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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북

환경위기와 자원고갈 극북울 위한 원자력의 역할 연구

- 지축가농한 며래 에너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II. 연구의 폭척 및 충요성

1. 연구의 몹적

지구온난화푼제둥 지구척 규모의 환경위가에 대쳐하기 위하여 원자력이 갖는

환경친화생을 규명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쳐1결에 따른 국제쩍 동

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웅방안을 체시한다. (지축 가능한; 발천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및 정책 방향의 쩨시 >.

2. 연구의 중요성

(1)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구의 자정능력율 초과하는 인칸의 산업·

경제활동 및 쟁활 양태로 인하여 지구는 새로운 환경위기를 맞게되었다.

(2) 지구온난화 퉁 환경문제는 그 파해가 지구 천체에 미치게 되어 인류 생

존기반을 흔드는 위협적인 사태로 진전될 우려가 있다.

(3) 전세계 화석연료의 부존량은 한정되어 있다.

(4) 본 연구과체는 지구 규모의 환경 측면에서 접근하여 원자력의 새로운 역

할과 위상울 정립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 에 따른 국체

척 통향와 대용 방안툴율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나아갈 에녀지청책

방향을 쩨시하고자 한다.

II 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각국의 대웅천략 연구

2. 탄소세 도입 문제와 우리나라에 며칠 영향 분석

3. 자원고갈의 에녀지현벌 수명 분석

4. 완자력의 환경친화생 규명: 발천소별 (에녀지원별) 온실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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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위기 및 자완고갈 국봅율 위한 원차력의 역할과 우러나라의 대용방안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주요 연구 결과

(1) 석탄·색유 둥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라 이산화탄소 (COt)의 대기충의 놓

도는 증가일로에 었으며 이에 따라 지구 규모의 기혼 상송 이른바 지구

의 온난화률 초래하고 있다.

(2) 타j 풍에서는 2000'녕대초까지 COz배출량율 1990년 수출으로 억쩨할 것율

몹표로 하고 온실효과가스 방출의 억제를 위하여 「탄소세j 풍의 도업을

검토하고 있다.

(3) CO2배출효과가 척은 벌천소는 충소수력， 원자력， 자연에녀치， 1찌G， 석

유， 석탄의 순서이며 LNG와 석탄의 온실효과는 각각 원자혁의 25배， 37

때나크다.

(4) 1993년 웰 현채 세계 1차 에녀AJ 소비량은 7, 804.3 Mtoe이며 원자력은

7.1%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13, 300-17, 200 Mtoe로셔 그 수요가

1993년보다 1. 5-2배정도 중가할 천망이다. 원자력은 핵혜금속로가 질용

화 될 경우 현째의 에녀지 소버 추세대로라면 약 3840년 정도 사용 될

수 있어 자원고갈 휘협이 없는 때녀지현이라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대웅 방안 (건의 )

우리나라의 에녀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훌량은 탄소 기준후로 할 때 1990년

65.5 Mton-C, 2000년에는 91.3 Mton-C, 2010년에는 121. 8 Mton-C효 충가할

천망이다. 따라서 따 배훌량의 감홉율 위하여는 산업구초의 깨현， 에너지

소버철약 및 바화석에너져로의 연료원 천환 풍 파감한 챙책 천환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천력쟁산분야에 있어서 버화석에녀지의 공급 확대(C02/쩨녀지

의 감축)가 요구된다.

가. 윈자력에녀지의 확대·공급 방안

(1) 단기 대책:

지구온난화에 관한 국쩨척 대용 방안을 예의주시하여 탄소셰 도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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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역규쩨 옵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2002년 이후에 준공되는 석탄

화력발전소(6기. 3900Mw)충 그 일부률 원자력발천으로의 천환율 검

토한다.

(2) 장기 대책:

CD 2006년까지의 현재의 장기전원개발계획을 2010년까지 확대 초정할

시에는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 비중율 2006년의 37. 7% 수준에서

2010년에는 40%여상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 30년 앞을 내다보는 초장기 천원개발계획에 있어서는 프랑스를 모

델로 하여 탄소첩약도가 낮은 원자력 위주의 천원 공급， 축 원자력

발전량의 비충을 70% 이상으로 상향초정합울 몹표로 천원개발쩨획

올 추진한다.

나. 원자력시설의 입지 확보률 원활히 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강구; 원자력

에녀지의 확대 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요인의 하나는 원자력시설

의 입지확보 문체임으로 다음과 감은 대책율 캉구한다.

-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사업(원자력 PAl의 고도화

- 지역공생형 발천소(地城共生훨 훌훌電所)구상의 추진

- 발전소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축척인 확충

다. 태양광， 연료천지 및 조력발천 퉁의 도입 홉잔 재검토.

3. 국쩨 환경문체 대웅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의 위상의 져I고와 역할의 중대

정부는 앞으로 천채될 I기후변화에 판한 UN 협약j 퉁의 설천을 위한 국체척

대웅에 있아서 션진국과 개도국사이의 충간 매깨척 역할을 포합， 국쩨환경사

회에서 조정자척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용와 같이 대책율 강구한다.

- 우리 나라의 21세기 환경비천과 펀략악 설청

- 국제통향의 분석과 협상 참여률 위한 전문요원의 양생 확보

f지구환경 기금j 에 대한 국력에 상웅하는 71여

- 다자간 협상뿐만 아나 ~t 중국대륙의 급격한 공업화로 야71되는 I초국경척

환경문제j 의 협의 해결율 위한 한·충·일 협의 기구의 주도쩍 썰치·운영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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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A Study on the Role of Nuclear Energy in Overcoming Environment &

Resource Crises
-For the Extablislunent of Sustainable Energy Policy-

IT.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Study
1. Objectives of the Stud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search for the environmental crisis,
which is the rising problem related to global warming problem,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trends in the aspect of agre앉nent of r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J , and to suggest countermeasm:es on
these matters. (suggestions on the role of nuclear energy and the energy
policy direc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 Importance of the Study
(1) Due to the continuous increase of a world population and the fabrics

。f indusσy， economic activity and living style, which exc앉화 the
limits on the global self-force in the aspec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ource crisis, the earth is confron힘d with new
environmental crisis.

(2) The environmental problem, including glob려 wanning, does damage to
whole ear앙1 and also threats to human beings lives.

(3) The capacity of a world-wide resources of fossil fuels is limited in
the near future.

(4) This study aims to formulate the new role of nucle밍. energy for the
approaches to meet all of glob려 environmental matters, to analyze
and review the world-wide trends and countermeasures on the
agreement of IPCC, and to suggest the energy policy directions in
Korea, with appropriate approaches.

m‘ Scope and Contents of the Study
1. Countermeasures on the inteπlational agreements in the aspect of global

wanning problem,

2. Analyze the input of rcarbon taxJ , which effects on our nation,
3. Analysis of the capacity of energy sour∞ due to the re잉urce πisis，

4. Search for the environmental affmity of nuclear energy (the analysis of
gr걷en house effect in 않ch energy source),

v



5. Countenneasures and roles of nuclear energy in overcoming environment
& resource crisis.

IV.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1. The significant results of this study

(1) Due to the burning fossil fuels (coal, oil, and etc'> fue density of
CO2 in atmosphere inαeases， fuus the temperature in earth is being
rised, as a result of glob려 wanr파19.

(2) ED makes a plan to mitigate C(갱 emissions in the level of 2α삐 to
that of 1앞K>， and reviws the adopt of carbon tax in protecting
GHG(Green House Gases) emissions.

(3) Power plants are lis뾰d as an order of the effect of CO2 emission :
hydro, nuclear, natural energy, LNG, oil, and co려. Particularly,
gr~nhouse effect of LNG and co외 are 25 다mes and 37 tinles as
much as that of nuclear energy.

(4) The world-wide demand of primary energy in 1993 is 7,804.3 Mote,
and the ratio of nuclear energy is 7.1% of total demand. In 2020 the
total energy d앙nand is expected by 13,300-17,200 Mtoe and it
would be increased by 1.5 times/twice as much as that of 1993. If
the liquid-metal reactor is practically utilized in the future, nuclear
energy resource will be able to be used for about 3,840 y없rs. On
the other hand, there will be no resource σisis in the as야ct of
nuclear energy source.

2. The nation-wide Countemleasures(Suggestions)
CO2 emissions in Kot<않， ∞nveπed by carbon weight, were 65.5
Mton-C in 1앉K>. It sh외I be inα"eased by 97.3 Mton-C 띠 2000 and
121.8 Mton-C in 2010. Thus, in order to mitigate CO2 emission, the
intensive policy of 밍lergy conversion, including the reshape of
industrial fabric, the energy sa'찌ng， and the diversion of energy source
to non-fossil energy, should be required. In the elecσic generation, the
enlargement of non-fossil ene명y supply should be 려soreq띠red.

A. The strategy for en1arg앉lent of nuclear energy supply
(l) The short-tenn strat않y : If there are the carbon tax input and
the trade control wi앙1 a close investgation on the world-wide
response strategy of glob떠 warming, the portions of the
constructions of therm외 power plants(6 plants, 39OOMw, will be

completed by 21α)2) should be replaced by nuclear power
development.

(2)안Ie long-term strategy :

IV



φ If the long-tenn plan on ele따ic generation upto 21α)6 is
extended to 2010, the facility capacity in nuclear energy
generation w퍼 be enlarged from 37.7% of total facility capacity
in year 21α)6 to over 40% in y얹r 2010.
(Z) According to the extra-long-term plan on electric generation
upto 2025, it is approapriate to take French model of strategy in
the ele따ic power supply that is m없nly projected by nuclear
energy generation, which has low carbon intensity. on the other
hand. our national plan on electric power development should be
바ived to increase the p아tion of nuclear energy generation over
70% of total power generation.

B. 깐Ie comprehensive sσategy for securing nuclear facility si않;

The most difficult factor in the enlargement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is the securing nuclear facility site. 갑IUS 갑Ie r~ponse

strategies should be as follows:
- To intensify the programme of public acceptance on nuclear energy
-To generate the ideas on the establishment of a joint-regional

power plants
-Continuous enlargement of extensive supports to residents near
nuclear site

C. Review of the intensive inputs of solar/tidal energies.
3. The consideration of our national situation in a world and the upgrade

of role in countermeasuring of world-wide environmental policy trends:
In a world-wide countermeasures on the UN Agreement of CI따late

Change our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response stratξgy to take
a key role in international en찌ronmental society as an 피않rmediate

between advanced and developed ∞unt:rles.

-Establishments of the respom농 S양ategy and the 21st environmental
vision in the future

-The analysis of world-wide trends on an en찌ronmental p이icy and
the enlargement of manpower for participations in en까ronmental

negotiation
-Contribution. which should be equivalent to a national power. to

Global Environment Foundation
- Intensive establishnent and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to resolve world-wide environmental
problems, particularly caused to the rapid indusσIa

lization of China, and 머so of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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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언류의 보금자리이자 하나 밖에 없는， 어머니의 품속과도 같은 지구에 위기

가 닥쳐오고 있다· r온설효과J. r산성비 J I r오존총 파괴」 퉁 이러한 단어툴

은 이제 먼 푸알의 위기률 경고하는 것이 아나라 현실울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틀

로 악숙해져 버렸다.

지구의 한쪽에서 픔섬한 가뭄이나 혹한이 탁치는 순간에 다른 한쭉에서는 엄

청난 홍수나 혹서가 탁치고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한 산성비와 온실효과로 삼립이

황폐화되고 호수가 죽어가는가 하면 지구의 명균기온이 올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상당부분이 수흘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련데도 인류는

자원의 대량소비률 바탕으로 하는 불질문명을 향유하기 위해 경쟁척으로 생장과

개발율 추구하고 있다.

일쩌기 로마클럽은 I성장의 한계j 얀l 라는 보고서률 통해 인구중가와 자원

고갈， 그리고 지구의 수용능력 한계률 AI척한 바 있다. 어떤 이툴은 산아혜한이

나 에녀지 소비절약을 롱해서 그러한 위기툴을 피할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인구， 향상지향척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쟁활수준， 유

한한 차원 동을 고려할 때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또 어땐 이률은 30년천에도 화석에녀.AI가 수섭년내에 고갈된다고 했는데 결국 칙

금도 화석에녀지를 여펀히 풍촉하게 쓰고 있지 않느냐며 앞으로 30년 후에도 아

무 일이 없울 것이라고 낙관론율 펴기도 하지만 우주공간에 외롭게 떠있는 지구

는 분명 유한한 공간이며 자원 또한 유한하므로 언첸가는 고갈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고갈자체보다도 소바에 따른 환경파펴가 더 큰 위험으로 나타나

고 있다.

지구온난화 퉁 환경문제는 대기 • 수질오염과 갈이 륙정국가나 져역에 한쩡되

는 재래형 잔업공해문쳐1와는 다르며 그 피해가 지구 천체에 미치께되어 언류 쟁

존기반율 흔드는 위협적인 사태로 잔천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랴 CO2 퉁 온실효

과가스의 인휘척언 배출을 억쩨하고 흡수원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에 관한 m 기본협약j 여 1994. 3. 21 발효되었고 이에 앞셔 우리나라는 1993.

12. 14 이의 가입율 비준한 바 있다.

