAEA

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다. 안전조치협정 73조는 해당정부가 제공한 정보

및 일반사찰에서 얻어진 정보에 의하여 파EA가 그 책임을 수행하는데 충

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특별사찰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었으나

제 77조는 특별사찰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양자는 협의를 행하며 해당정부

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되지 않은 정보 및 장소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9)

특별사찰의 실시에는 당사국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파EA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해당국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의섬올

불러 일으키는 것이므로 IAEA 이사회가 훨요한 대웅책을 취할 수 있으

Southern Hemisphere, 1989. 4.
9) 과학기술처， 안전조치업무편람， 19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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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야라크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안보리가 현장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강제사찰을 포함한 일정한 조

치를 취할 수도 었다. 이러한 특별사찰의 실시에 있어서는 우선 정보의 제

공이 중요하다. 퍼EA자체는 독자의 정보수집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각국이 정찰위성 둥에서 얻는 정보를 뻐EA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펼요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제공올 위한 구조의 틀을 형성하는 것도 주요한

일로 평가된다.

최근 퍼EA에서는 안전조치 강화방안의 얼환으로 셜계정보의 조기제공을

위한 보조약정의 개정， 미신고 핵시첼 및 핵활동 검색을 위한 환경감시 기

술개발 프로책트의 추진， 핵물질 및 장비， 비핵물질 수출입 전면보고체제의

실시 둥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의 추진은

IAEA회원국 모두가 참여하여야 그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우

리가 대웅할 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대웅전략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야 하며 안전조치 강화가 평화이용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

성이 었다.

아. 핵수출 통제

원자력공급국플은 핵수출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 및 수출통체

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여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보조적인 조치를 취해왔

다. 걸프전쟁후 이라크의 경우에서와 같이 종래의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것

과 냉전의 총식에 따라 COCOM규제가 완화된 것 둥으로 인하여 새로운

대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의 핵수출 통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φ 프랑스， 독일， 구소련 동은 바확산의 추구보다는 상엽적인 이익을

추구시킨점

@ 수출허가 절차가 국가마다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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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품목에 관하여 군사적으로도 평화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

중사용품목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규제대상에 미포함

@ 시행에 관한 문처를 포함하지 않고 위반에 대한 제재도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3일 바르샤바에서 핵공급국

그룹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를 채돼하였다. 첫째， 비확산 목표를

원자력의 명화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보다도 우선할 것을 명백히 하

고 수출허가절차에 신중을 가해출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국이 NPT 당사국

일것， 수령국의 최종사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 동을 요구하고 있다. 툴째，

핵공급국그룹은 지침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65개의 이중사용 품목을 채택

하였다. 셋째， 양해각서로서 각 국가의 수출숭인 거부를 그룹의 다른 국가

에 통보해야 하며 그 거부는 3년찬 모든 당사국을 구속한다는 것이 규정되

어 있다. 이에따라 일단 어떤 나라에 의하여 공급이 거부된 국가가 곧장

다른 나라로부터 공급받을 기·능성은 없어졌으며 또한 정보의 교환 및 정기

적인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넷째， 전면안전조치에 관한 성명에서는 현재

및 장래활동의 모든 핵분열성 물질에 대하여 퍼EA의 전면안전조치를 수

락하지 않는 수령국에 대하여는 수출되지 않도록 합의하고 있다.

이와같이 최근 핵공급국 그룹의 합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행이나 제재

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규제와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수출관리에 합

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라크와 같은 경우를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수출통제에 대하여 주의해야할 것은 핵무기비확산의 측면에서 생각한다

면 바람직한 것이나 이로 인하여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평화적인 기술

이전도 저해될 가능성이 았으며 새로운 남북문제를 야기할 수 었다고 개도

국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통제의 강화는 NPT조항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통제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출통제가 그 의미를 갖기 위하여는 원자력 물질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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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를 공급할 수 있는 세계의 모든 국가의 참여가 펼요하다. 또한 핵물질，

장비의 수출업에 대한 세계적 보고체체구축과 함께 체제가 그 기능을 발휘

해야 수출통제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틀이 거존

공급국들의 상엽적 독점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 원자력 평화이용 촉진

이라크의 핵무기개발 추진과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원자력의 펑

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촉진에서 최대의 단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북

한파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원자력 펑화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감시의 측

면이 강화될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남한도 계발할 것

아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행정부는 Pu.9.1 평화척 이용까지도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뀐l이용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

딛치겠지만 현재 pu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3절 IAEA 안전조치 강화 동향 분석 및 전망

1. IAEA 안전조치협정 및 보조약정 협상현황10)

가.전면안전조치협정

(1) NPT에 따른 전면안전조치협정

NPT 제3조 4항에 의하면 핵무기비보유 당사국은 비준서 또

는 가업서의 기탁일자 이전에 안전조치 협정의 교섭을 개시하여야 하며，

10) IAEA, Status of negotiations of safegua펴s agreements and subsidiary
arrangements, GOV!INF/696, 1없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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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정은 교섭개시일로 부터 18개월 어내에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II)

NPT에 따른 전연안전조치협정의 현황은 1993년 10월말 현재 핵무기비

보유 NPT 1557fl 당사국중 947fl 국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이 발효중인데， 이

들 94개국중 49개국은 원자력활동이 전무하고， 핵물질 및 운전중인 핵시설

이 없음을 퍼EA에 통보해 왔다.

한편 나머지 55개국은 NPT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lAEA와 전면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충 39개국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이다.

(2) Tlatelo1co 안전조치협정

1993년 4월말 현재 Tlatelolco 조약의 기탁국 정부는 당사국

이 24개국임을 lAEA에 통보해 왔으며， 이틀 국가들은 모두 NPT 당사국들

이다. Tlatelolco 조약 제 13조에 따라 당사국은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았으며， IAEA와와 안전조치협정체결은 조약 비준서를 기

탁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개시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이 발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3년 4월말 현재 Tlatelolco와 NPT에 따라 안전조치협정이 발효훤 국

가는 15개국이며， 7개 당사국은 아직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3) Rarotonga 조약에 따른 안전조치협 정

1993년 4월말 현재 기탁국 정부에 의하면， 11개국아 조약

당사국임을 lAEA에 통보해왔고， 이들중 10개국은 이에 NPT에 따른 안전

조치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솔로몬 군도의 경우 안전조치협정에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약 제8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파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각 당사국은 조약 발효일로부터 187fl윌 이내에 안

11) SIPRI, SIPRI Yearbook 1989 World Armaments and Disannamen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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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치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뜬 조치를 취하도록 규청하고 있다.

(4) 보조약정

NPT와 Tlatelolco조약에 의한 안전조치협청에서는 협정이

발효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보조약정이 발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각 국가와 IAEA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보조약정이 발효

되도록 최선올 다하여야 하며，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90일을 경

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993년 4월말 현재 원자력활동중에 있거나 핵물질 또는 시설을 운영중인

46개국에 대하여 40개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이 발효중이다. 이들 국가중 3

개 국가는 보조약정중 일반부분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일반부분을 체결한

17개국은 아직 사셜부록을 체결하지 않고있다.

나. INFCIRC/66!Rev.2를 근거로 채결된 안전조치협정

1993년 4월말 현재 92개의 INFCIRC/66!Rev.2 형태의 안전조치

협정이 42개국가와 대만에 대해 발효중이며， 9개국과 대만에 대해 이 협정

에 의해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5개 국가가 11개의 보조약정을 발효

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 Tlatelolco조약 추가의정서 I에 의한 안전조치협정

1993년 4월말 현재 2개의 안전조치협정이 Tlatelolco 조약 추가의

정서 I에 의하여 두 국가에 발효중이다. 이들 국가는 이 조약이 적용되는

영토내에서 원자력 활동을 하지 아니하며 핵물질이나 시설을 운영하지 않

고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라. 자발척 안전조치

1993년 4월말 현재 5개의 핵무기보유국에 대하여 자발적 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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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중이며， 모든 보조약정도 발효중이다. 5재의 시셜부록이 협상충에 있

다.

2. 안전조치체제의 효과성과 효율성 강화

최근 수년간 IAEA의 최대 역점사업이며， 해결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분야는 안전조치와 관련된 싸찰분야일 것이다. 안전

조치 강화작업의 일환으로 lAEA는 이미 핵물질의 수출업 및 재고에 관한

전면보고， 장비 및 비원자력 물질의 수출업에 관한 전면보고， 설계정보의

조기통보 둥 일련의 강경일변도의 임무를 계획대로 진행시켜 나가고 었다.

물론 사무국의 이러한 추진력은 미국， 일본 동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지원

으로 더욱 가속을 얻고 있다.

1993년 안전조치와 관련한 최대의 현안은 파EA의 적극적인 사찰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 SAGSI(Stancl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의 보고서일 것 이 다.

사무총장의 자문조직인 SAGSI가 작성한 안전조치 수행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은 신고된 시셜에서의 미신고 활동의 유무

와 미신고 시설의 유무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IAEA 안전조치제

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SAGSI가 제안한 단계적인 강화

조치를 살펴보면，(1)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분석，(2) 벼원자력물질

및 장비의 수출입에 대한 정보 분석，@ 핵물질의 수출입 및 생산에 대한

정보 분석，(4) 파EA로부터 안전조치 분야외의 정보 분석，(5) 파EA로

부터 획득된 안전조치관련 정보 분석，@ 회원국아 제공한 정보 분석， ev

환경감시기술의 사용 퉁이다.12)

이러한 SAGSI의 보고서에 대하여 차나다， 핀란드， 스혜덴， 스페인， 영국，

12) lAEA,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the safeguards
system, GOV12657, 199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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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프랑스， 미국 동 선진국들온 안전조치 제도 강화를 위한 SAGSI 보

고서를 환영하고， 이라크 및 북한에서의 사찰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사찰재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머신고 시설 및 신고시셜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신고 핵활동도 사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IAEA가 회원국과 협의 우선 미신고 장소발견 풍 회원국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구체적 활동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게다가 차

나다， 핀란드 동은 실지 서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

기도 하였다.

한편， 중국， 파키스탄 및 알제리 둥 77그룹 국가들은 안전조치 강화 펼요

성을 지지하나 동제도 시행에 대한 법적， 경제적， 기술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회원국과의 완전한 합의후에 채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흑히

인도는 동 사찰제도 강화는 파EA가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활동에서 미신

고 시설에 대한 사찰로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경찰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자

는 것이며，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의

검증절차를 원용하는 것은 CWC가 NPT와는 달리 보편적이고， 비차별적인

협약이며， 현재의 안전조치강화와 관련한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도 아니한

점에 벼추어 주판적 방법에 의한 사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각국의 동향을 요약하여 보면， 선진국틀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을은 보고

서중 안전조치제도의 강화 및 비용효과 제고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고，

머신고시셜 및 III 신고활동을 사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았으나

반면， 일부 회원국들은 동 보고가 정치적， 법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았고， 동 보고의 이행이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첼 수 있으므

로 충분한 검토 후 전문가 회의에서 협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동 보고서는 향후 체계적이고 상세한 검토의 기초로서 이를 토대로

각 회원국이 각국의 의견을 서면으로 체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척인

제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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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EA와 북한간 안전조치협정 이행현황

북한파 파EA와의 공식적인 관계는 1974년 북한이 IAEA 회원국이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하였옴에도

NPT 당사국의 의무사항인 파EA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지연시킴

에 따라 차츰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북한이 원자력을 외교적 지

렛대로 사용하면서 한국과 북한， 미국파 북한 및 기구와 북한 동 복잡하고

다중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파EA와는 의무사항의 이행을 둘

러싸고 계속 불협화음을 유발시켜 왔다.

여기에서는 1993년중 퍼EA와 북한간의 안전조치협정을 둘러싼 상황변화

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IAEA 이사회는 1993년 3월 18일과 4월 1일 2건

의 추가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특별이사회시 사무총강은 북한이 협정에

규정된 CD 당사국의 협정이행 협조의무(제 3조)(2) 이사회 결의 이행의무

(제 18조)(3) 수시사찰 수용의무(제 71죠)@특별사찰 수용의무(제 73 및 77

조) 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I 1993년 6월 7일 부터 6월 11일 까지 개최된 6월 이사회에서 북한

대표부의 요청으로 GOV!ll‘JFη03을 IAEA 사무국이 회랍하였다. 북한 대

표부의 회람문서 GQV!II'매'n03의 주장요지는 IAEA 사무국이 퍼EA헌장

및 안전조치협정올 위반하였다고 강조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IAEA 사무국은 특별사찰 적용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다. 즉，

불얼치 문제에 대하여는 안전조치협정 제73조 및 77조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IAEA 사무국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툴째， 중요한 불일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즉， 불일치 문

· 제의 소지는 IAEA 사찰팀이 북한의 혜시셜에 대한 고유운전 똑성과 특수

한 상황에 대한 고려륭 하지 못한 잘못에 기언하여 발생하였고， 게다가 그

것은 북한의 신고사실과 IAEA 사찰관이 새롭게 찾아낸 사실과의 차이에

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입력자료의 해석 및 명가방법에 대한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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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와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은 IAEA의 계산착오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불일치 문제는 이미 해소되

었다는 것이다.

셋째， “ad띠tiona! sites"에의 접근문제로서， 안전조치협정에 따르면

“ad며tional sites"는 불일치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퍼EA가 당사국에

해당 부지에 대한 접근올 요청하고 당사국이 아를 허용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포한 갱d버디onal sites"는 당사국이 신고하지 않은 핵

물칠과 관련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볼일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파EA가 북한에 “ad며tion떠 sites"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넷째， 파EA는 제3국이 제공한 첩보에 의하여 사찰을 요구할 법적 근거

가 없다는 것이다. 즉， IAEA 현장과 안전조치협정의 어느 곳에서도 제3국

이 제공한 첩보에 의한 사찰을 언급한 부분은 없으며， 또한 북한에 척대국

언 미국이 제공한 첩보는 잘못된 정보이며， 이를 근거로 특별사찰을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추가정보의 접근에 대한 문제로서， 추가정보는 불일치의 명확성

올 밝히는데 펼요한 기록， 보고서 및 기타 문서들을 의미하며， 추가정보에

대한 파EA의 요청올 당사국이 수락할 때 제공되는 것인데 반하여， 현재

는 중요한 불일치들이 이미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퍼EA는 북한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사찰팀이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제공하였는 바， 더 이상의 추가정보는 없으며， 이제와서 추가

정보를 논하는 것은 IAEA 사찰팀의 잘못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다.

여섯째， NPT 활퇴를 선언한 이후 3개월 동안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었다는 것에 대하여， 북한은 특별사찰단의 입국을 수용할 수 없을 뿐

이지 다른 것은 변한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입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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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사찰임무를 위한 수시사찰단의 입국은 거부하지 않고 있

으며， 북한여 수시사찰단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퍼EA의 생각운 잘못

된 것여고， 사무총장이 지난 3개월간 북한이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지 않

고 있다고 성급하게 결론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다. 1993년 5월 초까지 사찰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일부 국가들의 옴모에

기인한 것이며， 이후 5월 8일부터 15일까지 7번째로 IAEA 사찰단이 북한

을 방문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지 않

고 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다.

일곱째， 퍼EA가 북한을 “ non-compliance"라고 규정한 것과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한 것은 안전조치협정 및 IAEA현장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13)

야러한 북한의 억지주장은 반박여지가 많이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북한은 무엇보다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훨요하다. 즉， 북한은 그

들이 radiological facility라고 주장하는 재처랴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양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저장 시셜의 사찰이 펼요한

데， 북한은 이 시설을 군사시설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사찰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은 ‘93년 2월 이사회시 특별 브리핑을 통하여， 동 시설

은 군사시셜이 아님에도 볼구하고， 제3국의 첩보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잘

못이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핵사찰을 모면하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

은 폐기물저장 시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사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사찰이라는 명칭이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문제는 다른 명청의 사찰

로서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상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2개의 미신고시설을 지금이라

도 신고하고 이룰 수시사찰의 범주에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

13) JAEA, Memorandum of 3 June 1993 by the Ministry of Atomic Energy of
강l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V/INFn03, 1잃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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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개 시셜은 군사시설이 아니고 재처리시설의 폐기물 저장소임이 입증되

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주장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5 MWe 원전의 사용후핵연

료 교체여부 확인문제가 중요한 변수이다. IAEA 사찰관이 92년 7월 사찰

시 5 WNe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 교체여부를 확안하려고 시도했으나， 북

한은 교체장비가 고장나고 원자로 상부가 방사능으로 심각히 오염되어 접

근이 불가능하므로， ’93년 5/6월경 사용후핵연료의 전면교체(북한 주장은

최초의 재장전)시 확인토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연료교체를

퍼EA에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떠한 이유를 들어 확인을

거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여하튼 북한은 5 MWe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

교체일정에 관한 정보를 IAEA에 조속히 통보하고 IAEA 사찰관이 업회하

여. 5 :MWe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가 그동안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90년에 1회에 한하여 5 MWe 원자로의

파손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였다고 주장한 바를 입증할 수 있어야， 북

한이 제공한 표본평가결파 북한이 ’89년， ’90년， ’91년에 걸쳐 사용후핵연

료를 채처리한 것으로 분석한 IAEA 주장과의 불일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단순히 파EA의 분석결과에 잘못

이 었다는 개연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일치 문제를 해결활 수 없는

것이다.

그려고， 북한 푼제와 관련하여 1993년 6월 이사회시 lAEA 사무총장은

그동안 북한-파EA간의 안전조치협정 이행현황을 보고 하였는 바， 그 내용

은 자신이 4월 8일 북한대사를 비엔나에서 만녔으며， 사무국은 북한과 체

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북한에 사찰단을 파견할 준비와 대화 재개를 위

한 준비가 되어 있움을 통보하였고， 4월 16얼 북한 원자력부에 몽 사안을

다시 전문으로 통보하였다. 북한은 4월 22일 원자력부장 명의의 맙신에서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환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당면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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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기구의 견해와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논의를 사무국에 촉구하

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여기에서는 안전조치 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방문은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였다.

이후 북한푼제 유엔 안보리 상정 둥을 포함한 몇차례의 전문이 왕래되었

요며， 3명으로 구성된 제7차 IAEA 사찰단이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북한

을 방문하여 5 MWe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조사 작업이 성공적

으로 수행되었다.

한편 ’93년 5월 11얼 안보리에서 북한문제와 관련된 결의문어 채택되었

으며， 이얘 대한 후속조치로서 5월 13일 북한에 전문이 송부되었고， 5월

17일 북한의 원자력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과 동

시에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표

명하였다. 그러나 북한대사는 6월 7일 파EA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파EA에 요청하였고， 이에 사무총장은 항상 대화창구가 열려

있음을 언급하였다.

사무총장은 안전조치 이행현황 보고에서 북한의 NPT 탈퇴시한이 6월

12일로 다가오자 안전조치협정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투명성 및 완벽성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영변

소재 두개의 부지에 대한 추가적 정보 몇 사찰에 대한 기구의 요청이 수용

되지 아니한 결과 투명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관하여 유감을 표

명하였다)4)

1993년 6월 국제 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의 북한 핵문제 토의는 핵비확산

조약 탈퇴 예정일자가 엄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응이 용이하

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미국과 북한간의 접촉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영향

14) lARA, Statement by the Director General, Dr. Hans Blix, in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AEA o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199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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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 않도록 파EA의 대용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는 핵심그룹의 합의

에 따라 각국의 발언내용은 온건한 기조하에 비교적 간략하게 진행되었다.