현재 선진국툴은 2000년대 초기까지 CO2 배출량을 1990'견 수준오로 억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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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율 청책 몹표로 대용 방안을 강구 충에 있으며， 이를 한국， 충국과 같은 신흥

공업국가에 대하여도 캄축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1996년에는 DECD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더 이상 채도국 대우를 받기가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연 R 동에서는 온실효과가스 방출의 역체률 위하여 「

탄소세j 동의 도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은 5 - 9%의 감축효과를 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탄소 기준으로 할 때 1990'킨

65.5 Mton-C, 2000\킨에는 97.3 Mton-C, 2010'권에는 121. 8 Mton-C로 증가하여

1990에 비하여 약Z배 이상으로 중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CCh 배출

량의 감축율 위하여는 산업구조의 개편， 에녀지 소비절약 및 비화석에녀지로의

연료원 천환 동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 쩡보화사회를 가능케 하는 것은 에녀지이다. 사람의 활통에 에녀져가

폭 필요하듯이 산업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동력이며 우리가 편리하께 사용하는

첨단 천자， 통신기기들도 펀기에너지가 었어야 작통이 가능하다.

이처렴 충요한 에녀지를 얻71위해 지급 인류는 석탄， 석유통 화석에너지원율

추고 쓰고 있다. 전 세계 1차에녀지 소비량의 약 90u가 화석에녀지로부터 얻어

지고 있다. 인류는 지금 석유푼명 시대롤 쌀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야 석탄， 석유의 유한생， 그러고 륙심한 환경파

꾀로 인해 얀류는 석유문명율 이어갈 새로운 에녀지원율 찾지 않으면 안될 운명

에 놓이께 판 것이다.대체에너지 축 석탄·석유률 대쳐1헐 에녀지로서는 태양열，

용핵. 조력 퉁 여러가지률 홉고 있지만 에녀;;f.I 벌도가 낮으며 이용기술 깨말이

마홉하여 오눌날과 같은 풍요로운 인류문명율 져탱하7l에는 철대 역부폭이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화석에냐지 자현 고칼과 환경문제률 풍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7.창 현설척이고 유망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천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고갈파 환경문쩨의 본질. 륙히 지구온난화 품체에 대해

그 현횡과 대용 방안을 알아보고 가장 유땅한 핵컬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왼자력

의 쩍할에 대해 초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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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문혜 그l촬

친구환청 문캘

一 지구환경 문책 분류. 륙정

얘녀.7.1 차원 푼채

- 얘녀지 자원 문째의 본질

- 째체에녀져 수급현황 및 천땅

친구혼단화문~

- 져구온난화 메커나츰
- CO2 빼출현항과 철망

져구온난화와 자원고갈 푼혜 대웅방안 분석

전구온난환펠용천략

- 국혜척 대용철략. 탄소셰

찬원고깔문계행컬방안

- 착원철약과 세에녀지원 게발 -
4 발전훨별 COz배출효과

세계원자력동향 몇 천망 c-

때구온난화와에녀져자원 문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웅방안 도출

- 국내 에녀져 수굽현황과 천방

- 국내 CO2 배출현황과 천망

-대용방안

그림 1. 1 연구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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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 위기

쩨1철 지구환경 문체의 채요

1. 지구환경 문혜의 륙정

45억년의 역사를 가진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주에서 유얼하게 쟁명체

가 살고 있는 유일한 벌이다. 약 300만년천 출현한 인류의 삶의 터천이 된 땅， 바다，

공기 퉁의 자연은 아주 오랜 시간에 컬쳐 만틀어진 것아다. 그러나 자연의 얼부로서

혼재하먼 인깐은 약 6만여년천에 불을 발견하고 사용하면서부터 셔서히 자연율 정북·

이용하여 삶의 편리를 중전시켜 왔으며， 18세기의 과학기술에 의한 산업혁명운 인간아

문명율 구가 하기위한 자연파최의 시발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이 자신틀의 삶의 질율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생명의 터천인 지구라는 자

연 생태계를 파펴시키는 쩡도가 커지딴서 이쩨는 반대로 자연이 인류의 삶율 위협하는

부챙척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언구와 산업활동의 급증으로 야기된 환경

의 파펴와 오염은 자연생태계의 기농을 요란시키고 급기야는 지구의 자기조절기능율

무녀뜨림으로서 인류의 터천은 영원히 북구되지 못할지도 모른다(1)

이러한 지구환경문제의 륙징은 크게 두가지로 불 수 있다2) ， 5) ， 26) ，엎)

첫째， 지구환경문제는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며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 천체

생명체률의 생존문체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율 상승시켜 산

업시쩔파 식량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운 물론 사막의 확대 빛 탄소 사이률의 변화와 지

구 생태계의 변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오존충이 파펴됨ξ로써 강력한 자외션이

지구에 침루하께 되면 언간윷 비롯한 모든 지구생명쳐I틀에 톨연변이가 발생되고 생물

총의 멸종과 더불어 먹이사슬과 생태계의 균형이 파펴된다. 둘째， 지구환경문제는 국

가간의 정계률 초월해서 천지구척언 규모로 얼어냐고 있으며 영숙척안 영향율 며칠 수

있다는 첨이다 r재해의 주말」로 불린 1993년 7훨에는 북미대륙의 동북부에서는 폭업

으로， 미충서부에서는 폭우로 17명이 사망하였으며 인도와 충국은 폭우로 모두 200명

이 념는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또한 1994년 1월에는 유럽지역에서 때아닌 겨울첼 폭

우로 금세기 최악의 홍수 사태를 겪었는가 하면， 북미대륙의 동부에서는 이상난동으

로， 서부는 폭우에 시달린 바 있다. 여러한 기상이변의 가장 유력한 배경으로 몹히는

-4-



게 바로 지구온난화 현상인데 이것은 세계 각국에서 배출한 온실효과가스가 대기충에

누적되어 천지구척으로 기후 변동울 일으키케 된다는 것이다. 또환 캐나다， 노르쩨이，

스웨댄에서는 호수나 늄에 사는 물고기가 죽어가고 삼럼이 발라 푹는 현상이 자추 얼

어 났는데 미국 중서부 지방과 묶일의 산업지대에서 나오는 공해물질로 인한 산생비가

국경율 초월，하여 피해률 입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IS)

따라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셔는 인간과 자연의 판계에 대한 신중

한 영향을 명가하고 문명을 구성하는 갖가지 요소의 상호관계 및 지구의 쟁태학척 시

스템의 주요구성요소에 대한 명가 퉁이 필요하며 여를 바탕으로 천인류가 지구공동체

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해야만 한다.

2. 지구환경 문쩨의 분류

환경문제는 파급효과와 대웅책을 검토한다는 관첩에서 지구환경문제와 국내쩍

환경문제로 대별되며 그립 2.1 과 같이 세분된다16) 또한 지구환경문제는그 원인제공

의 관첨에서 보면 그림 2.2와 같이 나누어철 수 있다.

지구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지구온난화와 오존

충파괴， 산성비 문제이다.

지구온난화 문체는 석탄·석유 동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라 이산화탄소(CCh)동 온실

효과가스의 대기 충의 놓도가 중가하여， 이에 따라 지구규모의 기온상승 나아가셔는

기후변동율 초래하는 문제를 발한다. 기온상승에 수반하여 결과척으로는 해수면의 상

숭， 강우량의 분포 변화 풍을 발생시키고 쟁태계， J명활환경， 사회·경쩨에 커다란 영향

율 비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6) ， 32) ， 33).잃) 이 문체에 관하여 국제척으로나 국내척으로

그 대응방향에 대하여 그 동얀 일부 잔천을 보이고 었다고는 할 것이나 아직도 착학척

원인의 규명， 대웅책이 마칠 영향， 국쩨척인 협력방향 풍 여러 가Al 분야에 있어서 해

결해야 할 많은 문헤툴이 남겨져 있다고 하겠다.

산생비 문제는 대71 충에 방출된 황산화물(SOx) • 질소산화물(NOx) 퉁이 구륨이나

빗방울둥에 용해되어 산생화된 벼가 지표변에 내리는 것으로 산럽의 파괴， 어돼물와

F

『
“



l 지구환경폼쩨 | ;산업 생활판련환경문째

지구온난화

--1 에너지계 ~
환경문제

산생비

오존충파괴

I..--..비에너지계

{유해빼기불국가간이동I환경문쩨

|환경문제|
해양오염

산렴파괴

매 자연생태계 환경운제 | 사막확

야생쟁불총멸총

」캐 개발도장국 환경운채

}국내척환경문제} ; 채래형산업공해푼쩨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융.진동

열성

-게도시형 생활형환경운쩨~

빼기물

그럽 2.1 환경문제의 분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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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멸， 문화채·건초물에 대한 피해훌륭 초래케 하는 문제이며 북며， 유럽 그러고 최근에

는 우리 나라에서도 그 영향이 현채화(顧在化)확고 었다. 이 문체에 대한 국쩨척언 대

용책으로는 유럽국가률이 1979년에 장거리 국경을 념는 대기오염 방지조약율 쳐1컬했으

며. 1985년에 황산화물 배출량을 1980년 배출량의 30~이상 삭감한다는 내용의 헬싱키

의정서률 채택했다. 또한 1988년에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율 1994년까지 1987년 수준

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한 소피아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천세계척인 대용툴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중국대륙으로부터의 산생물질의 천파에 따른 영

향어 첩차 중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으로 미연방지의 관첩에서도 주변국가와의 협

의기구 퉁이 논의되어야 할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산성버문제는 그 영향이 펀지

구척이기보다는 지역적이라고 볼 수 있다.

r-- SOx，NOx중가 산생버

.---- 에너지사용중가

"'""(화석연료사용)

인간활동중
CO2종 7r 져구온난화뉴〔 ‘-

가

산업·생활수준 향상
오존충중가

야생생물종
‘-- I-- CFC중가 t-"-

(화학물질사용) 멸종

후진국청쩨
산렵파괴 지구사막확

개발

유빼빼기물

국가간이홍

해양오염

그림 2.2 지구환경문제 발생원인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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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폰충파펴의 추법운 각총 분사혜와 냉각헤어I 사용되는 염화불화탄소

(다'C: 다llorofluorocarbons)이다. 산소와 자외션이 합쩨 작용하여 만틀어진 CFC는

화학척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대기판으로 방출된 획에도 거의 분해되지 않고

1 생충권까지 올라간다. 영충판에 도딸한 CFC는 강력한 자외션에 의해서 분해되는떼

이때 생긴 혐소완자(Cl)률이 산소원자 세깨가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오존율 파꾀하게

된다. 태양팡션 충 자외션에는 A와 B 두가지카 있는데 자외션 A는 대부분 대기중에

홉수되고 자외션 A보다 파장이 짧고 강한 에너지률 가진 자외션 B는 오존에 의해

차단된다. 오존충이 파펴되면 자외션 B가 가진 에녀지 (Photon)가 생명체의

유천자구초률 교란시켜 피부압율 일으키거나 백내장율 유발하기도 하며 면역기능율

감소시켜 생명체의 명에 대한 저항력율 약화시컸다. 이밖에 농작물의 갑소률가져오게

하거나 바다의 플랭크론율 혹여 어류의 수확에도 영향을 주는 퉁 생태계률 크게

교란시킨다28).42) ， 43) 그러나 오존충파괴의 주법으로 알려진 CFC에 대해서는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와 1992년 쿄펜하첸 재청의정서에 의해서 1996년

1월까지 CFC퉁율 100% 삭감하기로 합의된 바 1988년 이푸부터 천세계 CFC생산량이

감소되기 시작했다36)

따라셔， 본 연구에서는 현지구쩍인 환경문제여며 에녀치사용과 가장 벌첩한 지구

온난화 문제률 집중척으로 다루었다.