북한측 발언도 사전준비된 문안에서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부분을 삭제하

였고， 과거 북한 핵문제의 경위를 셜명하면서 모든 책염을 lARA 사무국

에 전가하는 발언만 하였는 바， 북한측 발언중 핵비확산조약 탈퇴 및 동

발효일자(6월 12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또한 4월 l일 이사회시와 같

이 대북한 제재가 있을 경우 이에 대웅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이 없

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었다.

제4절 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는 원자력 물질， 기술， 장비 동의 공급

측면에서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방 선진공업국을 중

심으로 일부 동구권 국가가 회원국에 포함되어 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략물자 수출입제도에서 원자력 품목을 수출통제하고 었지만， 우리와 해비

확산 노력을 나타내고 원자력기술 도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펼요시 되고 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중사

용 품목이 원자력 수출통채 품목에 포함되는 둥 국제 원자력 수출통체제도

는 통제범위가 확대되고 통제강도가 정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력 수출통제에 적절히 대웅하기 위해서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의 발

달과정과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있는 국제 수출통제의 동향에 대한 어해가

필요하다.

1. 대공산권수출통채제도

대공산권수출통제제도 (COCOM: Coor，띠na따19 Committee on

M벼피ateral Export Controls)은 1949년 11월 미국악 주도로 셜립되어，

1950년 1월 1일 정식으로 그 기능이 발휘 되었다. COCOM의 목적은 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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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었는 전략물자와 고도

거술의 수출금지 또는 수출규제가 목적이었다. COCOM의 통제품목은 산

업품목(l147~) ， 군수품무(23개)， 원자력 품목(217~)얘 포함되는 1587»의 방

대한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5조 k항에는 미국정부가

수출통제 실행을 위해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

리나라는 1987년 며국과 COCOM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1993년 개

정된 대외무역법 제 24조 3 및 동법 시행령 채 48조 4의 규정에 의거 1993

년 10월 1일 현재 전략물자수출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자력의 경우 24

개 원자력 품목군이 우리냐라 전략룰자 수출입 통제에 포함되어 있다.

2. 쟁거위원회

쟁거위원회 (Zangger Committee) 는 NPT 3조 2항을 설행하기 위하

여 출발되었다. 1971 년부터 1974년까지 15개국이 몇 차례 회합을 거쳐 핵

물질 및 핵물질의 가공， 생산 포는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

된 장비나 물질을 정의하였으며， NPT 비가입국으로 이러한 물질이나 장벼

를 수출할 때 ‘평화적 이용 보장’， ‘퍼EA 안전조치 적용’，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재이전 금지’ 둥의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두개의 양해각서를 IAEA

문서로 발깐하였다.

1993년 9월 현재 회원국은 29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입하

지 않고 있다.

쟁거위원회가 합의하여 제정한 수출통제품목은 핵물질， 원자로 및 부속

장바， 원자로용 비핵물질， 채처리시설， 핵연료가공시설， 놓축시셜， 중수 및

관련 생산시설 동을 포함하고 있다.15)

15) Frans Ber'암lOUt， 1꺼e NPT and Nuclear Export Controls, In Darryl
Howlett & John Simpson(ed), Nuclear non-πali훌ration' ARe)동renee

Handbook, longman current' affairs, 1992.

-138 -



3. 원자력공급국그룹

원자력 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설 립에 대한

회의는 인도의 1974년 핵실험， OPEC의 석유가격 인상 조치로 인한 제3세

계 국가들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 고조， 프랑스와 서독의 제3세계 국가뜰에

대한 농축 및 재처리시설 계약 체결 또는 협상 진행 풍의 국제 정세에 기

인하여 1974년 11월부터 마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구소련 동 주

요 공급국파 쟁거위원회에 속해있지 않는 프량스가 주축이 되어， 1978년 1

월 @ 민감한 원자력 품목의 수출에 쟁거위원회의 조건을 품목 뿐만아니라

기술에까지 적용 @ 몰리적 방호 @ 민감올질 및 만감시설 이전 억제 @

농축파 재처리에 대한 공급국 사전 동의 동의 조건을 부과하는 런던가이드

라얀 (London Guidelines) 을 발표하였다.

1993년 9월 현재 회원국은 28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압하

고 있지 않고 있다. 쟁거위원회와 비교하여 원자력공급국그룹이 갖는 의미

는 셜립 당시 핵무기비보유국이며 쟁거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았던 프랑스가

참가했고 쟁거위원회보다 통제를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엄 격한 통제기준으로 출발한 원자력 공급국그룹은 1992년 4월

비공식회의에서 65개의 원자력이중사용품묵을 통제품목에 포함시키고 수입

국에 IAEA 전면안전조치를 요구하도록 합의하였다.

4. 미사얼기술통제체제

미사힐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는 1987년 4월 16일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당시 셔독)과

이태리 둥 7개 선진공업국들이 미사일파 관련71 술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되었으며， 그후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

에，룩셈부르크，호주，덴마크，노르웨이，뉴질랜드，핀란드，그려스，아일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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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스웨덴， 스위스， 포르투갈이 추가로 가입하여 회원국은 1992년 현재 22

개국에 달하고 었다)6)

MTCR은 기본 정책 선언과 며사얼기술 이전 조건을 제한하는 일련의 지

침 및 통제되는 기술파 품목을 상세히 나열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었다.

이 체제는 국가간 정식조약이나 행정협정이 아니며 체제를 관리하는 공식

기구도 존채하지 않지만 다자간 군 통제분야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기본방향은 군사적 목적의 특정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이전을 체한하는

것이지만 우주개발 첨단기술 둥 명화적언 미사일 기술이용과 국제적 협력

을 저해하려는 것은 아니며 어느 특정 국가를 대상요로 제한하는 것도 아

니라고 밝히고 었다.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는 나라졸에게

모든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국제적 규법과 원칙에 관한 공동 합의문인 것

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에 걸쳐 전세계적인 탄도미사일의 확산이

심각한 안보위협요인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핵확산금지를 위한 그동안의 다양한 조치틀이 핵탄두를 실어 나

를 수 있는 머사일의 세계적 확산을 통제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과 원료의 수출을 통제했던

사실이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유효한 방법이었다는 점이 경험적

으로 확인되면서 미사일 확산을 막기위한 유사한 수출통제기구가 펼요하다

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무기수출통제볍 (the AIms Export Control Act)을 홍

해 미사일 시스탬과 부품 및 관련기술의 해외 이전올 통체하고 있었지만，

상당수의 미사일부품이 민간로켓이나 무인자동벼행체의 부품들로도 사용된

다는 71 술적인 한계와 통상적인 민칸수출 허가조치에 의해서도 며사일 생

산에 직접 이용되는 부품들올 구입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안고 있

16) PPNN, Newsbriei No. 19, Autumn, 199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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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더구나 많은 나라틀이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려

는 프로그랩올 적극 추진하고 었다는 사실에 자극되어 레이건 행정부 초기

에 국제적인 미사일 기술통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평화적

우주이용올 위한 미사일 기술개발과는 달리 다수국가들이 군사척 목적의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척 똥제체제의 셜립을 구상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미사일기술 통제조건의 핵심내용은 많뻐 Kg 이상의 탄두와 300 Km 이상

의 사정거리를 갖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따사일을 포함한 무인비행 시스탬의

확산을 통제한다는 것아다. 이 체제의 주요 통체 사정거리 300 KIn 이장의

탄도미사일이란 대기권을 이탈하였다가 재돌입하도록 만들어진 미사일체제

를 말하며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들이 미사일기술지침(The Missile

Te야mology G띠delines)상의 장비 및 기술 부속서 (The Equipment and

Technology Annex)에 상세히 열거되어 었다. MTCR에 의해 통제되는 장

비 및 기술둥은 두개의 절로 분류된다.

제 1법주(Category I)에는 며사일시스댐파 관련기술 둥 가장 먼감한 품

목들이 포함되는데 미사일 생산시설과 하위시스탬들도 모두 이범주에 들어

간다. 이 품목들의 수출은 뭔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종사용목적이 평화

적이며 오용될 여지가 없다는 분명한 확인을 받을 경우 특별히 수출이 허

가펼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로켓을 포함하는 로켓시스탬완제품(Complete

Rocket Systems)과 순항미사일파 무인청찰바행체 둥이 포함되는 무인비행

시스템(Unmanned Air Vehicle Systems) 둥이 주대상이 되며， 미사일관련

특정하위시스탬으로서의 개별로켓단(In버vidual Rocket Stages), 재돌입 운

반체 (Reentry Vehicles), 고체/액체연료 로켓엔진(SolidiLiquid Fuel Rocket

Engines), 유도체제 (Gui없nee Sets), 성충권 비행시에 필요한 추력 방향조

정시스탬(Thrust Vector ContIoD, 탄두안전장치 (Warhead Safing), 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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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ing) , 신관(Fuzing) 및 격 발장치 (Firing Mechanisms) 둥이 포함되어

있다. 유도체제에 대해 특히 언급하면， MTCR에서는 300 Ken 이상의 사정

거 랴 에서 10 Km 이하의 정확도(CEP : Circle of Equal Probability)를 달

성할 수 있는 유도체제에 대해 통제하고 있는데 현재 배치되어 있는 머사

일의 성능을 비교할 때 10 Km의 CEP는 정확도가 매우 낮다고 생각되지

만 핵무기의 가공할 폭발력을 고려한다면 야정도의 기준온 필요하다고 본

다.

제2범주(Ca않gory ll)에는 추진제 (Propellants) , 구조소재 (Structlrral

Materials) , 비 행 계기 (Flight Instruments), 항공전자공학(Avionics) , 유도 및

통제장치 (Guidance and Control Equipments) , 시험장비 및 설비 (Test

EQuipments and Facilities) 둥 매우 다양한 며사일관련 품목 및 기술들이

포함되어 았다. 이 범주에 속하는 풍목 및 기술틀은 최총사용목적에 대한

명확한 셜명 동 주변사항틀을 고려한 후 각국의 개별심사에 의해 수출허가

흘 내줄수 있도록 되어 았다.

미사일 재발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며 미사일의 성공적인 발사

는 미사일의 본체， 추진제， 엔진， 제어기기 및 유도체제 둥이 완벽하게 통

합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탄도미사일의 최종낙하지첨온 발사초기단계에

결정되기 때문애 모든 탄도수정은 추진력이 작용하는 단계인 총비행시간의

최초 10내지 20퍼센트내에 이루어져야만 하며 추진력이 작용하는 마지악

단계에 이미 미사일은 정확한 속도와 방향을 잡고 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에 의해 정교하게 작동되는 제어 및 유도체계와 발사대와 목표

물칸의 종합적인 정보， 청확한 비행경로를 따라가기 위한 고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로켓시스탬의 완벽한 조립과 발사기술

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미사일기술의 특성상 미사일에 관계된 수

많은 기술과 품목들이 MTCR의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사일기술 통제체제에 참여한 국가틀은 수출통제절차에 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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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모든 거래는 상세히 개별적

둘째， 각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청하여 지첨을 시행한다.으로 심사한다.

셋째， 수출국악 정부는 수출품목 및 71 술이 언급된 최종목적만을 위해 사

용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엄을 진다. 넷째，

여부는 오로지 각국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론다. 서로 상이한 법수출

과 통관절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틀끼리 MTCR이 규정하고 있는 지침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아무런 공식협

력기구나 제도도 성립되어 있지 않은 현 체제에서는 통제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각국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사항으로 남

미국의 경우 모든 품목들이 국무부의 군수품 통제국이나 상무부

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은 수출품목신청을 겹토하고 관리

아 있다.

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채발할 책엽이 었다.

있으며 COCOM참가하고주요 국가툴이 많이MTCR에는 COCOM의

비회원국가에 미사일 기술이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올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은 서명한 청부를이 입안한 MTCR의 특별 수출통제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다.

수출통제와 별개이지만 COCOM수출통체가 COCOM의버록 MTCR의

로
「

부·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MTCR의 수출통제는 COCOM 규정의

으로 출판되고 있다.

5. 국제 수출통제제도의 해체 및 통합 움칙임

COCOM은 그 설립목적이 공산권의 봉괴로 달성됨에 따라 1994년 3

월말까지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새기구흘 셜립키로 1993년 11월 16일 헤

이그에서 합의하였다 새기구의 통제대상국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국인 북

한， 알제리， 파키스탄， 리비아， 이라크， 이란 둥이 검토되고 있으며， 회원국

은 동유렵과 구소련공화국， 중국， 홍콩 풍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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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또한， 원자력공급국그룹과 쟁거위원회의는 역할이 유사하고 회원국이

동일 (28개국) 하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쟁거위원회에서

는 두 가구의 통합파 판련한 논의를 한 바 있는데， 당분간 신생공급국애

재 국제 수출통제제도의 가입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18)

원자력공급국그룹과 쟁거위원회는 비공식적 협조흘 이루고 있다. 그실례

로 두그룹의 회원국이 동일하며， 쟁거위원회 의장은 1991년 부터 회원국

대표(오스트리아) 자격으로 NSG 회의에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공급국그룹은 파EA와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IAEA는 원자력공급국그홉의 정규의사소통채널 역할 담당

. 원자력공급국그룹윤 수출의 전제조건으로 퍼EA의

전면안전조치 요구

. 1993년 2월 IAEA 이사회는 Universal Reporting System을

채택하였고， 여기에 사용되는 보고품목은 NSG Part 1의

모
「

표}b제통

제5절 원자력 국제협력과 쌍무협정

1. 원자력 국제협력과 쌓무협정

1953년 미국 아이첸하워 대통령의 원자력의 펑화적 이용을 위한

Atoms for Peace콜 제창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시작되었다. 이에따라 미국은 원폭을 개발한 1945년 이후의 원자력 기술

17) 한국경제신문， “「 코콤 」 단계적 해체키로”， 1993년 11월 18일.

18) Strulak, T., "The Nuclear Suppliers Group",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I , No.1, pp. 2-10, Fal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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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물질의 독점전략을 포기하기 시작하였으며， 평화적 이용의 원자력 협력

도 원자력 쌍무협정을 근간으로 실행하였다. 따라서 1953년 이후부터의 원

자력 국제협력은 원자력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직접

사찰권과 사전동의권의 보유를 조건으로 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쌍무협정상

의 규제조항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었으며， 어중 직접 사찰권한은 현채의

IAEA안전조치로 대체되어 발효되고 있다.

원자력 국제협력은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이전까지는 현재보다 완화된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인도의 핵실험 이후 주요 원자력 선친국들은 국

제협력 추진을 위한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시 그틀이 공급한 핵물질이나 장

비， 시셜의 재이전이나 변형에 대해 사전동의권을 보다 확대 하였고 안전

조치 적용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연장시키고 있다.

또한 짱무협정 위반시 대부분의 협정 조항여 공급한 품복의 반환을 요구

하고 있어 수입국들의 원자력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쌍무협정들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핵

무기 보유국 및 원자력 선진국들깐에 체결한 형태인 북북협력의 형태를 말

하고 다른 하나는 쌍기 국가들파 원자력 개발도상국가들과의 협 력 형 태 인

남북협력 형태가 었다. 여기서 원자력선진국이라함은 농축 또는 재처리 시

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출통제나 쌍무협정상의 규제조항에 별 영향을 받

지않는 국가를 말한다.

소위 가진국가들끼리의 원자력 짱무협력 협정은 양 당사자간에 상호 호

혜평동의 원척하에 체결되어 있어서 대둥한 협정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남

북간의 협정형태는 수칙적인 측면이 있으며 공급국들의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정으로 나타냐고 있다.

2. 한국의 원자력 개발파 원자력 짱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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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I영화적 이용을 위한 쌍무 협정을 미국， 프

랑스， 차나다， 독일， 호주 둥과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협정들은 남북형

태의 협정 형태를 이루:r 았으며， 특히 미국과의 협정은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정잭， 핵비확산법 둥이 반영되어 있어서 어느 국가와의 협정보다도 더

욱 엄격하게 체결되어 있다.

미국， 카나다， 프랑스와의 협정은 상용원자로 도입 및 핵연료도업을 위하

여 체결된 것이며 호주와의 협정윤 우라늄 공급을 위하여 평화적인 목적으

로만 사용하겠다는 의무를 포함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파 1956년 2월3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깐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서명하여 1958년 3월 14일

및 1965년 7월 30일에 각각 개정하였다. 1972년 11월 24일 서명하고 1974

년 5월 15일에 개청·서명한 “원자력의 만간 이용얘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은 1956년 서명·개정된 협정올 대치

하였다.

또한 양국은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 척용에 관한 국제 원자력

기구， 대한번국정부 및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1968년 1월 5일 체결하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IAEA로 부터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조항은 상기

의 3자간 협정이며 이 협정이 정지될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미

국이 직접 사찰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미 원자

력 협력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정구성 : 전문 및 15조로 구성.

- 협력방법 : 정보교환， 정보교환 분야에 관련된 해당물철의 양도， 장버

제공(전문연구시설， 원자로， 물질 시험시설)

- 적합성의 보장 : 교환된 정보， 이전된 장바， 물질의 적합성을 공급국

은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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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 우라늄 공급 :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농축 우라늄에 대한 한국

의 모든 펼요량을 공급하되 제9조에 설정된 양의 제한에 따르며， 상

호 합의에 의하여 수사로 개정가능하다.(실제로 1974년에 개정된 협

정에 따트면 5，α)() MWe의 용량까지만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980년도에 개최된 한·미 원자력 공동상셜 위원화에서 협정상의

5J)()() MWe의 상한선이 철폐됨)

- 특수핵물질의 재처리 : 안전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양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시설에서 재처리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재이전 : 한국이 양도받은 핵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특수 핵물질은

미국 원자력 위원회가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불가

(8조)， 양도된 물질， 장비， 장치의 재이전 금지(미국 원자력위원회의

사전동의 펼요)(10조)

- 안전조치 : 군사목적 적용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적용 및 이전된 품목

을 비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 협정의 종료 :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이 본 협정의 만료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및 양 당사자가 퍼EA의 안전조치를 재적용하는데 신

속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협정종료 가능하며，

협정 종료시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특수 핵물질을 미합중국 정부에

반환하며， 이때 미 합중국은 당시 유효한 AEC(Atomic Energy

Commission)와 가격표에 따라 반환물질에 대해 보상한다.