표 2.1 몬트리올의쩡서 및 재정의정서 개요

”’￥·훌 if'헤&~ 뼈t7}합품~ 대환 규a에 3얘챙'71슐껴훨

몬트리융 02000년까져 cκ 및 활혼 。 ’90.1.훌철수출업급져 。채도국에 대한 채

의청셔 둥 8채풀켈의 소비를 ’86년 。’92.1. 이천 물질포항， 쩨 청져훨 다자간기급

(1987) 수푼의 50%삭감 홈목륙작생，수엽금져 절치(’91-’93. 2.
。’94.1 이견 률철이용 1훌홈 4억 달러)

목록확생 수업금져

련현 02000년까져 CF‘C 빛 할혼 。 '95.8. 야천에 l휴속셔 B포 o마자간 가금 갤쳐

깨갱의청셔 100%가까이 삭감 합 계홈목륙작생，수입픔칙 기술이천 촉진

(l앞)(» 。Me동 11711 규쩨풀컬 추가 。 ’97.8 이천예 l쁨속셔 B 이

(2000년까져 100 % 삭캅) 용 계품목륙짝생 수업금지

도1뭘하첸 。’96.1.까져 CFC동 100%삭

껴청외청셔 감，HCFC. MBF‘C. MB둥 -
(l앞J2> 50711 규제툴철 션규규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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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세계 CFC 생산0950-93} 과 대가중 업소놓도(1 915-93)

YEAR 쩨체eFC생산량 대겨충염소농도 YEAR 세체CFe생산량 대꺼충염소놓도

1950 42 1916 920 2.1
1955 86 1911 880 2.2
1960 150 - 1978 880 2.3
1961 110 - 1919 850 2.4
1962 210 1980 880 2.5
1963 250 - 1981 890 2.6
1964 290 - 1982 870 2.1
1965 330 1983 950 2.8
1966 390 - 1984 1,050 2.9
1967 440 1985 1,090 3.0
1968 510 1986 1,130 3.1
1969 580 1987 1,250 3.2
1910 640 - 1988 1,260 3.4
1911 690 - 1989 1,150 3.5
1972 190 1990 820 3.1
1913 900 1991 120 3.8
1914 910 1992 630 3.9
1915 860 2.0 1993 510 4.0

루} 1992년과 1993년 수치는 추정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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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3 세계 CFC 생산량 변화 추세 (1960-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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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2철 지구온난화문쩨와 영향

1. 지구온난화 빼카니츰

지구의 온도는 태양으로부터 루사되는 열 에녀지와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에녀

치가 균형율 취하여 약 15"c라는 쾌척한 명균기온이 유지되고 있다. 태양으로부터 루

사되는 에너지는 주로 단파장 가시광션으로서 대부분은 대기핀을 통과하여 지표면에

도달하고 칙표변을 데우케 된다. 지표가 태양에녀지률 홉수만 하게 된다면 지구는 뜨

거워지기만 하겠지만 데워진 표토로부터는 장파장의 척외션이 방사된다. 그러나 이

척외션은 대기충을 그대로 빠져나가는 껏이 아니라 대기 충에 포함된 수중71. CO2. 메

한 동 온실효과가스하고 불려치는 불질에 홉수되어 채방사 된다. 따라서 대기의 하총

부분과 지표가 데워지게 판다. 만일 대기가 존채하지 않아， 이와 찰은 척외션의 재방

사가 없어진다면 지구상의 명균기온은 폭 멸어지게 되며 뱅점OJ<펴)이하가 된다. 어

와 같은 점애서는 온실효과가스까 인류의 생존을 유지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온실효과까 지나치게 되면 반때로 뜨거워지게 된다. 이것이 지구의 온난화 메카니즘

이다25) ， 37， 41)

MoSI'혀꾀lOOn isab~ . Inlril-led ,,,tioallC)fl

bY"U;;;~ r1tI"S-~~ - - EARTH lserr써ledlrα꺼
and warms II. lhe earlh s surlaCe

그럽 2.4 지구 온난화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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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온난화는 옹실효과가스의 인간활동에 의한 인위척인 증가가 그 왼인이 되

고 있다. 용실효과가스의 종류로는 CO2. 메탄(CH4)， 업화불화탄소 (CFC) ， 아산화질소 (N2

이， 기타 퉁이 있는데 UN환경계획(때EP)과 세계기상기구 (WM이가 공동으로 썰치한 거후

변동에 관한 정부간 파넬 (IPCC:l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α뼈ge)의 보고

에 의하면(1990년 제4차회합) I 온실효과 가스의 지구 기온상승에 대한 71여률은 표 2.

4에서와 같이 C02 가 55%를 차지하여 가장 큰 영향융 미치고 있으며 COZ증가가 계속될

경우 2050년에 지구의 연명균 온도는 16t-19t 에 이률 껏으로 천망되고 있다.

그러면 대기 중의 온설효과가스는 과연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 것일까? CO2 농도의

정밀한 관축은 1950년대에 률어와서 하와이 마우나로아섬 퉁에서 관축되기 시작 하였

다. 그 이전에는 남극대륙의 빙산율 보-링하여 얼음속에 혜쇄되어 있는 공기률 분석하

는 방법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IPC션6).37)는 과거 16만년동안 남국지방의 연명균

기온과 대기중의 C02의 농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11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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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2.5 지구 연명균 거온과 대기충의 CO2 농도 변화 추세 (과거 160만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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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연평균기온과 연료연소에 의한 따배출량 빛 대치충의 따농도 증가로탱)

’￥EAR
짜T혈.'끓 002빼훌향 CXh YEAR

져후연$홈흩T COZ빼훌훌 C않용~、

'1용<-C} «갚rtou-c) 놓s:.(힐pm) 져흩(t) (Gt웹n-C) (ppm)

I앉50 14.86 1.62 1976 14.79 4.79 332.0
1955 14.94 2.02 1m 15.16 4.92 웠3.7

1앉50 14.98 2.54 316.8 1978 15.09 4.96 앓5.3

1961 15.08 2.56 317.5 1979 15.14 5.24 잃6.7

1962 15.02 2.66 318.3 1980 15.28 5.17 웠8.5

1앉)3 15.02 2.80 318.8 1981 15.39 5.00 339.8
1964 14.74 3.00 - 1않~ 15.07 4.96 341.0
1앉is 14.85 3.10 319.9 1잃3 15.29 4.95 342.6
1앉is 14.91 3.25 3212 1얹34 15.11 5.11 싫4.3

1967 14.98 3.36 않~.O 1985 15.11 5.28 앓5.7

1앉줬 14.88 3.63 322.8 1앉~ 15.16 5.46 347.0
1969 15.03 3.74 앓3.9 1않r 15.앓 5.58 싫8.8

1970 15.04 4.01 않정.3 1988 15.35 5.80 351.4
1971 14.89 4.15 않~.2 l얹ID 15.25 5.91 352.8
1972 14.93 4.31 앓7.3 1앉잉 15.47 5.94 354.0
1973 15.19 4.55 앓9.5 1991 15.41 6.03 355.4

1974 14.93 4.55 330.1 l잃2 15.13 5.91 356.2
1975 14.95 4.53 331.0 1993(preI) 15.20 5.90 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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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에 따른 공업화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대기중의 CO2 농도는 280ppm( 1750 -1800

년)언저리에서 거의 안정되어 있었다. 그이후 증가가 계축되어 1990년에는 그 농도가

354ppm에 탈하여 26%가 증가하였고 연칸 C<h 배출량은 180억론(탄소환산 49억톤)에 이

르렀으며 1993년에는 357ppm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2.6은 1960부터 1993년 까지 천

세계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C02 배출량과 대기충의 CO2농도의 변동추세률 나타낸 것이

다. 그럼 2.5와 그림 2.6으로부터 지구온난화와 대기충의 CO2농도간에는 상당히 벌첩

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판다.

위와 같은 지구온난화 문제는 대기·수질오염 풍과 갈은 륙정국가나 지역에 한정되

는 재래형 산업공해 문제와는 다르며 다읍과 같은 륙성율 지나고 있다. 첫째. 원인이

되고 있는 주펀 물질인 이산화탄소 (CO2)가 일상의 경제활동이나 국민 생활에서 필연척

으로 발생하게 펀다. 툴째， 원인이 되는 물질이 인체에 칙첩 영향율 끼치는 것은 아니

지만， 인류의 생존 거반·활동기반이 되는 지구환경 그 자체싸 섬대한 영향을 마친다.

세째， 피해가 지구 천체에 미치게 되는 껏입으로 국체척언 대웅이요구된다. 녀1째， 원

인 발생 후 수 세대에 걸친 장기간이 지난 다읍에야 피해가 현채화(훌훌在化)됨과 동시

에 그 피해도 장기간에 걸쳐 지축될 것이 예상된다. 다섯째， 인과관계가 반드시 충분

히 해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의 채연성(蓋~t초)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예방척 대

용이 철설하다. 여섯째. 발본척인 문체해결로 아어지는 혁신척 기술의 실용화가 당분

간은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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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 온실효과 가스의 지구온난화 기여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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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흔실효과 가스의 지구온난화 거여도

용훌훌7J~ 7t여3ξ(%) 대7}충수명(y，양Ir)

COz 55.0 50-200
CFC-n, 12 17.0 65 <l3O)

C:u.. 15.0 10
N20 6.0 150

기타 CFC 7.0 -
주) k흩렐}햇헝의I염擺혈흉혀휠폭71뻔윌심판#첼뿔달1짧즙3웰풍흘웰 걸리는 시간입

표 2.5 부문별 지구온난화 기여도빼)

l흙 푼 71 여 ‘£(%)

Energy 57.0

CFCs 17.0

Agriculture 14.0
Forestry 9.0

Other Industry 3.0

계 100.0

산업혁명이후부터 1993년 까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C<h때출량은 26배， 대기충

의 CO2놓도는 2없 충가 하였는데， 이러한 변화과청을 보면 화석연료에 의한 에녀지

이용이 지구온난화혜 7}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률 나타댄 표 2.5는 이갈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2.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과 천망

천술한 바와 같이 1800년대의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문명은 화석연료률 주에녀

지원으로 하여 발천을 거톱해 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C<h 배출량도 충가해왔다.

OECD/lEA가 펴낸 World Energy Outlooks에 의하면 천서1쩨 CO2 때출량은 1990년의

216억톤(5.9 Gton-C) 에서 20년후 2010년에는 319억론(8.7 Gton-C) 으로 껴의 5076가 중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40) 증가되는 CO2배출량의 대부분은 버 DECD제국에서 충가

하며 그 양은 2배 이상애 달한다고 예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DECD제국의 배출량은

M



약 30% 중가하는 데 그친다. 한연 구소련 및 동구권에서는 수 퍼센트이기는 하지만 오

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의 CO2 배출량은 2010'건의 시점에서도 1990년 수준의 26%증가에 머무르고 있

으나 이는 1차 에녀지 총 소비량 중에서 고채연료(석탄)의 버율이 약간이나마 저하될

것이라는 관축에서이다.

한편 유럽의 경우 C02 배출량은 거의 에너지 총수요의 중가에 비례하고 있으며 연

료 전체에서 차지하는 LNG비율어 중가함으로 인하여 그 만큼 C02 배출량의 증가가 억

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원자력 발천의 비율이 저하됨으로써 이를 상쇄시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구소련 및 동구권에서는 에너지 수요가 2아0년 시점에서도 1990년 수준을

약간 하획하는 데 그치며 이는 연료 구성이 탄소칩약도가 낮은 것요로 대체된.다고 보

기 때문이다. 여하른 DECO 유럽제국과 구소련 및 동구권의 CO2 배출량은 2010년에 이

르러도 큰 증가가 없울 것오로 판단하고 있다.

C02 배출량의 중가는 충국을 포함한 [기타 여러나라]에서 가장 많으며， 륙히 충

국은 1990년에 654.5 Mton-C이었댄 배출량이 2010년에는 1, 363.6 Mton-‘C로 2배 이상이

증가할 천망이다. 그리하여 2010년에 가면 [기타 여러나라]의 배출량이 OECD제국율 농

가하는 양야 되며 천세계 배출량의 43. 7%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기타 여러나라]에

휴하는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에셔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데 기언하는 것이며 그

충에서도 생장이 빠른 충국과 인도 두 나라에서 발천용 주연료가 화석연료 중에서도

탄소집약도가 가장 높은 석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분석된다. 인도와 충국

두 나라만의 1990'킨에서부터 2010년간의 CO2 배출량의 중분이 OEeD 천체 냐라의 충분

율 상회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DECD쩨국은 그툴 스스로가 CO2 배출량의

저감율 위하여 슐션하여 대웅 조치률 강구한다 쳐다라도， 버OECO지역(재도국)에서 동

일한 정책율 취하지 아니하는 한， 세계의 C02 배출량이 크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학지

않으며 더우기 대기중의 CO2 농도 저캄 문체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

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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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쩨계의 지역별 CO2 배출 현황 및 천망

(단위 : Mton-C)

I앓O 1990 짧00 2010

QECll L358.0 ili쿄11 2836.4 (47.9) 떨월.2 띤LQl 꿇감.3싶L끄

북미 857.0 1500.0 1690.9 1881.8
유럽 414.5 981.8 lαX>.9 1227.3
태명양 86.5 381.8 436.4 518.2

CI:S/동구권 훨a.l .li코Jl l윌핑.1 (??.n li웰.6 .li을~ 12벌.5 M..4l

기타여러나라 꼬4.9띠8.9) l긴원 (30_0) 쩔웰.6델151 짧월2엄훌ill

충국 213.6 (8.4) 654.5 (11.1) 927.3 (13.5) 1363.6 (15.7)

기타 521.3 1118.2 1636.4 없54.5

합계 2543.0 (100) 5918.2 (100) 6845.5 (100) 8700.0 (100)

(추)()안의 수치는 해당닌도의 지역벌 ∞z 빼훌비증을 %로 나타내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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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8 세계의 지역별 CO2 매출 현황 및 전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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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온난화의 영향

IPCC엉j는 1990년 제4차 회합에서 “19세기 이후 명균기온은 0.3t 내지 0.6t

온난화 되고 있다” 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온난화 충거의 하나로서 알프스. 스칸디나

버아， 아。l스랜드， 히말라야 동의 산악빙하가 19세기 후반부터 후퇴를 꺼듭하고 있는

점율 치적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에 세계중의 해연수위가 명균하여 1년에 1-2mm 비율

로 상승하고 있는 사실도 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온난화는 자연현상으로도 일

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 인위적인 이유만으로 인한 온난화라고 단정하는 것은 회피하

고 있다. 그렇지만 금후의 천망에 대하여는 온설효과 가스의 중가로 언하여 용난화가

진행 된다는 예출율 보고서에서는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측 1992년에 발표한 lPCC

보완보고서 (그럽 2-4 온실효과 가스농도 및 온도상송 사나려오)에서는 금후· 온실효과

가스 배출에 대한 아무런 억헤책율 캉구하지 않는 경우(표준 시나리오 lS92a) 21세기

말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990년 수춘보다도 약 2.2배가 충가되논 한편 지구 천쳐1의 평

균기온의 상승률은 10년마다 약 0.3t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현재보다 약 1

t , 그러고 21세기말까지는 현재보다도 기온이 약 3t 더 놀아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영)

멍하시대에 있어서도 명균기온이 현재보다 약 5t 낮은데 불과하였다는것을 고려한

다면 불과 100년만에 3t나 기온이 상송한다는 것은 가공척인 사태라 아니할 수 없으

며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야벌로 21세기는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류가 생존기반까지 위협받율 치도 포률 시대하고 할 수 있다.