- 유효기간 : 41년 (‘ 72년 협정은 30년)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과 마국의 원자력 쌍무협정은 공급국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불펑둥한 협정의 체결은 당셔 한국의

원자력 기술수준이 매우 미약한 때에 체결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평가된

다. 따라서 우리의 원자력 기술도 이제는 중진국단계률 넘어서 선진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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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접어들고 있고 원전가동 가수도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점을 고려해

볼 때 시대상황에 맞는 원자력 쌍무협정의 개정을 추진해야한다. 이러한

원자력 협정개정의 추진은 일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간의 시간

과 많은 인력의 투엽이 필요하므로 21세기의 원자력 선진화를 대비하여 지

금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할 펼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의 개정 추진

은 앞서 일본의 협정개정 조건파 같이 원자력 산업이 선진수준에 도달하고

또한 핵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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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지구환경 오염문제가 표면화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높아 질수록

에너지 이용분야에서는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며 원

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나갈 것이다. 현행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보면 현채 적용하고 있는 기준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10여년의 기간

을 대상으로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30 - 40 년을 내다보는 초장

기적인 원전 계획에 대한 비천은 구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원자력발

전소의 도업 초기에는 기술자립과 표준화를 당면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나

원전의 누적 가동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의 노형전략과 핵연료주기전략의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의 정치사회면에서는 남북한 통일시기가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와 시

행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가l 될 것 이다. 즉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에서는 평화적인 복적을 위한 원자력연구개발， 특히 재처리 관련 연구는

외부로부터의 오해와 압력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후

행핵주기 정책을 설행할 수 있는 대외적 제약요인의 완화에도 노력함은 물

론 후행핵주기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핵확산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관련 부지의 확보와 원자력 시설의 건셜·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특히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억압되었던 불만이 자주화의 흐

름과 함께 표출되면서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당분간 원자력계가 대처해 나

가기 힘든 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후행핵주기 기술의 연구개발 토착

화를 위한 소요기간과 인력양성， 해외기술의 이용 가능여부 둥도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초기 국내 원자력계획의 수립시 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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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려의 원자력 이용수준이나 기술재발수준에 적합하지 않을 뿐반 아니

라 향후의 이용개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

여 관련 협정의 개션을 위하여 저속적으로 노력하고 궁극적으로 협정내용

을 상호 평둥한 관계로 재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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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륙 헥연료주기 시장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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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처리

4. MOX 연료 가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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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필 몇뿔



핵연료주기 시장륙성 분석

1. 우라늄 원광

가. 시장똑성 및 수급전망

우라늄의 수급은 70년대에는 미국， 미국 이외의 비중앙경제지역

(WQCA : Wodd Outside the Centrally Planned Economies Area) 및 중

앙경제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역별로 자체 공급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래된 대부분의 우라늄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농축된 재고우라늄으로

동일지역 시장 대신 지역간 시장거래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우라늄 시장

의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미국， 차나다 둥의 북미지역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우라늄 산업체의 집중화 경향이 뚜렸해져 COGEMA, CArvtECO,

RTZ 3개회사가 서방 생산량의 2/3를 점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우라늄 공

급원으로는 차나다 독일 둥의 정부재고 방출량이 있으며 우라늄 대용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U308, 천연UF6， 농축UF6 둥 서로 다른 형 태의 우라늄에

의해서도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어 구소련의 경우 농축우라늄을 현불시장

이나 장겨계약으로 공급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었다.

우라늄자원의 부존량 추정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서방세계에 국

한시켜 kg당 130달러 이하로 채굴 가능한 우라늄의 양은 350만톤으로 추

정되며 미발견된 잠재적 우라늄 매장량까지 포함할 경우에논 1300 만톤 수

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양에 근거하면 현재의 원자력 시설용

량을 유지할 경우 향후 200-300년간 우라늄자원의 고갈은 염려하지 않아

도 될 것이나 원자력의 점유율이 30-40%로 증가할 경우에는 100년 이내에

우라늄자원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0.

한편 서방세계의 우라늄 연간소요량은 4만5천톤 수준 (동구권 포함시 5

만2천톤 수준)이며 이양은 2010년에는 5만4천톤 (동구권 포함시 6만6천톤)

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서방세계의 경우 1988년부터 연간 소

요량이 연간 생산량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누적격차는 3만톤을 넘고 있으며

1) "Fast Reactors:Maintaining an Option", NEA News Letter 1991,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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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분을 생산자 및 소비자의 재고물량 둥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반면에 동유럽국가틀의 우라늄생산은 1989년 이후 소비량올 초과하고 있어

상당량의 상업용 우라늄야 서방세계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3). 특히 구소

련온 낮은 가격으로 우라늄을 공급함으로써 서방세계의 시장점유율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서방세계 생산량의 25%률 공급함으로서

차나다에 이어 세계2위의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4). 현재의 상업용 우

라늄의 적정 재고수준은 8만톤 수준으로 5) ’ 96년까지는 소진될 것으로 전

망되며 상업용 재고 이외에 전략적 Pu 및 고농축 우라늄의 추정량이 천연

우라늄 환산으로 25만톤으로 서방세계가 보유한 원전의 소요량의 5년분의

수요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이의 시장공급 여부 및 시기는 볼투명한 상

태이다 6). COGEMA의 예측에 의하면 서방세계의 우라늄소요량은 1999년

까지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후의 우라늄수요플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 90년대에 새로운 우라늄생산시설을 가동해야 할 것으

로 보고있다 7).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높은 생산비용이 수반될 것이므로

현채와 같이 잉여재고물량이 최저생산비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라늄생산자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개발에 착

수하도록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 가격추이 및 전망

최근의 우라늄시장변화의 특징의 하나는 현울시장 가격의 하락 및 현

불시장 거래량의 증가 현상이다 8). 1980년대 말 이후 가동중지된 원전여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현울시장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더우기 동구

2) Nuclear News, 1991.10, pp89-90
3) Nukem Market Report, 1992.8, pp23-25
4) Nuclear Europe Worldscan, 1992.3/4, pp27-28
5) Nuclear News, 1992.3, pp67-69
6) Nukem Market Report, 1991.12. pp1-2
7) Nuclear News, 1991.10, pp89-90
8) Nuclear Fuel, 199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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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는 가동중지된 원자로와 설계가 유사한 원자력발전소가 않고 경화획

득을 위한 수단으로 핵연료수출에 노력하고 있어 당분간 우라늄의 잠재공

급량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보이고 었다. 한편 현물시장에서의 풍부한

공급량과 우라늄대용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력업체는 우라늄재고량올 감소

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라늄의 시장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채고

량사용의 가속화에 따라 우라늄 현물시장 가격이 폭락하여 전력업체의 현

물시장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라늄생산자는 현물시장 가격이 생산버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우라늄을 현물시장에서 구매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우라늄장기계약내용도 변하여 계약기간이 단축되고 있으며 최저가격

조항이 삭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라늄 현물가격은 하락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즉

1980년 U30S 파운드당 40불올 보이던 원광가격은 1990년에 들어서는 파

운드당 10불 수준으로 까지 하락하였다. 미국 DOE의 장기계약 가격도

1983년의 파운드당 38불 수준에서 1991년에는 파운드당 14불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Euratom 의 장기계약 가격은 1980년대에도 비교적 변화폭이 척

어 1983년의 31불에서 1991년의 26불로 비교적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

다.

1991년 우라늄 현물시장을 살펴보면 천연우라늄 정광의 현물시장 가격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즉 상반기 동안의 가격은 U30a 파운드당 9 - 10 불

사이에서 둥락을 반복하다가 11월 종순에는 파운드당 6.75불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9>. 우라늄가격의 하락양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91년 9월 미국 에너지계발위원회 (CEA)가 미국 Florida에서 개최한

International Uranium Seminar에서도 대다수의 참석자가 우라늄가격이 향

후 2 - 6 년간 약간의 하락세를 계속한 후에야 다시 상숭하기 시작할 것

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10>.

9) Nukem Market Report 1992.1, pp3-14
10) Nukem Market Report 1991.10,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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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I 우라늄 현물시장 가격

(단위 : $1파운드 U308)

US DOE
NUKEM

YEAR EURATOM (SPOT MARKET)

DOMESTIC IMPORT AVERAGE LOW HIGH

1978 21.60 29.00 42.00 45.00
1979 23.85 35.00 41.00 43.50
1980 28.15 36.00 27.75 40.00
1981 32.20 33.25 23.25 28.00
1982 32.95 32.00 16.50 24.60
1983 38.21 26.16 34.15 31.예 20.30 24.75
1984 32.65 21.86 27.83 29.75 15.45 21.00
1985 31.43 20.08 26.35 29.00 14.05 17.00
1986 30.01 20.07 25.86 31.00 16.75 17.75
1987 27.37 19.14 25.48 32.50 16.50 19.25
1988 26.15 19.03 22.52 31.82 11.90 17.25
1989 19.56 16.75 19.05 29.35 9.00 11.90
1990 15.70 12.55 29.39 8.70 11.95
1991 13.66 15.55 26.09 6.75 9.95
1992 7.60 8.90

Source : NUKEM MARKET REPORT (’874, plO), (’91.10, p20), (’92.9, p31,33), (’93.11 , p23)

2. 우라늄 농혹

가. 시장특성

농축시장은 단지시장과 장기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래물량의

대부분은 장기시장에서 이루어져 단기시장은 국가비축량 및 잉여재고에 의

해 연 4% 정도의 수요만을 충족사키고 있다. 1990년의 냉전 종식 이후 미

·소의 핵무기생산 중단으로 다량의 우라늄 및 농축우라늄아 시장에 방출되

고 있어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축우라늄의

- 158-



수요자들도 과거의 단일공급원에 의한 장기계약에서 탈피하여 공급다변화

를 꾀하고 있으며 모든 경쟁적인 조건， 가격， 다양한 계약기간 동을 공급자

에게 요구하고 있다. 세계의 농축우라늄 주요공급자는 미국 DOE, 소련의

TENEX, 유럽 의 Eurodif, Urenco 가 았다.

표 A-2 세계의 주요 농축시설 생산용량

용량

딘。r 전 자 위 치 :。1 ;셔。 (백만SWU)

1990 2αm

USDOE Paducah, Kentucky 기체확산 11.3 11.3

Portsmouth, Ohio ” 7.9 7.9

Eur떠if SA Tricastin, France 기체확산 10.8 10.8

Techsnabexport USSR 기체확산(?) 10.0 10.0

Urenco Limited Gronau, Germany 원심분리 2.6 4.5

Almelo. Netherlands "

Capenhurst, UK "

China Lanchow, China 기체확산 0.2 0.2

PNC Ningyo-Toge, Japan 원심분리 0.2 0

JNFI Rokkashomura, Japan 원심분리 0 1.3

UCOR Valindaba, South Africa Helikon 0.3 0.3

LES Louisiana. USA 0 1.5

Crisla .Canada 화학레이저 0 0.5

합 계 43.3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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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OE는 현재 우라늄 시장의 주도적 위치에 았으나 1995년 이후의

시장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소련의 TENEX는 1970년대 초 1차 농

축시장에 퉁장한 후 그 이전에 서방세계 농축독점권을 갖고 있던 미국

DOE의 대체공급자로 부상하였다. 1975년 TENEX는 서유럽 농축시장의

40%까지 점유하였으나 이후 Eurodif 및 Eurenco가 생산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1990년에는 점유율이 10% 야하로 하락하였다 11). TENEX는 현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우라늄을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흘 불식하기 위하여 미국의 성형가공업체에 우라늄을 비축해 두고 있

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Eur떠if는

1982년 전면조업에 들어가 연간 1.080만톤SWU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 이는 900MWe급 원자로 90기의 연간소요량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12). 세계시장에서 Euro이f는 소요량의 20%를 영국 독일 네덜란드 합작의

Urenco는 8%를 공급하고 있다 13).

농축우라늄의 공급자들은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술과

생산시설 개발에 투자하고 았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체확산법의 경우 기술수준이 완숙단계에 있으나 Urenco에서 사용중인

원심분리 농축법은 아직도 상당한 잠재적 개선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즉 원심분리법은 소규모 module로 확장이 가능하여 초기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피할 수 있고 펼요시 최신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 현재 농축업계에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술은 레이저 동위

원소 분랴법으로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원자증가법 (AVLIS) 을 개발하고 있

다. 1991년 9월 미국 DOE는 AVLIS 의 최초 상업운전 시기를 당초 계획보

다 지연된 2001 년으로 발표하였는데 지연의 주원인은 부지문제， 재정확보，

안허가 및 기존의 UFo 농축핵연료주기와의 통합문제 둥을 들고있다 14). 구

11)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 Fuel Review, 1991, pp7-11
12) 下川純一， “원자력 PA와 환경대책 : 東歐，歐州關훌團報告書”， 1990
13)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 Fuel Review, 1991, pp7-11
14) Nuclear Fuel, 1991.9.30,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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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서는 확산법에 소요되는 막대한 에너지때문에 기체확산법은 이미 포

기하였고 기체원심분리장치를 갖춘 4기의 농축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기

존의 기체확산법을 이용한 농축공장은 UF6 를 정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15). 또한 카나다에서는 CRISLA Technologies가 새로운 기술인 화학레이

저농축법의 개발을 위하여 셜립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로카쇼무라의 원심분

리농축시설이 1994년 상업가동 예정으로 있다.

표 A-3 로카쇼무라 농축공장 개요 16)

부지면적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최종목표 : 1밍O톤 SWU/년

l단계목표 : 600톤 SWU/년

'88.10 - ’92. 3 : 150톤

- ’92.12 : 추가 150톤

- ’93.5: 추가 150톤

- '94. 4 : 추가 150톤

2단계목표 :900톤 SWU/년

’93.9 - : 450톤 착수

'96.10 - : 나머지 450톤 착수

3,600,000 m2
(저준위방사성폐기불처분시설과

위치

용량

공유)

건설비

며
。뼈

l

며
0

-
샤떼

에
L
一
·
뻐

억

-
￠

시

%

-
셜

전

또

-
건

운
종사자수

15) Nuclear Fuel, 1991.11.11, pp4-5
16) Yukata Sumiya, The Rokkasho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The

15th KAIF-JAIF Seminar on Nuclear Industry, Nov. 2-3, 1993,
KAIFflAIF, 1993

- 161 -



나. 가격추이 및 전망

1984년에 미국 DOE는 농축기술 발전을 전제로 2000년까지 농축가

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는데 실제로 농축가격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매년 하락해 왔다. 그러나 전망의 전제가 된 점진적 기

술변화가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틀지 못했으며 지속적 에너지가격 상승효과

를 고려할 때 미국 DOE의 미래 농축가격은 현재 수준인 $ 120/SWU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7)

표 A-4 미국 DOE 우라늄 농축계약가격 추이

(단위 : $/SWU)

Required Contract Utility Services
연도 월 LTFC AFC

Publish Ceiling Publish Ceiling

1982 8 149.85 138.65 138.65

1983 l 149.85 154.60 138.65 138.65

7 149.85 151.63 138.65 138.65

1984 7 149.85 155.70 138.65 138.65

10 157.00 155.71 153.00 153.00 135.00 135.00

1985 1 159.00 166.63 153.00 153.00 135.00 135.00

7 159.00 157.30 153.00 153.00 135.00 135.00

10 159.00 157.30 153.00 153.00 125.00 133.90

1986 10 159.00 157.30 153.00 153.00 119.00 120.00

1987 159.00 202.29 153.00 153.00 119.00 120.00

10 159.00 202.29 153.00 153.00 117.00 119.10

1988 10 159.00 202.29 153.00 153.00 117.00 119.04

1989 9 159.00 202.29 153.00 153.00 117.85 117.85

1991 10 159.00 202.29 153.00 153.00 121.50 117.85

1992 10 159.00 202.29 153.00 153.00 125.00 117.85

Source . NUKEM MARKET REPORT (’92.1, p18,19), (’93.10, 며5)

17) Nuclear Energy, VoL31 , No.1 , Feb, 1992, pp13-19

- 162-



한편 개발중에 있는 AVLIS 농축법에 대해서는 연간 9백만 SWU와 3백

만 SWU 생산의 규모에 대해 경제성분석이 수행되었다 18). 이 분석에서는

연구개발 투자회수에 대한 3가지 대안을 설정하였는때 첫번째로 건셜투자

비만을 회수하는 것으로 할 때는 연 9백만 SWU규모에서 $72/SWU이며 3

백만 SWU규모에서는 $108/SWU로 산정되었다. 두번째안인

demonstration program이 끝나는 회계연도 1993 이후의 기술지원바와 관

련 연구개발비를 포함할 경우는 각각 $95/SWU와 $169/SWU 이었으며 세

번째안인 1993년 이전의 모든 비용까지를 회수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각

각 $130/SWU와 $282/SWU로 추산되었다. 과거 AVLIS연구개발에 투자된

비용은 10억불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비용은 기체확산 농축시설에

서 회수되었으며 향후의 AVLIS 개발에 필요한 벼용도 같은 방식으로 회

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설의 도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우라늄 농축서비스

의 시장가격 이외에 시설 자체의 건설·운전을 위한 경제성 평가자료를 필

요로 하게되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가 정치적·상엽적 목적

으로 인하여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이

용하거나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축시설의 경제성 평가시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조사대상 공정의 개발상태나 적용 가능여부로 개발중인 기술일수

록 불확실성이 크다. 둘째 일반적인 경제성 평가지표는 국가별로 서로 다

르다는 점， 예로 전력가격온 국가별로 매우 차이가 크다. 세째 경제성 평가

짜료가 모든 거술에 공통적이지 않다는 사실， 예로 싼 전력가격은 가스확

산법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나 원심분리법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점과

할인율은 원심분리법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둥이다.

농축기술별로 특성을 요약하면 표 A-5 와 같으며 -공정별로 단위요인

변화당 민감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스확산법의 경우에논 전력 둥

18)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1992.11,VoI.37~o.460， p며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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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비용의 변화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며 다음이 시설투자바나 감가상

각 동의 고정비변화이며 운전유지비의 변화에 대한 영향은 아주 작다. 원

섬분리법의 경우에는 고정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며 에너지비용

의 변화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다. 레이저법의 경우는 원심분리법의 경우

와 비슷하다.

표 A-5 농축 기술별 특성 상대비교 19)

가스확산법 원심분리법 레이저법

시설투자비 n‘;dgLSnL pglFSnL 적음

유지비 DlS} 걷‘nL 적음 적음

모률화에 의한
안됨 좋음 좋음

시설 증젤

우라늄 형태 UF6 UF6 U 그소
O~

3. 재처리

가. 주요국의 정책

과거 197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핵연료주기전략으로재순환주기가 보편

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초반에는 전력수

요가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여 매 10년마다 발전소 시설용량이 2배로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00년에는 세계적으로 약 70071 의 원

전이 가동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이. 이러한 규모의 원전을 비순환

주기로 운용할 경우 우라늄자원의 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

19) ].H.Coates, ’Compared economic features of enrichment processes' ’
Some econmic aspects of the low enriched uranium production,
lAEA-TECDOC-555, IAEA, 1990

20) JAIF, 25th Annual Conference, 19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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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됨에 따라 채처리된 pu을 연료로 사용하는 증식로 개발이 요청되었고

이에 펼요한 핵연료 재처리공장의 건설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유류파동이 일어남에 따라 전력수요는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으로 감소하였

으며 미국의 경우 전력수요는 1-2%의 성장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원전 발주는 취소되고 건설중에 었던 원전도 공기를 연장하거나 공사를 중

단하기에 이르렀다. 원자력발전소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옮에 따라 우라늄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플루토늄 사용의 경제적 타당성은 매력을

앓게되었다.

또한 인도의 핵실험 이후 미국 차터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에 따라 핵무

기 비보유국의 핵연료 채순환 정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되었으며 미국 하

원의 경우 1994년 9월 각국의 재처리정책 유보를 내용으로 하는 1994

Defense Authorization Act 수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 수정안에는 플루

토늄 분리공장의 가동개시 또는 가동계속이 환경에 심각한 해독을 가져오

며，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 확산위험을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뜰이 밝혀질 때 까지 중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당고 있다. 반면에 클린턴 행정부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분열물질의 생

산 중단을 표방하면서도 재처리와 상업발전을 위한 플루토늄의 사용은 묵

인하고， 나아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플루토늄 재순환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핵비확산론자와의 주장과 일치하지

는 않고 있다 21).