결론척으로 지구온난화문체는다읍과 같은 영향과 피해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지구온난화에 의한 지구 기온상승으로 해수면은 팽창하체 되며， 멍하의 융해에

도 박차가 가해져 해수면은 21세기에는 10년마다 6cm , 21세기 발까지는 65cm, 최악의

겸우에는 1m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연안져지대는 침수

(훌水)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농해 질 것이다. 방굴라대시， 이집트， 빼트남 둥 쳐l방이

없는 하구의 댈타 지역에서는 800만 명 -1000만 명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대

부분이 해발 3미터 이하의 산호환초(훌蘭)의 나라틀에도 50만 명이 거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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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져지대 칙역의 사람들운 새로운 생활 탁천이 될 땅￡로 이천이 불가피하며

이른바 f환경난민」 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많다. 50cm - 2m의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미국 환경보호챙은 약 320억$에서 3.900억$까지의 막대한 비용이 룰 것으로 추산하고

이다16) 이률 천 세채에 모두 척용시켠다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류가 현재와 터천율 칙

키기 위해셔는 천문학척인 비용이 루입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해수면 상숭의 영향은 우리 나라도 심작하게 고려되어야 힐 것으

로 생각된다. 륙히 해수면 매럽에 의한 간척， 공장입지， 신 공항 건설 동에 있어서

방초쩨의 높아와 하수쳐러시셜 퉁애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농업생산의 갑뢰

반건조， 열대， 아열대지역이나 고습도의 열대지역， 척도부근에서는 농업생산의

대폭적인 져하가 예상된다. 또한 미국당부， 중부， 남유럽에서도 하철거의 건초로 인

하여 쟁산생의 져하가 예상되며 21세기 충반에는 현재보다도 10-30%까지 생산생이 떨

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산럼에서는 차연발화에 악한 산불도 얼어날 가농성

이 많다.

다. 육상생태계에 대한 영향

를후 50년칸에 기후대는 수백km나 남극 또는 북국을 향하여 이동할 것으로도 생

각할 수 았는떼 이와 같은 축도로 풍식률은 그률의 쟁식지률 이풍할 수 없으며 결국

환경에 익숙하지 못하는 것률이 숙출하께 훤다. 그 충에는 환경에 촬 척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척용할 수 없어 종이 멸종되는 것도 있게 되어 결국 지상의 종의 다양생운

감소하께 될 것이다. IPCC보고서에서는 “인류가 본격적인 예방 및 척철한 대책울 강구

하지 않는 한 지구의 환경에는 충대하고도 포한 잡재척으로 파벌척이라고도 할 수 있

는 변화가 쟁킬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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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 자원 고갈

쩌~1철 에녀지 자원 문제의 배경과 본철

1972년 로마를럽의 r생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J라는 l차보고

서를 통해 지구의 지숙척인 발천의 충요한 장애요인으로서 환경오염과 함께 에녀

지 자원의 유한성야 지척되고， 이틈해에 충통천쟁의 결과로 발쟁한 석유파통。l

얼어나자， 에너지차원의 안정공급은 지구규모나 각국의 안천보장 차원에서 인류

가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분제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에녀지 자원문제의 륙징은 네가져로 볼 수 있다.

헛째. 에너지 자원은 유한척이다. 지구에 ‘부촉된 에너지차원의 확인매장량은

1993년말 현재 석유 9, 991 bbl , 천연가스 5 ， 016조 ft3

’
석탄 I초ton 그러고 우라

늄 230만ton-U이다11) 여툴 석유환산단위(toe)로 표현하면 석유， 천연가스， 석

탄， 우라늄 각각 1 ， 359억， 1 ， 220억， 7 ， 160억 그리고 1 ， 840억 toe이다. 이룰 1993

년도 현재의 연간생산량에 버추어 볼 때 이틀 에녀지자원의 사용까농 기간은 그

리 길지 않아서， 석유， 천연가스 그러고 우라늄의 경우 2000년대 충반까지는 고

갈되며 석탄의 경우는 21세기말까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툴째， 에녀지자원의 소버는 지구환경을 오염시킨다. 인류의 진보에 크게 영

향을 주는 요소는 인구 및 식량， 공업생산，에녀지자원， 환경오염으로 볼 수 있는

데 현재와 같은 숙도로 인구가 충까하고 에녀지자원율 소비한다면 2050-2100년

경에는 지구환경의 자정능력이 파펴되어 인류공멸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다.

햇째， 에녀 ~J자원은 지역척으로 면중되어 었으며 자원내셔낼라쯤이 고양되고

있다. 에녀지자원의 유한생이 발표되면서 석유， 천연가스의 산출국이 자원의 생

산량과 가격을 일방척으로 조쩡하논 자왼 내셔널리즙야 대두되었다. 석유는 약 5

8~가 청세가 불안한 중동지역에， 석탄은 65~가 미국， 충국， 러시아 동 강대국혜，

그리고 천연가스는 45%가 동구핀에 면중되어 있어l7). 화석연료의 희소생과 무역

마찰풍으로 인한 차원의 무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갈은 자원 내셔벌리춤은

산유국은 물론 장래에는 석한이나 우라늄 풍의 에녀지자완 보유국에까지 nt급될

것이며， 에녀지자원 보유국과 자원이 없는 개발도상국， 션진국과 후진국의 척차

률 더욱 심화시키고 남북문쩨의 해결을 보다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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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째， 혜녀지자원푼체는 천지구척인 문쩨야다· 1970년대의 석유n많은 세체

경져I훌 창체시키는 풍 천세계척으로 커다환 영향을 미찬 바 있다. 이후 에녀지의

안정척 공급운 세계척얀 문쩨가 되었고， 포한 에녀져 소비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

제까 지구천체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면서 각국의 에녀지문제는 개별국

가의 노력뿔만 아니라 지구차원의 국쩨척언 협력율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

이 확산되고 있다.

표 3.1 세계 에너지 부존자원(확인가채매장량)현활

dS헤 t￥;예활 배황량(A) 연한쟁싼량{’'93)(B) 가협년수(AlB)

석유
9，991억 bbl

'2:37.5억bbl 42
035.9 Gtne)

화석
천연가스

5，016조fe
76.7조fe 65

에너치 053.0 Gtoe)

석탄
1.04조ton

44.3억 ton 장5
(716.0 Gtoe)

벼화석
우라늄

잃0만ton-U
3.6만ton-U 64

에너지 (184.0 Gtoe)

표 3.2 세계의 에너지 자원과 그 제약초건

갖I 영놓、、 、 확훨 공훌외 1흩양 71탤훌척 "41훌
석유·천연가스

·자원의 유한생
대기요염

석란
·용-져확보

대기요명

현채가용가출 원자력 안청생，

(효풍로}
·열오염

방사생폐기물쳐리

수력 ·쟁대환경변화 자원의 편채

져열·조력 ·에녀져 수총 *원량 척다

원짜력

훌훌확청미래
(중칙로) ·기술적으로

방사생혜꺼물의 쳐리

질중되져 앓읍 잡중수소원짜포는
기술 빽융합

·혈오염 중수소채취기술

핵양방사
·용져문제 에녀져벌도 희박

에녀껴져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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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철 세계 에녀지 수급현황과 천망

경제생장， 에너지 자원 그러고 환경은 서로가 강이 관계(이 관계률

Trilemma라고 부륨)되어 있다. 쭉， 인구의 증가，인간의 좁더 얀학한 생활에 대한

용구 충가 및 활발한 경제생활은 에녀지소비량을 필연칙으로 중가시킨다.

WEe에 의하면， 1960년부터 세계I차에녀지 소비량은 연명균 3.3% 비율로 충가

해 왔다. 1993년말 현재 세계적으로 비상업용에녀지 (Traditional Energy : 탤갑

동)률 혜외한 1차에녀지 소비량은 7, 804.3 Mtoe아며 석유 3.121. 4 Mtoe , 색탄

2.141. 1 Mtoe. 천연가스 1, 787.1 Mtoe. 원자력 557.2 Mtoe, 수력 197.5 Mtoe로서

각각 40.0 ~， 27.5~. 22.9~. 7.1~， 2.5~률 착지하고 있다. 즉 세계 1차 에녀지

소비량의 약 90.2가 상업척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공급되었다. 그림

3.2 은 세계 1차 에녀지 소바량에 대한 에녀지원별 층감현황율을 보여준다. 표

3.3과 그립 3.2률 보면 1차에녀지중에서 석유와 석한의존도가 어천히 높께 유지

되고 있으며，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소비량아 버록 큰폭은 아니지만 계숙해서 중

가하고 있읍을 알 수 있다.

표 3.3 세계의 에녀지원별 I차에녀지 소바10)
(단위 : Mtoe)

년도 、석유 천연가스 작환 수력 휩짜、력 합JJJ
g

1975
2.720.9 1.084.2 1.708.9 359.3 84.0 5.앞j().2

(45.6) (18.2) (28.7) (6.0) 0.5) (100.0)

1980
3.024.1 1,286.3 1,815.6 431.7 171.8 6.728.7
(44.9) (19.1) (27.0) (6.4) (2.6) (100.0)

1985
2.809.2 1.478.6 2.081.5 170.0 359.1 6,908.1
(40.7) (21.4) (30.1> (2.5) (5.3) (100.0)

1990
3.140.1 1.759.8 2,229.0 183.6 511.2 7,824.4
(40.1> (22.5) (28.5) (2.4) (6.5) 000.0)

1991
3.119.7 1.772.6 2.162.4 190.9 않6.8 7.7fr2.5
(40.0) (22.8) (27.8) (2.5) (6.9) (100.0)

1992
3,145.6 1.759.3 2.153.3 190.2 540.8 7.789.6
(40.4) (22.6) (27.6) (2.4) (7.0) 000.0)

1993
3.121.4 1~7frl.l 2.141.1 197.5 557.2 7,804.3
(40.0) (22.9) (27.5) (2.5) (7.1) 000.0)

-21-



9.00
Mw

m
m
m
m
m
M

Mw

m

。
。

,I
zO

tJ

‘
에

‘J

‘4

--nU

(
g
}잉
)
범
효
.
서
-
k
T
i
웅

양
‘
-
함
투
*

~

~’‘A • - ..- -

c그석유

를를클석탄

-원자력

血DIIDJ 천연가스

c그수력

....... 합겨|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년도

그림 3.1 째계 I차 에너지 소비량 변동 추서1

원자력

수력 7%
3% f"::"

석탄

27%

석유

40%

천연가스

23%

그럼 3.2 세계 l차 에녀지 사용량 구생버율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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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구는 1991 년에 한해동안 9， 200만명이라는 기륙척언 증가률 보이면서

54억명울 념어셨다. 1960'건에셔 1990'넨까지 30년통안 세계연구는 23억이 증가하

였고 연형균 1. 9%의 중가률 보였으며 셰계 경제 총생산은 19.3조$에 달하였다.

2020년까지 30년동안 세계인구는 연평균 1. 4~가 증가하여 28억의 인구가 더 충가

할 것이며 그러고， 2020년부터 30년후에는 추가로 20억의 인구가 중가할 것으로

유엔은 예상하고 있다22). 용)

표 3.4 세계 인구 및 GDP 증가 현횡

변:£ 1앉)() l앉is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언구(10억명) 3.04 3.35 3.70 4.09 4.46 4.89 5.30 5.56
GDP(1죠$) 6.1 7.9 10.1 11.9 14.1 16.0 18.8 19.3

(주)1993년도 수치는 추청치임

9 , 60

8
인구

.. - .. GDP 50(i!,
'f50 7

여~

or6 ’ 40 배’C그

’-=-5 ’ -
’ 30-

1i- 4 ’ 20 a。밍i’'OJ 3 ’..-. ‘
후~2

.. 후F...... ..
10좋힌흥 .. -......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년도

그럽 3.3 세계 인구 및 GDP 증가 추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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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t WEC는 4개의 에너지케이스률 고려하고 경제개발， 에너지 효율향상， 션

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 확산되는 숙도， 궁정척인 변화에 장애가 되는

헤도척 문혜툴이 해결되는 정도 퉁에 대하여 각기 다른 가정율 취해서 각각의 에

녀지 쩨이스별로 2020년에 에녀지 수요룰 예축하였다. 4가지 케이스 모두 CECD와

CEE/CIS국가의 경제생장은 2.4~로 가쩡하였으며 4가지 경우의 중요한 륙징은 표

3.5와 같다.22)

CASE C의 경우에 산재생에너지，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천이 어느정도 에녀지수

요 증가률 충혹시킬 수 있어， 2020년에 천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수준

의 5~ 정도만 중가할 것으로 천망하고 있다.4까지 커I야스에 대한 2020의 에녀지

사용량과 종까내역은 표 3.6 와 곁다. 주복합 점은 4가지 케야스 모두 원자력발

천의 공급이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5 WEC 4깨 에녀지 CASE의 주요륙정과 에녀지사용량 및 CO2배출량

CASE CASE벌 추요 푹정
빼 l계져~l용황 CO2꽤출량

(Gtoe) (Gton-G)
0 째계 청계{특혀 깨발도상국)고도생창

CASE A -천째계생창률 = 3.8%, 깨발도상국생창률 = 5.6% 17.2(195%) 10.6(180%)
0에너져효율향상으로 얘녁져훤단위 감소

。째계에녀지 수요가 1990-2020년 사이에 50%줌가

CASEB 。 CASEA보다 에너져효율 향상용 더욱 강하게 고력합 16.0(182%) 7.8(132%)
。쩌찌청쩨생창률 = 3.3%, 재발도상국경계생장률 =4.6%
oCASE B 변형시킨 CASE
-경제성장률은 CASEB와 같융.

CASE B1 -예녀지 훤단위 캄소가 져연평 13.3(151%) 9.5(161%)
-CEE/CIS국가의 에녀저수요톨 높게 가청합(40%중가)

。대푸훈의 에녀져수요률 확석연료로 충당

。환청 천화쩍언 검우이며 가창 이루기 어려운 가청융 합

-셰계 에녀져의 저수요 가청

-에너져효율이 예우 높게 향상휩

CASEC (콰거보다도 훨헨 높은 예너져훨단위 감소) 11.3(128%) 5.8(98%)
-경셰생창률은 CASE B1，B와 깥옴

-에녀져수요증가륨충혹시키기 위한 션째생of녀져

휠~력 몇 천연가스밭견 비중이 장대적으로 커검

주) 1. 1990년의 세체 α>z 빼출량용 5 .9 Gton-C였읍.
2. 용에녀지 사용랑과 COZ 배출량에 대한 ()안의 수쳐는 1잊빠년 대벼 2020년의 충가융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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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GDP성장률(실척치 및 가정치 )

Historic Grow단1 Rates(%) Year 19.. Assumed Growth % to 2020

1970-1900 1980-1990 A Bl B C

OECO 3.2 3.0 2.4 2.4 2.4 2.4

CEE/CIS 3.2 1.6 2.4 2.4 2.4 2.4

Des 5.8 3.9 5.6 4.6 4.6 4.6

World 4.0 3.1 3.8 3.3 3.3 3.3

주) GOP생장률은 연명균임.

표 3. 7 부문별 에너지 꽁급 변화; 1990년 대 2020년

(단위 :"Otoe)

l돼9901년1년 았m년 중가량 (Gtoe)

에너지 자원 사용량

B C(Gtoe) A B1

coal 2.3
+2.6 +1.5 +0.6 -0.2

Oil 2.8
+1.8 +1.7 +1.0 0.0

Natural Gas 1.7
+1.9 +1.9 +1.3 +0.8

Nuclear 0.4
+0.6 +0.6 +0:4 +0.3

냐rge Hy，φ"0 0.5
+0.5 +0.5 +0.4 +0.2

W간aditiOna}H 0.9
+0.4 +0.4 +0.4 +0.2

"New’Renewables 0.2
+0.6 +0.6 +0.4 +1.2

Total 8.8 +8.4 +7.2 +4.5 +2.5
(7.2) (6.0) (3.9) (3.2)

주)갖.싫얀홉셉캘鐵혹확 훌調할캘훌졸靜의째좁짧훌 7}량보다 맙운 것이 O뼈국7뽑과 @포leIS
국카률의 애너지소버량이 감소될 것으룰 추청하였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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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환경위기와 자원고갈 극북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쩨1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웅전략

I , 국쩨적 대웅 전략 동향

산업혁명 이후 천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싼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은 인

류에게 r물질척 풍요」률 가져다 준 대신 쟁태계파펴에 의한 인류풍멸이라는 지

구위기률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환경파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쩨

지구생태계 보천이 인류 천체의 생존문채와 직결되는 초국경척 현안으로 부각되

고 있다. 지구환경문제는 지구규모나 국경을 념어서 광범하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암으로 어느 한 나라만의 대용으로셔논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며 국제척인

대웅책이 불가피하쩨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구환경문제룰 깨

별 국가척·지역척 차원에서 대웅하기보다는 다자간 협상율 통한 뱀세계척 차원

에서 공동대처하여야 한다는 인식율 같이하게 되었다.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처용 논의된 껏은 1972년 스워l댄의 스룩흘릅에서 개

최된 f인류환경에 관한 회의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J 였으

며， 그 후 스륙훌륭션언 10주년이 되는 1982년에 셰계자연헌장(WorId Charter

for Nature)을 채택하고， 1983년에는 「환경과 재발에 관한 제계위원회(WeED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구생하였다， 1989년 깨최

된 쩨44차 유엔총회에서는 이러한 r환경과 개벌의 조화」라는 묵표률 실현하기

위하여 UN환경채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개최활 결정하였고， 1992년 6웰 브라질의 리우에서 r지휴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J이라는 이념하에 UN환경 개발깨발회의가 개최되

었다.

80년대 푸반 툴어 지구환경문제률툴러싼 국져I쩍 논의의 륙칭은 종래의 단

순한 션언척·구호척 차원에서 벼물지 않고 구축력있는 국쩨규범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측 환경분야에서도국제법규법율 형생하여 규채불질의 쟁

산·소비 동을 쩨한하고 륙청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처리·교역 동의 급지 또는 계

한조쳐률 규쟁하고 있으며. 협약비가입국에게는경쩨·롱상쩨쩨 풍 각종규쩨초치

률 캉화하는 겸향을 보이고 있다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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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 동향

년도 회의명 내 용

1972
。 UN인간환경회의 。 rStockholm 션언」채택

(!:::록훌륨) -지구환경에 대한 최초의 국제회의

1979.5. 。제 1차세계기상회의 (WMO)
。 World CI따late Program컬렵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규명촉친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셰
。기후변화방쳐훌 위한 국별대책마련 혹구

1988.6.
계희악(토론토 청상회답)

。이산확탄소의 배출량옳 2000년짜지 1쨌년 수준.2005년

까지 1988년 수준의 ro%로 삭감 촉구

。기후변화에 판한 쟁부칸
。UNEP와 WMO공동으로 개최함

1988.11.
파넬(IPCC) 회합

0지구온난화의 현인， 영향， 대웅전략에 판한 3개 실무위현

회 쉴치， 연구실시

。온난화방져률 위한 훤자력의 역할 확인

1989.τ 。알슈쟁상회담 。CO2둥 용실효파가스의 때출량융 안청화시킬 펼요생 언

식

1989.12.
0 기상 국체회의 。강조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개도국의 척극척， 자발척 협

(카이로) 조기술지원 요청

19!:켜).4
。개도국지구환경회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공동입장 모잭
(뉴멜리)

l앉)C).8 。 체4회 IPCC회합(스쩨 댄)
。 COZ 배출에 대한 아무런 억쩨책율 강구하지 않융 경우

ZIC말에는 저구기온 3t 혜수연수위 κlCffi상숭예혹보고

。IPCC보고서률 기초로 세계기후협약융쩨갱키로 합의

l앉)().ll. 。쩨2차 세계기상회의 。2000년의 CO2 배출목표치훌 H없년수준으로 안청확시키

기위한 각국의 방첨 결정을 권장

19!:)().12. 。쩨45차 유엔총회
。지구기후보전철의，기후협약에판한청부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INq셜치

1991- 。채1-5차 INC회의
。기후변화협약 내용에 대한 일련의 협상회의

1앉r2 {와성톨 쩨네바 풍)

1992.4
。개도국 환경각료회의

。환경기술 우상야전 및 션진국의 옹실가스방훌억쩨 강요
(쿠알라륨푸르)

。스록훌륭선언 %주년융 기하여 r지속7r눔한 개방

(Sustainable 않velopment)J 이라는 이념하에 환청과 채

1992.6.
。UN환경깨밭회의 (UNCED ， 발융 합째 져향합‘

리우 정상회의) 。환경과개발에 판한 리우션언 채택， 아젠다21채택， 기후변

화에 판한 협약 서명， 생물다양생협약서명， 상립에 환한

훤칙 생명채택.

1992.7. 。 뀐헨 션전국(G-7)청상회담
。 1993년말까져 기후변화협약 각국의 실천계획 공표. UN
총회에서 r지속가능 깨방 위휠혁 (CSO> J컬치추진

1993.6. 。 지속개발위현희 (CSO뉴욕)
。구쩨쩍인 실행절차/정치척 합의에 대한 쩨도척 장치 마

련

。기후변화협약상의 조품 및 공동실시 기훈 둥에 판하여

처용으로 실질척인 토의가 진행됨.

I앉J3.8
。재8회 기후변확협약 교섭

。자금지원문쩨륨 포함하여 션진국과 깨도국어 챙예한
회의{제네바)

의견 대렵융 시현합. 륙혀 공동실시예 대해셔는 션찬

국내에셔도 그 형태에 판하여 의견의 상치가 었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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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지구척 차원에셔 혜결판 이들 협약 중 대표척인 것은 오존충 보호를

쩌한 r몬트리올의정셔 J.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율 규제하는 r바첼협약J. 그

리교 지구온난화방지률 위한 r기후변화방지협약」 및 「생툴다양생보존협약」 퉁이

다.

f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j 운 1994년 3월 21일에 발효 되었으며， 그에

앞셔 우리나라는 1993.12.14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r기후변화협약(Convention

for Climate ch뻐ge)J의 궁국척 몹척은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가추세에 있는 온실가스의 대기충 농도률 안정화”시키는대 있다. 이 협

약운 전문(빼文)파 본문 26개 초항 그리고 2개의 부혹으로 구생되어 있으며， 고

내용은 각국의 의무사항， 재청지원체제. 기술이견， 초직사항 풍으로 대별되고

의무사항은 일반의무사항과 륙멸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또한 장 • 단기척으로

가입국툴이 노력해야 할 방향으로서，(D온실효과가스 철감율 위한 국가 정책율

수립하고 @온실효과가스 배출 롱계착생 및 보고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션진국

가·깨발도상국을 구분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션진국(OECD국가)에 대해서

는 2000년까지 온설가스 배출 기준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토록 노력하고 소도

서국가. 져지대 해안국， 건초국가， 대기오염이 섬한 깨도국에 대하여는 재정지

원 및 기슐지원에 있어 륙별 고려를 하고 화석연료 파다의존국가에 대해서도

의무이행에 있어 륙별 고려를 해줄 것을 쩌1시하였다1-4)

우리 나라는 깨도국으로 분류되어 일반의무의 륙별고려 대상국(화석연료 과

다의폰국) 해당되나 1996년 우리 나라의 DECO가입과 더불어 협약상 지위는 당연

히 변풍될 것으로 예상되며 1996년 3월까지 “COUNTRY PAPER’률 IPCC에 쩨출토확

되어 었다.

2. 리우이후 각국의 대웅천학

리우 이후(Post Ri이의 국제 환경운쩨는 우션 국체교역과의 연계 가농생

이 한총 높아 지고 있다. 에녀지문쩨와， 지구온난화흘 가져오는 화석연료 사용

율 줄여 CCh의 방출량율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얀정화시키려는 션진국률의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29)

유럽연합(EU)와 정체협력깨발기구 (OECD) 는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떼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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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소세(Carbon Tax)와 에너지세

(Energy Tax)의 신셜율 고려하고 있다.

OE띠는 「세제와 환경 (Taxation and Environment , Final Report )j 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루과이라운드가타컬되면 그린라운드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쩨 될

것”으로 현망하고 있다.

리우환경회의 이후에 션진국의 기업틀은 21세기에 대비한 환겸경영천략을

세우고 있다. 측 션진국 기업률은 “환경기준이 약하면 경제가 약해진다. 또는

환경기준이 떨어지변 경제도 침체된다”는 인식 아래 기업경영에 있어서 지축가

능한 발전으로의 천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 미국， 묵일， 영국 동 션진국의 기업틀은 환경보천이 바로 시장보천이

라는 시각에서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률 갖가지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처공

해 상품개발， 에너지 효율향상， 리사이콜링시스댐 도입과 자원절약 대책 퉁 시

장겸제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마케팅 제도의 도입울 서두르고 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역서 환경기준와 강화는 제조업에 있어서 원가상승을

부추기는 게 아나라 오히려 경쟁력율 캉화시켜 주며，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1%정도로 보고 있다. 이 정도라변 경영합리화 포는 기술개발로 충분히 보천

할 수 있으며 환경기준을 지킬 때 기업이 얻는 무형의 이익. 축 기업 이미지쳐1

고나 기업의 사회봉사 풍 보이지 않는 이익은 상당힐 것으로 보고 있다.

r기후변화협약」야 천반척으로 기본척， 원칙척， 션언척 생격- 각국간의 경칙l

척， 지리척， 문화척 륙생차이로 축각척야고 구체척인 대용에 대한 합의는 구조

적으로 어려웠음-이기 때문에， 1992년 12월 22일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아첸다 21 )의 이행상황을 참토하고 I찌CED의 효과척 후축초치 보장을 위하여 유

엔헌장에 따라 셜치하기로 합의되었던 Al속개발위원회 (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산하에 썰~1되었다.