또한 재처리 추진은 경제적 타당성 이외에 폐기물처분이 비순환주기보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에너지자원 빈국의 경우 핵연료주

기기술의 자립을 통한 에너지 해외의존 감축 둥의 영향을 받아 에너지자립

를 지향하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청부가 재순환과 증식로개발 정책을 택하게끔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21) Nucleonics Week, 199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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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자력연구소의 통해연구소에서는 r연료싸이클 안전공학연구시설

(NUCEF)’이 완성되어 1993년 6월부터 일부 cold시험에 들어갔는데 이 시

셜에는 약 500억엔이 투자되었다. 이 사셜은 재처리공장내의 공정을 거친

플루토늄용액이나 저농축우라늄용액을 이용해 임계량을 정밀하게 조사해

향후 가동될 재처리공장의 안전성을 확실히 하고 의도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켜 엄계 모의사고의 실험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처리기술에

대해서는 과거 16년 동안 동연사업단에서의 운전경험이 있는데 일본원자력

연구소가 별도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프랑스와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즉 사업단이 이미 수행해온 MOX연료의 재처리， 고속증식로용 연

료의 재처리 관련기술이 프랑스의 규제대상이 될지도 모르고 지긍까지 쌓

은 기술이나 노하우가 곧바로 프랑스로 누설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2년이 넘는 교섭 결과 동연셔업단이 독자적으로 나서고 있는

경수로연료의 재처리 고도화나 고속증식로연료의 재처리의 두가지 기술개

발에는 프랑스측의 규제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여 신협정에서는

로차쇼무라 재처리공장의 건설 및 운전만으로 좁혀 일본과 프랑스의 평동

성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22)

나.수급

현재 세계석으로 연간 1000톤 정도 처리능력와 상용채처리 시설이 가

동중에 있다. 이는 경수로 30,000 - 35,000 MWd/ton 연소도 기준으로 100

만 kWe급 원자로 37기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23). 영국의 경

우 지난 10여년애 걸쳐 THORP의 완성을 위해 18억파운드 이상을 투자했

는데 24), 방사선누출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에다 최대고객인 독일의 재처리

22) 원자력동향， 제 11권 10호 1993 한국원자력연구소

23) “ Fast Reactors:Maintaining an Option", NEA News Letter 1991,
Autumn

24)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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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축과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 위험성에 대한 전세계적인 지적 둥으로

영국정부는 최종적인 결정을 위한 검토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THORP는

1993년 12월 시설의 운전이 결정되었으며 환경론자들은 이에 대해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

표 A-6 주요국의 재처리시설 26)

국가 (회사) 시셜명 연간처리능력 비， 고

-표라.. -까-、 UP2-800 800톤 U 국내 경수로연료

(COGEMA) UP3 800톤 U 일본， 서독 동 해와의 경수로

연료

영국 B205 1500톤 U MAGNOX용 연료

(BNFL) THROP 1200톤 U 경수로연료 및 AGR연료

독일(DWK) WAK 35톤 U 경수로연료

일본 원연의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은 2000년에 가동될 예정이며 이 공

장의 플루토늄 생산량은 세계 최대급인 연 약 5톤이며 Zl) 기타 사용후핵연

료 저장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동 관련샤셜도 대규모로 시절의 개요는 표

A-7 과 같다 28)

격， 불변가격， 추정치， 실적치 둥 각기 산정방법이 다른 자료원율 이용

하기 때운인 것으로 보이며 1993년 4월 15일자 일본원자력산업신문에서

는 THORP의 시설투자비를 28억 파운드로 1993년 10월 7일자

Nucleonics Week에서는 THORP의 시설투자비률 18억 5천만 파운드(27

억 달러)로 계재

25) The Daily Telegraph 1993년 12월 16일자 기사 ’Greens prepare legal
case against Thorp'

26) 원자력공업， 제 38권 제 10호， 일간공업신문사， 1992.10, pp10-18
27) 일본경제신문 1993.9.6 (주간원자력소식， 1993.9.10-9.16)
28) Y따‘ata Sumiya, The Rokkasho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The

15th KAIF-JAIF Seminar on Nuclear Indus따r ， Nov. 2-3, 1993,
KAIF‘'/JAIF‘, 1993

- 167-



표 A-7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 개요

위치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시설 재처리시셜 폐기물관려시설

해외로부터의 회수량 :

용량
시셜용량 : 800 톤 VI년

1440톤 유리화폐기물

S!F 저장조 : 3，애O 톤 U 최종규모 :3뻐O톤 이상

부지면적 3,800,000 펑 방미 터 (수송용도로 포함)

건설시작 : 1993 건설시작 : 1992
공기

운전시작 : 2000 운전시작 : 1995

건설비 8，400억엔

종사자
건설peak시 : 7，000-8，뻐0명

운전시 : 2，000명

4. MOX연료가공

가. 세계동향

현재 MOX률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우라늄연료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고 사용후 MOX연료도

펼요시 쉽게 채처리할 수 있는 상태에 었다. MOX연료의 제조는 핵연료

주기 관려방식， 제조능력， 플루토늄의 가용정도， MOX연료의 조성도 둥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MOX연료중의 Pu 농도는 3-4% 정도이나 고연소도

추세에 따라 Pu의 농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 및 유럽의 일부 전력업체는 영국 BNFL 및 프랑스 COGEMA사와

재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었다. 일본은 1992년 원자력위원회의 핵연료주기전

문부회에서 MOX 연료를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경수로에 사용한다는 것

과， 해외 위탁재처리의 일정량을 해외에서 가공위탁할 것을 결정했으며， 이

러한 방침에 따라 MOX 연료 가공위탁선에 관해 현재 동경전력과 관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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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MOX 연료의 이용은 FBR 실험로언 JOYO,

ATR 원형로인 Fugen 에서의 이용 어외에 경수로에서는 Tsuruga 1호기와

Mihama 1호기에서 약간의 시험이 행해지고 있다. 앞으로 1990년대 중반에

는 800 Mwe급 PWR 및 BWR 각 1기의 노심종 4분의 l올 MOX 연료로

교체하고 2000년대에는 1α)() MWe급 PWR과 BWR 10기 정도에

Pu-Th밍mal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동해연구소 이외에는

MOX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외재처랴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당분

간 해외에서 가공할 방침이며 이중 반 정도를 Pu-Thennal 에 이용할 예정

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둥에서는 이미 MOX 연료를 이용중으

로 독일에서논 1960년대 중반부터 MOX연료 이용이 추진되어 이미 1071 의

경수로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본래 FBR용으로서 MOX 연륙

의 이용을 계획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 노선을 변경하여 20킥-정도의-경수
••• -

로에서 이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었다 29).

29) 일본원자력산업신문 199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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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8 일본의 원자력이용개발 장기계획 〈신형로 및 Pu이용분야)

1) FBR

기본목표 : 경제성이나 안전성면에서도 LWR의 우라늄이용올 초과하는 기술시

스템으로서 FBR에 의한 플루토늄 이용시스템의 확립

- 원형로 Monju 완성 이후 적정시기 이내 실증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 실증로의 개발에 대해서는 전국가적인 참여와 함께 개발증전올 위한 포괄적

인 계획하에 정부 및 민간이 협력

2) LWR에서 플루토늄 이용

- 실증프로그램은 1990년대 전반부에 1기의 PWR과 1기의 BWR에 1/4 노심

MOX연료장전 수행 예정

- 전반정인 계획은 1900년대 후반에 상엽이용으로의 이행을 설현목적으로 수행

- 실행계획은 플추토늄의 실제 수곱상황과 그외 관련요인올 고려함으로서

1990년대 초반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올 수립

3) ATR

- 600 MWe급 실증로률 민간주도로 l없0년대 중반 운전 목표로 아오모리현

大間머r (Ohma-mach i)에 컨 설

- 후속 원자로의 건설은 실증보의 건설상황， ATR의 경제성， 플루토늄의 균형

등의 요인올 고려하여 추진

4) FBR 사용후연료의 처리

- LWR사용후연료의 재처리기술과 밀접한 협력유지

- 초기단계논 pilot plant의 건설올 구체화하며 수행결과흘 토대로 21세기초

운전 목표

5) MOX연료의 제조와 플루토늄의 수송

- FBR용 MOX연료에 대한 기초연구개발 지속

- FBR 원형로와 ATR실종로를 위한 MOX연료는 PNC에서 연료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

- LWR에 전량 플루토늄 이용올 위한 MOX연료는 민간기업에서 조정

- 해외에서 희수된 플루토늄의 국제수송과 관련 수송상안전의 조사와 채검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중수송올 위한 수송 container의 개발과 그외 작업

은 PNC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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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9 국가별 MOX 재순환 계획 30)

국 가 l!:"。 처l一 자 운전기수 MOX장전기간

멜기에 Electrabel 2 PWR 1994-2002

프랑"'- EdF 1-5 PWR 1987-1995

8-14 1앉}6-1999

PWR 2α)Q-ZOO5

16 PWR

독일 EVS!Badenwerk 1 PWR 1988-2005

Bayemwerk 1 PWR 1985-2005

1 PWR 1994 ’ 2005
Gemeinschaftskraftwerk Neckar

1 PWR 1994-2005
HEW

1995-20052 PWR
Kemkraftwerk Obrigheim

Preussen Elektra
1 PWR 1972-2002

RWE Energie AG 1-3 PWR 1984-2005

RWE!Bayemwerk 2‘ 3 PWR 1996-2005

VEW 2 PWR 1995-2005

1 PWR 2004-2005

스위스 Kemkraftwerk Goesgen-Daeniken 1 PWR 1996-2000

NDK 1-2 PWR 1984-2α%

일본 Chubu 1-2 PWR 1997-2005

JAPeD 1 PWR 2α)()-2005

1 PWR 2αx)-2005

Kansai 1-3 PWR 1996-2005
Tokyo

1-3 PWR 1996-20(에

30)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Special PublicationsCFuel Review) ,

199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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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MOX 공급은 거의 여유가 없으며 MELOX 공장과

Siemens~ 새로운 공장이 가동되는 1996년 이후에는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나 이 역서 정치적인 이유로 가동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경수로

에 MOX률 30% 장전할 경우 농출소요도 113 정도 줄어틀게 된다. 유렵의

경우 연간 농축소요량은 12백만 swu이며 19，000톤의 우라늄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1992년부터 2005년 사이에 MOX이용에 따른 농축 및 원광 절

감량은 6 내지 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D

표 A-IO 유럽의 MOX 가공공장 현황 32)

국 가 공 장 용량 (tl\νy) 비 고

벨기에 Belgonucleaire/Po 35 운전중

II CA-~까‘ Cogema-CEA-CFCa 15 운전중

£. 일 SiemenslHanau 35 우、~처-....:.주。...,

프라ca~ MeloxMarcoule 120 건설중

£. 일 Siemens자fanau 120 건설중...,

벨기에 Belgonuclearire/Pl 35 계획중

여。 국 BNFL 50 계획중

플루토늄 채순환에 의한 원광 및 농축절감량은 독일에서는 약 15%, 프

랑스는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Hanau에 건셜중인 Siemens의

MOX공장이 가동되면 독알은 원광 및 농축소요량을 약 2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나 Hesse주정부의 반핵정책에 따라 공장운영이 지연될 가능

성 이 있으며 프랑스는 더 많은 원자로에 MOX를 장전할 가능성 이 았다.