이 위원회는 반세기 동안 이 세계률 지배했먼 냉천체제가 봉펴된 이후 최초로

썰치된 UN공식기구로 환경과 개발을 중심으로 천78될 새로운 세쩨질서률 구체화

시키는 공식창구가 훨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충국， 발혜이시아 풍 아시아

16깨국과 함쩨 유엔 지속재벌위원회 이사국으로 션입되었다. 앞으로 지속째벌위

원회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착완에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율 위한 감시와 규객l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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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하계 될 갖이다. 또한 지축개발위원회 발혹을 계기로 환경과 깨발의 조확률

위한 새로운 국체협력 체쩨가 조생되고 환경문쩨의 국쩨화와 청보쿄환이 활생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셔 지숙깨발위현회가 앞으로 지구환경분체의 해결에 있

어셔 충추책 역할율 답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UN환경깨발획의때서 논의되

었면 재정지원 문체， 기술이천 문제 풍에 있어서 션진국과 깨도국의 견해차야률

좁힐 수 있는 초청자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지축깨발위원회는 1996년말까지

(아젠다 21) 천분야의 이행상항율 명 7.한 후 1997년에는 유엔 륙별총회률 열어

(아첸다 21)의 재정과 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청이다.

가. 션전국파 개도국의 입장

션전국과 깨도국은 지구환경올 보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기본

원칙애는 합의하고 있으나， 구체척언 실현방안과 책입분탐문제릅 놓고， 푹 개도

국에 대한 재정지원및 기술이전 그러고 환경과 무역 동에 관한 입장에서는 첨예

한 대럽율 보이고 있다. 그통안 션진국과 깨도국간의 이슈가 되어왔먼 경쩨원

조， 기술지원， 무역마찰 풍의 문제가 환경문제라는 새로운 이슈로 대체되고 있

는 것이다.

채도국은 현재 지구환경 파펴의 일차척 책입은 천척으로 산업화 과청에셔

생장우션 쩡책을 추구한 션진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션전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환경· 챙챙 기슐의 무상 기슐이천 및 재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율 요구하고

환경율 이유로 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한 규혜강화 초치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율

펴고 았다. 또한，깨도국에셔는 지구환경문체률 순수환경문쩨 차원에셔 한 컬융

나아가 국쩨겸체 질서를 계축 지배하려는 션진국의 전략ξ로 간주하고 있으며

션진국의 환경규제·감화가 결국 재도국의 경체발천에 장애요인이 되어 채도국과

션진국간의 발천 격차률 항구화할것으로우려하고 있다.

한편 션진국운 지구 환경에 대한 션전국의 역사척 책입을 일부 안정 하면서

도 지구환경 보천을 위한 노력은 션진·깨도국 공통의 책입임을 강조하면서 개도

국의 재청지원 요구에 대하여 화소한으로 하려는 소략적 입장율 취하고 있다.

또한 환경 기술의 이천문제에 있어서도 션진국은 당해기술이 민칸 소유이며 지

쩍소유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융을 캉초하면셔 기술이천보다는 민캄기업간의 기

술협력율 강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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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리우협약에 대한 션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대립

항쭉 선천국 개도국

째갱기구 기존의 지구환경기금(GEF) 새로운 기구창설

재 사회， 경채척 비용올 포괄하는 총 종

정 째정지원규모 합의된 비용 분비용 역사적 책임에 따른 션전국

지 의 채청지원의무 강조

훤
채청지원조건

개도국의 안정화노력에 연계하여 보
무조건적 지훤

조적 지원

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술
가장 유용한 기술， 환경척으로 안전

기술대상 하고， 척절한 기술， 인혁 풍융 포함
스a 환경적으로 유용한 기술

한 SIW기술
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효혜적으로， 지
쳐‘- 기술이전조건 륙혜척，비상업척

적소유권보호 보장

나. EU및 일본의 입장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CO2 배출 억제정책에 있어서는 션진국간에 있

어서도 그 보조가 반드시 일치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U나 일본은 C02 배출 억제정책에 매우 궁정척이며， 대체척으로 2000년도의

CO2 배출억제 목표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에 대항 천향척인 초치를 강

구 중에 있다. 이률은 공롱척으로 C02 배출량의 연충가율율 O. 4\16 이내에서 억쩨

할 껏과， 그 충에서도 화란.이태리， 톡얼 둥에서는 2005년에 이르면 1990'건 수

준보다도 오히 려 20% 청도를 더 삭캄할 묵표를 제시하고 었다.

이률 위하여 EU는 에녀지 효율향상， 비용효과척 공공수송사스댐， 어산화탄

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녀지공급의 확대에 주안첨을 우고 있다. 그러나 EU는 외

형이나 홍보척 차원에서논 지구옹난화 방지에 척국척이나 실질척 기슐깨발 및

환경투자면에서는 아직까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일본은 1990년 10월 종합척인 r지구온난화방지계획」율 발표하고 지구환경보

존형 사회형생， 경제의 안정척이고도 Al속척 발천을 양렵 및 국져1척 협력에 션

도척 역할을 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2010년까지 에녀지 가운데 석유의 비충을

현재의 57.9%에서 45.3%로 낮추고 석탄의 비충도 현재 17.3%때서 15.7"로 낯훌

계획율 가지고 있다20) 그러고 일본은 지구온난화방지률 위한 기술개발얘 총력

경주하고 있다. 륙히 지구채생계획애서는 지구환경에 대한 과학쩍 연구， 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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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추요션진국의 추창

인풍중
GNP

COZ빼훌 aDA 대 GNPtll
(1989)

UN환청껴벌회의(UNCED)에셔의
가훌(19

[억홉]
에녁져구성 량(1990) [96]

국명
주장

90-95)
(션융

(1990)[96] [MC-T]
1999 0.7%얘대한명률[96]

[96])
[C-T/언]

입짱표명

·지구용난화방지행동계획」 에 따른 석탄 17.3
COZ 배훌량 안정화에 노력 28,899 석유 58.2 324.11

수인(풋짧)

얼본 ·환청분야ODA률1992푸터5년간9000 0.4
(4.7%) 천연가스 10.1 (2.63)

0.31 (목표연차명

억앤내지 1조앤 봅표로 확대해나감 훤자력 12.3 시하지않옵)

·1잃3년1월1일까지 온실효과가스 석맏 24.0
배훌억체용 위한 국가별 계획빽갱 28,899 석유 39.3 1474.3

미국 융 위한 회합 재최 0.7
(4.7%) 천연가스 22.9 (5.86)

0.15
부인

·싼렴에 판한 2국간 훤조의 배종 훤차력 8.4

·재도국의 산림환리 지훤금 1억5천 석탄 16.6

만불거출 52,008 석유 36.8 136.8
수인(쫓認)

캐나다
·지구환청기금 2당m만불 거훌 0.8

(2.5%) 천연가스 26.4 (5.13)
0.44 (목표연차명

원자력 9.0 시하지 않읍)

·지구환경기금올 20-30억 (SDR) 석한 24.5

규모로 중가시켜야 할 것임 5，쟁9 석유 39.0 168.5
수인(풋짧)

영국 0.2
(3.0%) 천연가스 22.5 (2.94)

0.31 (목표연차명

훨자력 82 시하자 않옴)

·션진국용 X뼈년까지 aDA 대 석탄 92

GNP 비율율 0.7% 목표로 쉴청합 6,407 석유 40.3 118.3 0.54
수인(쫓꿇)

프랑스 ·지구환청기금에 대한 거출을 배중 0.4
(l.6%) 천연가스 11.3 (2.10)

(목표연차

항 윈자력 37.1 gχm년)

·산림보호조약 채택을 기 대 석탄 26.7
수인(쫓짧〉

·지구환경기곰의 30억 SDR로 배중 11.없3 석퓨 40.9 212.0
독일

융찌지
0.06

(3.8%) 천연가스 17.3 (3.35) 0.41
(목표연차명

훨자력 13.3 시하지 않융)

·다른 나라툴도 화란파 같은 조치 석탄13.4

률 혐할 것을 천째로 aDA 대 2,230 석유37.3 50.2 수인(受짧)
화란 GNP 비옳을 추가로 0.1% 중가

0.6
(4.0%) 천연가스46.4 (3.36) 0.94 (이미달생함)

웬자력1.4

척 에너지절약 추진， 청청에녀지 사용， 혁신적 신에녀지 개발， 혁신척 환경거슐

개발 퉁을 포함하고 있다.

EU여러 나라와 얼본은 aDA 축 쩡부깨발원조금을 GNP의 O. 7116로 셜쩡하여 이를

깨도국을 지원하는 채원￡로 충당하고 이와 별도로 지구환경기금융 셜치할 것을

켠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랴 EU쩨국은 만일 미국에서도 퉁초한다면 이산화탄소

삭감 폭표의 달생과 이률 위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f탄소세j 롤 새로히 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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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율 표명하고 있다.

한면 EU국가틀이 지구온난화 방지률 위한 C<h 배출억제정책율 척국 추장하

는 배겸때는 단순히 지구환경 보존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앞서 기션율 개1압

하여 세계겸제 천쟁에서 돼핀을 잡아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알부 견해도 있다.

표 4.4 각국의 온질효과 가스 배출저감정책 비교

국 명 대항7t스
목 표 '1훈

륙겨사항
안청확 삭장 연차

/

ED COZ 2000년 l앉xl년
cα배훌량(단위:빽만통)

-1앉xl년 : 3102. 2000년 : 3184

영 국 COZ 2000년 1앉xl년
기후변화협약교섭회의-
(l잊n， 4)에서 표명

독 일 COZ
2005년까지

1987년 ·각의결청 (l앉xl년 11월)
25-30".41삭감

2000년까지

프랑스 CO2 1인당배출량 - - ·각의양해 (1앉xl년 9월)

2톰/년이하

예얼란드 COZ 1995년
2000년짜지 l잃9년과90

신국가환경청쳐계획 0990년 6월)
3-5% 삭감 년의 명윤

이태리 COZ X뼈년
200삐년까지

1앉xl년
ECE환경 대신회 합0990년 5월)에

20%삭캄 셔 표명

헨마크 COZ
2000년까지

1988년
20%삭감

오스트리아 COZ
2005년까져

1988년
·터롤토회의(l앓 8년)애셔 천명한 북

20%삭감 표

스쐐댄 cα
1988년 혜햄

1988년 ·국회결의(l앓8년 6뭘)-
에서 안청화

노르혜이 COZ 2000년 - 1989연 ·환갱대선회합(l앉xl년5월)에셔 표명

캐나다
C않와기타

2000년 1앉xl년
·그련훌댐〔환경운혜애 판한 행동계-

온실효과가스 획 l앉xl년 12월)에서 표명

전옴실효과
2000년짜쳐

효 <r 가스 1988년 ·각의결갱(l앉켜 0년 10월)
20%삭감

(후혜용체온)

뉴질핸드 COZ
2000년까지

l앉xl연-
20%삭감

미 국
전옴실

2000년
l않7년 채1회 기후변화협약 교섭애셔 표

효파가스 수준이하 명(기후변동대용천략 1991년 12월)

일 본 COZ 2000년 i잊xl년
지구용난화방져앵동계획애셔 결갱-
(l앉x>년10월계 각료회의)

(추)1. 엉·블·혹 이 빼녀륙스 3국， 면마크， 스빼인， 아월탠드， 포루쿠활톨 .x= 휠경·예녀지 힐톨 미사회
(1990년10월}예서 2DOO년까지 1훨0년 수훈으로 안정화 할 것를 컬청 함. 획입.프랑스. 네덜란드， 면
마크 등은 억째북표보다 더륙 노력합 것읍 천명합.

2，스쩨댄， 노르혜이， 스위스. 모스르리마. 핍탠드， 마이슴밴드 흥온 제2회 셰계 기후회의 (1990년11월)

얘서 2000년까지 i혈0년 수준으로 안정화 할 것읍 컬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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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며국의 대용천략

미국은 천세계에서 에녀지률 가창 많아 소벼하는 나라일 뿔만 아나라

온설기체률 가장 많이 방출하고 있는 나라에 숙한다. 1990년 기준으로 천쩨껴I

배출량 216억론의 23.3~에 해당하는 약 55억론의 C아를 배출하고 있다. 인구1인

탕 CO2 배출도 5.45 tan-c/인으로 톱일의 3.56. 일본의 2.34. 프랑스의 1. 85 보

다 월동하게 놓은 형면이다월). 이는 천체 1차 에너지 소버 구생에 있어서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탄의 버충이 24~로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척으로 높은 것

과 에너지 다소버형 생활양식 동에 기인된다고 쟁각된다.

미국은 총에녀지소버 충 화석연료의 소비가 87~률 차지하는 화석연료 과다

의존국업과 통사에 세계최대외 에녀지소버국으로서 지구천책 이산화탄소 배출와

22% - 24~률 차지하고 있기 때분에 기후변화협약의 구체화에는 매우 소극척이

며. EU 국가률과는 달리 탄소세 도입에 매우 소국척이다.

클린턴 청부는 기후변화협약에 소득척인 태도률 보였먼 부시 행정부와는 달

러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율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율 션언하는 퉁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생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를 통한 경체생장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축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가 고용기회률 창출하고 이것이

나아가샤는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캉초하고 있으며， 환경산업을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서 현재 시장규모가 200억 달러 쩡도지만 20세껴 발에는 3천억탈러

에 이를 것으로 천땅하교 었다. 클린헌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재쟁혜품의

사용율 눌러고 에녀지 효융생을 높이기 위한 대책율 수립하여 환경보호정책율

척륙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같은 경쩨·사회척 배경으로 인하여 미국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본

천략은 rComprehensive 천략」과 rNa Regrets 철략」으로 요약된다. rc。mpre-

hensive 천략」은 이산화탄소 뿐만 아나라 모든 온실가스를 포괄척으로 규쩨함으

로서 자국의 륙생에 따라 비용효과적얀 방법율 가능캐 하자는 천략이다. 미국은

이미 r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옴실가스의 하나이기도 한 CFC의 감촉을 척극쩍

으로 질현충에 있기 때문에 만약 CFC훌 r온설가스 방출감축대상」에 포함시킬 경

우 상대척요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rNa Regrets 천략」은 온난화 및 그 영향에

대한 과학척 규명이 불충분한 상황하에서는 획기쩍언 대웅초치보다 에녀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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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에녀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동 안천하고도 후회하지 아니하는 대용방안에

주력하자는 천략이다. 그러연서 미국은 브라질， 발헤이시아 퉁 혈대 우렴지역에

서의 무분별한 산림 개발율 억쩨시키는떼 보다 충점올 두고 그툴 나라에 재청지

원을 우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3. 지구 온난화 대웅율 위한 탄소셰 도입 동향

탄소세는 지구온난화의 원얀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13H출량을 감홉시키기

위하여 화석연료의 연소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비혜하여 부와되는 일종

의 물품셰이다. 탄소세는 탄소 함유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므로 석탄과 같은

고탄소함유 에녀지에는 고융이 부과되고 천연가스 풍 저탄소 합유 에녀지에는

져융의 셰곰이 부과되며 수력이나 원자력 풍 무한소함유 에녀지에는 쩨곰이 부

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탄소세는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함유량에 버혜하여

화석연료의 가격을 상승시키코， 그 결과 화석연료사용량을 캄소시켜 천반척오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율 갑축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는 탄소세 및 이산화

탄소배출핀거래제 퉁의 경제적 수단과 에너지 수요관리， 산럼보현 및 조철 풍의

기술척 수단으로 대별된다. 배출판거래제는 국가깐 배출핀 할당문제라는 시행방

법상의 어려옵이 크며， 에녀지수요관리 정책도 이산화탄소빼출량율 지휴척으로

안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탄소세는 그 정책효과가 가장 창력하고 시행

수단이 다른 방법에 비하여 단순하며 청책시행의 국제척 조화가 상대척으로 용

이하고 환경관련루자의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여러 쩡책수단 충에서도 가

장 가농생이 높다고 할 수 었다.

한편 에녀지세는 에녀지 사용의 억쩨률 위해 에녀지 합유량(열량)에 따라

부과되는 툴품셰률 의미한다. 에녀지 사용량의 감혹은 에너지 소비철약， 대기오

염퉁의 공해문제 해결 빛 이산화탄소배출감소률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이다.

EU는 미국·얼본이 풍조한다는 천체하에 탄소제 시행지침안율 의결한 바 있

고 미국과 일본도 최근 어에 천향척인 태도롤 보이고 있으며 채멸국의 에녀지

수요관리 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안쩡화가 힐툴다는 것야 초만깐 드러냥

것으로 보여 급세기 말에는 법션진국 차원에서 한소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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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l의 탄소제(안)운 예를 틀어 원유에 대하여 시행 년도에 바헬당 3$의 탄소

세를 부과하고 이후 매년 1$씩 충액하여 2000'권 초기에는 I바헬당 10$ 과세 (석

탄운 14$, LNG 7$)한다는 것이다. EO.는 역외국률의 풍조없이 톡자척으로 탄소

세률 도입할 경우 우려되는 대외경쟁력의 약화를 방AJ하기 위하여 수입품에는

탄소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판세를 부과하고， 수훌품에는 탄소세에 해당하는 만

륨외 조세감면을 공여하는 방안을 지칩안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경세 조정

의 여지는 GAIT규정과도 부합되며 EU률 비롯한 일부 션진국이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생율 높이논떼 얼조할 것으로 보인다.

표 4.5 EU충 탄소제 도업 국가현황

2f-셰홉척 :2fA1t첼합 셰협협 용~ 훌훌71..tt함

스훼벤 가격상승에 따른 석유쩨품.석탄， 。제업충립척 。 천력회사， 에녀지다소비산업

(91년I월-) 어l녀지철약촉진천연가스(국내생 (소묵셰감면) 운 때상액의 1. 1'"이상의 납

산연료，에녀지용 。 일반채원에 셰핵 면져l

이외는 버과셰) 계상 。 에너지쩨·부가가치세와형존

노르왜이 동상(同上) '92.7월부터석탄， 동상(閒소) 0 디젤 빛 쩨트연료는 연세

(91년1월-) 코-크스에도 과셰

내멀란드 환경대책율휘한 일반재원(단，환 。 92년 7월에 에녀지이용세로

(90년2월-) 채윈확보(환경셰 천체 화석연료 정대책에 충당) 변경(에너지 5없， 따 SOlIG)

일부)

핀탠드 쟁후세수증대 빛 수송용연료 이외 일반채원 。 수총용연료는 별도충세

(90년1월-) 연료소비 컬약 의 화석연료
I

(주’ 륙유럽쩨국의 한소쩌 도입은 대쭉칙인 소득째 감쩨와 맞물려 도입한 빼경임.

표 -. - --- ‘- " 、 ~，

、확A훌훌확、 파쩨때상 째업용효 륙71A}함

애녀자 가격 。화석연료 및 원자력. 석유를 환산 셰입 。 에녀지다소비산업(철강，비철화

상송애따른 단위로 하여 척한 14$,쩍유10$， 충럽척
학，유지， 사벤트， 체지)운 갑

에녀지 철약
l껴G 1$, 원자력 5$.

면조치

과 COZ 억쩨 。 1993년부터 바혈당 3$, 2000년

。 석유에 대하여는 ~는 혜녀지항， 까지는 10$로 단체쩍인상

~는 탄소함유량혜 과세

{추) 1. !u예셔 겁로흥인 안온 !u의 추요 경챙 상대(미국，얼본}카 도입하지 않므면 도입하지 않는다는 조
건이 를어있는 것입.

2. 휴립 찌국며 탄소셰톨 도입코자 하고 있는 것를 따 빼홉항를 X뼈년때 1990년 수폼으로 안첨화시
키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를f윈되지 않가 떼훈임.

3. 미국흔 1993년 10월 뿌터 수송연료셰릅 시행한 바 있읍.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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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천소의 에너지원별 온실효과 분석

발천소의 에너지원별 연료소비에 따른 옹실효과 뿐만 아나라 발천소의 건

설， 연료의 채굴， 가공 및 수송， 그리고 발천의 각 운용과정을 모두 포함한 온

실효과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온실효과 영향이 가장 작은 발천소를 찾아보는 것

은， 지구 온난화 문제와 에너지 이용 문체률 동시에 고려해 볼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발천소의 온실효과 영향은 발천소 수명기간을 30년으로 잡고 수명기간동얀 모

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율 CO2 배출원단위와 메탄온실 효과의 탄소환산

치 (g-C/kWh) 로써 분석된다. 축 에너지원의 채택에서 천환，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량울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의 발천량으로 나누어 발잔소별

CO2 배출원단위를 구하고 에녀지원의 채굴， 수송사 발생하는 메탄 (CRt)량율 조

사하여 탄소환산치로 계산한 후에 이를 합산함으로써 발천소의 온뀔효과 영향을

계산한다.

(발천소별 수병기간동안 C02배출량) ;:: (연료 소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C02량)------‘ (A)

+ (발전소 건셜중에 발생하는 C02량)

+ (발천소 운용중에 발생하는 C02량)

(발천량) ;:: (밸천천략량) - (발천에 소요된동력에녀지량)-------------------------(8)

(발천소의 C02 배출원단위) =(발천소 수명기간동안 C02배출량)/(발천량)-----------(C)

(발전소의 온실효과 영향) =(밥천소의 C~ 배출원단위) +(메탄온실효과)----------(D)

일본율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영)， 발전소의 온실효과 영향은 아래와

같다.

@ 온실효과 억제면에서 우수한 발전소는 수력， 원자력， 지열， 기타의 차연

에녀지， LNG, 석유. 석탄의 순서이다. (i) LNG화력의 C02발생원단위(g-C/kWh)는

석탄화력과 버요하여 볼때 연소만으로는 52'6이지만 건셜파 운용시률 고려하면

63%, 다시 메탄 누셜율 포함하면 68%에 탈하여 온실효과 억제면에서의 우위생아

떨어진다.® 원자력발천의 온실효과는 비록 후행핵연료주기 부분이 쩌1외되었지

만 석탄화력의 1137이라는 매우 작은 값이 펀다.@ 자연에녀지에 관해서는 이

미 실용화 되어있는 중소수력은 5. 6g-C/kWh, 지열은 11.37g-C/k Wh로 낮지만 그

외 풍력， 파력. 초류， 해양온도차 발천의 CO2 발쟁량은 20g-C/kWh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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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발펀소별 온실효과 영향(내용연수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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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발천소벌 온실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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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히， 청정에녀지로 주북받고 있는 태양열， 태양광 발천윤 50g-e/k'빠1이상이어서

LNG발천의 113이상， 원:x.t력발천의 7.5배이상의 c(h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녔다.

$ 발전소의 온실효과는 메탄영향을 고려하면 c<h 영향반을 생각하었을 때 보다

2-10% 증가한다.(6) 온실효과가 7}장 척은 종소수력의 경우 이용기슐운 확립되

었지만 자연공원을 져1외할 때， 발전소에 적합한 자연척언 입지는 거의 재발된

상태이므로 향후 개발여지가 척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발천소의 온실효과률 져감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서는 발천기술

의 고효율확， 원자력 및 자연에너지 이용의 확대동을 툴 수 있다. 화석연료발천

의 경우 C02의 회수·처리기술은아직 확립확어 있지 않고， 현재의 CO2홉수방식은

CO2의 삭감효과는 있흐나 설비비의 중가와 발천효율저하에 의해 발펀 쿄스트률

증가시키므로 경혜성이 없으며 또한 회수된 cOt 쳐분문제가 남게된다. 자연에녀

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에녀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COt배출에서 차지하는 껄

비 비흘이 높다. 따라서 설비기술개발이 C02저감을 위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

다. 화석연료 발천의 고효율화에 의한 C02저감효파는 석탄가스화 북합발철을 도

입하게 되면 약 14%의 C02 배출이 삭감될 것으로 보아며 LNG 북합발천과 회I혈을

이용하게 되면 COt배출량의 31%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착력발전에 버해 석탄밸천은 약30배， ll↓G벨천은 약 15배나 많은 CCh.

률 배출하케 훤다. 또한 원자력은 우라늄농축기술율 재션시킴으로서 CO2배출량을

더옵 감소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5. 지구온난화 대웅율 위한 원자력의 역할

지구온난화 대용방안온 용이한 문제가 아나다. 그것은 추된 왼언이 되고

있는 CO2의 배출이 현대의 산업활동이나 생활율 지탱하고 었는 에너지의 사용에

필수척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존충 파펴률 이유로 천화I하기로 국혜

척으로 합의를 보케 판 후례온가스의 경우와 같이 기한울 정하여 배출량율 영

(zer이으로 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푼쩨가 되지 못한다. 1994년웰현재 CO2

감소에 대한 국제척 합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후변화에 판한 UN

협약j 이 1994. 3.21 발효되었고 EU률 충섬으로 2000\:!짜지 혼뀔가스 배출량율

1990년 수준으로 동결시키기 위해 세계 각 국이 노혁하도록 되어 있다. 온월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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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논 지구생태체의 온뀔가스 홉수능력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생산될 경우에

발쩡한다. 따라서 온실효과률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척인 방법은 온질가스의 쟁

산율 감소 시키고 자연계의 온실가스 흡수농력을 중대시키는 것이다. 이산화탄

소가 가장 주된 온켈가스입으로 지구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율 줄이는 방법에

초점율 맞추어

었다.

보면 한 국가의 이산화탄소 총생산은 다융과 갈이 나타낼 수도

C02총생산 =와포 x GOPI인구 X 에너지 IGDP X CO,I 에녀치

따라서 C02배출량율 줄이기 위해서는 윗식의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 요소룰 줄

생 (GDP/에녀지)를 종대시키거나，

이면 된다. 인구와 경체 생장을 줄어는 것은 쉬운 일야 아니므로 에녀지 효율

이산화탄소의 집중률(C02/에너지)이 낮은 연

료로 연료의 사용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은 석탄화력발전과 버교하여

알수있다.

C02발생아 4%에 불과한 클린에녀지임을

IPCC는 1992년 IPCC 제1차 명가보고서의 보완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 시나리오

6종율 제시 하였으며 시나리오별 주요가정과 결과는 표 4.8과 그럽 4.2와 같다.