상대적으로 MOX이용에 늦게 착수한 일본은 위의 기간중 MOX에 의한 절

31) Nucelar Engineering International , Special Publications (Fuel Review), 1992,
p4

32)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Dec.,1990,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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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이 3% 정도에 그철 것이나 2α꺼3년을 전후해서는 원광 및 농축소요량

을 딴간 8%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가격동향

일반적으로 MOX연료의 경제성은 비순환주기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전력업체에서는 비순환정책에서 전환하여 사용

후핵연료를 습식저장 또는 건식저장하고 있다. 또한 현채의 MOX 시장은

COMMOX가 벨기에와 프랑스에 I Siemens가 독일에 MOX를 공급하는 산

업화 이전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프랑스의 lv1ELOX와 Siemens

의 Hanau공장여 가동되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

적으로는 비순환주기와의 경쟁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거 수년간 채처리업체에서는 MOX연료의 재처리비용은 우라늄연료의

재처리비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MOX연료

의 용해특성에 따른 기술적 문제도 해결됨에 따라 업체의 비용추정은 더욱

타당성을 갖게되었다. 따라서 MOX연료의 핵연료주가비는 선행핵주기비

부분에서만 우라늄사용 핵연료주기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

통상적으로 우라늄연료의 선행핵주기비는 원광비가 35%, 농축비가 40% ,

가공비가 25% 정도를 점하고 있다. MOX연료 집합체의 비용온 실제적으

로 성형가공비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MOX연료제조에 필요

한 우라늄은 농축과정에서 생기는 감손우라늄을 무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천연우라늄올 사용해도 성형가공비의 3.5% 수준으로 아주 작기 때문이다.

플루토늄의 가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이는 플루토늄의 가치

가 시장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플루토늄의 잡채적 효용에 따라 결정되고

장부가치는 무시할만한 값에서부터 상당한 가치로까지 이용자의 상황에 따

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플루토늄은 즉기에 재순환되지 않으면 이의

저장 및 정화 (Am 제거， 고준위 감마션방출 동위원소 분리， 폐기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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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증가로 보유가치보다는 비용이 더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MOX연료의 성형가공비는 5개의 범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았다. 첫

째 cladding과 같은 연효봉부품과 space grid, end piece와 같은 집합체부

품은 우라늄연료의 경우 가공비의 40% 수준이며 이는 MOX연료에서도 거

의 같은 수준이다. 둘째 UF6 에서 U02 로의 변환과 집합체 조립비용은 우

라늄연료의 경우는 가공비의 15% 수준이며 이 값은 플루토늄 핵연료제조

의 경우 제조량이 적고 방사선차폐가 필요하E로 우라늄연료의 경우보다는

약간 증가할 것이다. 세째 설계， 인허가， 사업관리 동의 엔지니어령과 성능

보증， 우라늄 재고비용 둥은 우라늄 연료의 경우는 가공버의 20% 수준이

며 MOX연료는 제조규모가 적고 사용자측의 성능보증요구도 엄격하므로

우라늄연료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 네째 우라늄의 가공공장까지의 수송

및 집합체의 발전소까지의 수송비용온 우라늄연료의 경우는 가공비의 5%

수준이나 MOX연료의 경우는 우라늄연료보다 이 비율이 훨씬 크며 (I

digit 차이) 수송거리 및 규제수준에 따라 섬하게 차이가 생긴다. 다섯째

연료봉 제작비용은 우라늄연료의 경우 가공비의 20% 수준이나 MOX연료

의 경우는 15 - 20 배 더 커진다. 야는 MOX가공시에는 우라늄 농축에 대

웅하는 U02와 PU02의 혼합작업이 필요하며 플루토늄 취급을 위해서는 많

은 투자비와 유지비가 필요하고 MOX제조는 우라늄연료제조보다 규모가

척으며 연료규격과 제조시설규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좌우확기 때문이다

33). 이상의 분석을 정리해 보면 MOX연료의 가공비용은 우라늄연료의 가

공비용보다 4 - 6 배 정도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즉 MOX연료의 가공

비용은 수송거리 및 제작규모 둥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되며 주어진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여건， 기기신뢰도， 작업자의 숙련도，

시장수요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업도를 높여야한다.

33) Nuclear Europe Wor1dscan, 1991 No.llZ pp13-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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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II 우라늄연료와 MOX연료 가공비의 상대비교

( % )

범
zrξ 우라늄 연료 MOX 연료

하드웨어 40 40

변환/조립 15 20

엔지니어링 20 40

TA 송 5 10 - 50

제 작 20 300 - 500

합 계 100 400-650

다. 건식재처리 핵연료제조비용 추정

통상적으로 재처리는 습식법을 지칭하고 었으며 현재 상용화된

PUREX법도 이 범주에 속하고 있으나 건식재처리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

로 추진되고 있다. 195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EBR II, Sodium Reactor

Experiment, Liquid Metal Fuel Reactor 둥에서 사용하기 위한 핵연료로

액체 또는 고체상태의 금속연료를 고려하였다. 이 핵연료주기에서는 순환

주기를 채택하여 조사된 핵연료를 열가공처리하여 원격제조하는 Remote

Pyro- metallurgical Method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위의 원자로중 EBR II는 Fast Breeder Sodium Cooled Reactor로서 플

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 합금을 연료로 사용하며 필요한 건식처리시설은 처

라 (processing) , 재가공(refabrica디on) 및 조립 (fuel re-assembly) 시설과 별

도 실험실， 서비스빌딩이며 이를 위한 시설투자비는 건설비 350만불， 부대

장비 340만불 합계 690만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34). 건식처리시설

34) Pyrometal1urgical Processing : Economics and Proposed Engineering
Applications, Symposium on the Reprocessing of Irradiated Fuels,
Book 2, USAEC, May 20-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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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험규모 (일얼 10kg 처리)가 아닌 상용규모(일일 50kg 처리)로 운영할

경우의 연간비용은 인건비， 화학처리， 전기/수도， 연료조립， 운전유지 둥의

직접비가 90만불이며 간점비 40만불 시설에 대한 고청비 170만불 (시셜투

자비의 25%) 둥 연간 300만불야며 단위비용으로 환산하면 1.8 mill/k뻐

가된다.

* 단위비용 = $3，075，000/(200Mwe)/(l년=8，760시간)

::: 1.755 mill!kWh

또한 ANL얘서 분석된 산화공정 (oxidative drossing process) 시설은

167 MWe 규모의 원자로에 펼요한 연간 18톤의 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능

력이 있으며 이를 위한 사셜투자비는 처리시셜 370만불 재가공사첼 170만

불 합계 540만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시설에 대한 연칸소요

비용은 인건비， 화학처리， 전기/수도， 유지 동의 직접비가 66만불， 간접비

25만불， 시설에 대한 고정비 136만불 (시설투자비의 25%), 재가공시설의

구조물 (subassembly radiator structure) 비용 52만불 둥 연간 278만불이

며 이를 단위비용으로 환산하면 농축우라늄당 154$!kg , 전기출력당 1.9

mil따(Wh가 된다.

* 농축우라늄당 처 리 비용 ::: $2，784 ，000/18톤 = 154$!kg

* 단위비용 ::: $2，784 ，000/(l67Mwe)/(1 년=8，760시간)

::: 1.90 mill/kWh

위의 건식처려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처려 및 MOX제조비용 154$;kgHM

은 1950년대 중반에 추정된 값으로 현재 가격으로 변환하여야 할 필요자

있다. 변환지수로 미국의 농축가격을 사용하면 농축공급 가격이 195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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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9 $/SWU에서 1992년에는 125$/SWU로 기간중 3.35배 가격이 상숭하

였으며 이 비율을 척용하면 건식처려 비용은 520$!kg이 된다. 변환지수로

머국 도매물가를 적용하면 ’65년 35.9에서 ’80년 100이며 '85년 기준시 ’80

년은 78, '91년은 113.3으로 연평균 5.5% 상송하였고 이를 ’56년부터 ’93년

까지 확대 적용하면 27년간 4.27배 불가가 상숭하여 건식처려 비용은

66O$;kg여 된다. 즉 pyro process 에 의한 건식처리 및 MOX 제조비용은

1993년 현재 520 - 660 $/kgHM에 범위에 들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습식재처리에 의한 MOX제조비용보다 상당히 저렴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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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Keywords energy , nuclear, policy , fuel , acceptability I

(about 10 words) proliferation, safeguards, expor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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