표 4.8IPCC의 지구온난화 시나리오별 주요가정

λI나핵!l.명 주요7t청

。표준적인 시나리오로서 세계 인구를 21세기 말까지 113억명， 경쩨성장율율
IS92a

2025년까지 2.9%, 그 후는 2.3%로 젤청할 경우

。OECn제국이 CQl 배출량올 안정화하거나 삭감하며，몬트리올의정서
IS92b

(후혜용가스 규제)가 천연척으로 춘수될 경우

。세계 인구증가률 21세기 말까지 64억명， 경제성장률도 낮게 껄청함.
IS앓C

원자혁밥천 코~E 가 처하월 격우

。인구증가는 c와 동일， 경쩨성장률은 a보다 약간 낮게 절정함. 태양발전

IS92d
코스트가 저하되고 산립파괴나 대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될 경우

。인구증가는 표준， 경째성장률을 높이 셜청. 2Q7~년까지 훤자력발척

IS92e
환척빼지하고 대기오협에 대하 큐체톰강화합 격우

。세계 인구가 21세기 말까지 113억명， 경제성장울융 표준으로 쩔청함.
IS92f

태양 발견에 비용은 저하되고 원자력 발천 버용은 중가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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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IPCC의 옹실효과가스 농도 및 온도상승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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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8에서 lS92f까지여섯 가지 시나리오 충 우리가 륙히 추북해야 활 대롭운 버

화석에너지(非化石에녀지)인 원자력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SA90은 IPCC 쩨1화

명가보고서 (1990) 에서 인용펀 시나리오로서， 그 후 보완 보고서 (1992) 에서 사용

된 표준척 시나리오(IS92a) 와 버요하면 온실효과 가스의 놓도카 약간 높이 책정

되어었다. lPCC 시나리오 IS92c에서는 현자력벌천 코스트가 보다 쩌렴해지고 이

를 천세계가 활발히 도입할 경우 지구기온의 상승은 약 1. 5t 청도에 그철 철망

이며 반대효 2075년까지 월자력밸견율 천혜힐 경우(시나리오 IS92e}에서는 지구

기온의 상승이 더욱 현져해겨 3.5t까지로 높아진다는 판점이다. 물론 IPCC가

착생한 지구온난화 시나리오 IS92a에셔 IS92f까지의 여섯개 모댈에서 가장 큰영

향을 미치는 요인률은 세계 인구의 중가와 경제 생장률에 대한 가쩡률이며 여틀

어 각기 상야하다는 점이 있기는 하나 여하른 지구온난화문제 대용에 었어서

원자력발철의 위상과 역할이 충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지구온난화 방지 측면뿐만 아니라 원자력은 청쟁에녀지로서 횡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퉁으로 언한 대기오혐， 산생비 동의 오염이 없다. 최근 각종 국

제환경관련회의와G7정상회담퉁에서도이산화탄소 방출량 감소률 위한 대책마련

(탄소세 도입 풍)에 부섬하면셔 완차력 이용 충찬에 대한 공쩡척 평가를 대리고

있는 실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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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원고갈의 해결방안

세계에녀지자원의 주종온 20세기발까지 화석연료j 륙히 석유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표 3.1에서 불 수 있는 것처럼 화석에너지원의 유한생

파 에녀지차원 이용기슐의 깨발에는 오랜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녀지 자원

이용기울의 개발에는 오랜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녀지자현 채발에는 오랜

세월을 필요호 하기 때문에 에녀지차원 문제에 관한 장래 계획을 수립하는 것운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첩에서 볼 때 에녀지자윈 문제의 장기

척 대용책은 천세계척인 규모로 석유로부터의 천환을 북표로 하는 에너지차원 철

약 대책과 새로운 에너지 자원 개발 대책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 에녀지 절약

에녀지 절약 북척은 유한한 자원과 환경축에서 필요한 에녀지를 최대한으

로 유용하게 이용하는 데 었다. 일반척에녀지 자원은 크게 민쟁용 에녀지와 에녀

지 변판을 포합한 산업용에너지동 크게 2가지 북척으로 사용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자원 절약 대책을 아툴 세가차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민생용에녀자 절약 대책

주택풍 거주지의 냉난방을 효율화，조명효율 및 단열 향상과 기기의 장

수명화퉁율 촉진시키는 것 퉁을 툴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에녀지 사용량

이 척고 (미국의 경우 천체에녀지 사용량의 13"청도임)， 인간의 기본척인 욕구가

끊입없이 생활수준의 향상율 바라고 있다는 관접에서 볼 때 에녀지 자원의 천체

척인 철약효확는 크지 않율 것으로 보인다21)

나. 산업용에너지 절약 대책

산업용에녀지 쩔약 대책으로는 에녀지변환효율율 향상시키는 것과 수

송용에녀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쟁각 할 수 었다. 1차 에너지툴 인간이 사용하기

펀리하도록 가공·변환시킨 최종에녀지 충에서 천력·가스의 소버량이 첨충하고 있

오며 륙히. 향후에는 천력의 소비가 매우 크게 충가할 것으로 천망되고 있다. 이

것은 현력의 안쩡생， 개I어생 또는 안천생， 그러고 조명，혈，동력 풍으로 변환하기

쉬워서 사용이 간변하다는 장점율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에녀지를 변

환하여 천력율 생산하는 벌천효울을 높이는 것은 애녀지자원을 철약하는 떼 있어

서 때우 충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송용에녀지 측면에서는 교롱관련에녀지철약과

랩



에녀자수총의 효율화를 툴 수 있다. 교통관련에녀지는 차의 제한촉도 규청. 소형

차 및 대충교통수단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동을 똥하여 절약될 수 있을 것이다.

에녀지수송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차량， 철도， 화물션 퉁의 육상교통수단외에 석

유나 천연가스동의 파이프라인율 롱한 에녀지수용시에 에녀지 손실효파률 더욱

줄일 수 있는 경제기슐이 개발되어야 하며 륙히 향후 전력수요가 충가할 것율 고

려해 불 때 초천도 송천 기술개발 풍 천력수송의 효율화가 중첨척으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에녀지 쩔약을 위한 기슐재발 노력과 함께 정책척으로

혜녀지 대량소비 산업 충섬에서 에녀지 자원 쩔약형 산업구조로 천환 펄 수 었는

청책책인 제도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안다.

2. 새 에너지 자원 깨발

에녀지 쩔약 대책은 당장 시험가능한 면이 많지만 어디까지나 소륙척·단

기척인 대책이다. 따라셔 궁국적으로는 인류의 지숙가능한 깨발을 위해 에녀지

차원을 새롭게 채발해야 할 것이다. 새 에너지 자원은 현존의 에너지 자원 문체

가 가지고 있는 한계률 묵북할 수 있도록 @양척으로 풍부하고 @환경오염을 최

소화 시키며，@경헤생이 매우 좋율 것 퉁의 세가지 조건을 충축시켜야 된다고

본다.

호"f 4.9 에녀지 71술재발의 천방

시기
깨발기솔

에녀치차원개발측면 에너져시스템의 농률향상혹면

。 원자력(경수로， 고.용가스로)

。 대혜천연가스(SNG:Synthetic 0 양수발천 첨단부하용 가스 터빈

한기 2000 Natural Gas , 고열량석한가스 。 먼지발천 북합사이를(고도샤이률+충

화로 얻어점) 기사이률)소프트훼어

。 태양에녀지(냉난방)

0 지역，조력，풍력 동 태양에녀
。 에녀지져장기술(축천기，초천도쿄일，

지(충큐모)
천기분해수소. 파이프 등)

。 원자력(고온증식로)
충기 2000-2015 。 북합사이률(충기 압모니아，충기 표

。 SNG(요일shale， 타르샌드)

。 원자프로세스히트(칙첩이용，S
혜운 동)

。 콤뮤니티 플핸트 혜얼이용기술
NG，수소풍)

。 태양에녀지(대큐모) 。수소에너지 시스탬

장기 2015 。핵융합 。 에녀지 소버량 최소의 총합척 프로
「

。 팡합생 내져 생화학쩍 변환 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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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9와 φ-@풍의 조건으로 미루어 에너지 자원으로 중반기 (2015년까지)에

는 핵에너지 부문에서 U영5( 경수로) , 까}232 ’ Ue35, U2왜(고온가스로)가 그러고 비핵

에녀지 부문에서는 석탄(가스화， 액화) , 지열， 조력， 풍력， 태양에너지(중소 규

모)의 개발， 실용화가 예상되고 더우기 장거적으로는 (2015년 이후) 핵에녀지 부

문에서는 U짧， Pu성9(고속중식로) , 중수소(핵융합)가 그러고 버핵에너지 부분에서

는 태양에녀지가 팡범위에 걸친 이용기술(언공팡합생을 포함)의 연구률 바탕으로

해서 개발될 것으로 예훔된다.

21세기 충반에는 세계의 인구가 지금의 두 배인 100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되는 데 이 상황은 에녀지 문제가 장기척으로 계숙되고 미래에도 인류의 생존 기

반에 관계되는 충요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석유나 석탄 동의.화석연

료의 소비가 증가되거나 계숙 유지되는 것은 자원의 양적측면이하 지구환경의 보

전축면에서 볼 때 모두 가농하지 않다. 따라서 벼화석 연료로 장기간에 대량의

에녀지공급율 행할 수 있는 역힐율 과학기술발전을 롱한 원자력의 명화척 이용에

거대해볼수있다.

원자력발전은 기술집약척 에너지원이며， 에녀지 집약도가 매우 놓아서 단위

무게당 발생에녀지량이 다른 에녀지원보다 월퉁히 크기 때문에， 연료의 수송과

저장 비축 측면에서 대단히 유리하여 에녀지 안보상의 장첩을 가지고 었다. 또한

원전연료비가 총 발현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향후 액체금축효(I뼈)의

개발동으로 초우라늄 순환 연료주기를 채택할 경우 연료이용효율을 60배이상 충

가시킬 수 있어 사실상 원자력은 자원고갈 문제가 없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

다.

각국은 자국의 Energy Security 관챔혜서 원자력율 개발·이용하고 있는 떼

어체부터는 에녀쩌자원 고갈문폐를 천 세계척언 문째로 받아툴여 각 국이 원차력

의 개발·이용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도 지구 천체의 장기척언 에녀지 확보률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다고 쟁작된다.

현재의 원자력발천은 겸수로에 의한 우라늄 이용이 주종율 이루기 때문에 자

원척으로 한계가 있으나， 장기척으료 액혜픔축로에 의한 핵연료주기의 재순환과

핵융합이 이루어지면 원자력은 안정된 혜녀지공급의 역할울 충분히 수행할 수 있

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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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3절 세계 완자력발천 현황과 전망

1. 세계 원자력발천 현횡

천셰계척요로 볼 때. 완자력 발천은 이체 주된 국제 산업화가 되었으며.

륙히 유럽(표랑스， 스훼댄 풍)에서는 가장 큰 천력원이 되었다. 자국내 부존자원

이 없거나 빈약한 프랑스， 일본 둥은 국가에녀지의 장기척 안정확보혹변에서 국

가 쩡책하에 원션의 깨발과 건셜에 박차률 가하고 있다.

1951년 12월 세계 최초로 미국의 EBR-l 원자로혜서 원자력 발천이 생공되고

1956년 10월 영국의 콜더훌 원자력 발천소가 상업적 가동을 깨시한 이후 원자력

에녀지의 사용은 1980년 기준으로 연명균 16%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3년 12월말 현재 천세계 287»국에서 4317)(3억5천424만kW)의 원천가 28개

국에셔 운천중어고 74기 (6천765만kW)가 건셜중이며， 5771( 5천458만kW만)가 건설

계획 준바충에 있다13)

그럽 4.3은 1950년대 후반부터 천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량과 총 천력에 대

한 발천 점유율의 증가 추세률 년도별로 보여준다뼈1. 3Il

‘18。 I’r 2500

빼Nud않r 당-.are16
~Nud않r Gener용tiα11

2000 훌14

)훌R 12
다

iqj 1500 s
월 10 여

~

ι‘ 8 1000 검다ω@
@

ZQS 6 ι에

tωg

-‘4 500 ZUS

2

0 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년도

그림 4.3 셰쩨 왼자력 발전량과 원자력 발천 첨유율 변화 추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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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깨I사고후 각국 원전발주 현황('92발 기준)
(단위:기)

국명 벌추기수 - ~ ，쭉명 딸주기수 국명 발주71수‘
프랑스 26 체코 6

루마니아
2

옛소련 24 불가리아 2 1
영국

일본 26 츠~~ 3 1
아르헨티나

한국 11 중국 3 1
파키스탄

인도 6 쿠바 2
계 114

표 4.11 1993년도 상업운전개시 원전현황

국명 발전소명 노형 용r량(만MW) 했엽운천일

미국
Comanche Peak #2

PWR 116.1 ’93.8
Goltech #2

프랑스 PWR 136.5 ’93.5
Hamaoka #4

일본 BWR 113.7 ’93.9
Shika #1

BWR 54.0 ’93.7
Ohi #4

PWR 118.0 ’93.2
Kashiwazaki Kariwa

BWR 110.0 ’93.8
#3

러시아 PWR 100.0 ’93.4
B려와cova #4

캐나다 PHWR 93.5 ’93.2
Darlington #3

PHWR 93.5 ’93.7

인도
Darlington #4

PHWR 23.5 ’'93.5
Kakraoar Kaoo #1

계 1071 - 958.8

1993년도 1년동안 1071 의 원천이 새롭게 상업운철율 시작하는 풍 세계의 원

천산업은 꾸준한 생장을 하고 있으며 1979년 미국애서 발생한 TMl사고로 현천건

설이 침체기로 접어툴긴 했으나 그 이후에 전세계척으로 신규발추된 원천은 114

기， 상업운천을 시작한 원천은 19기(약 2억 1천만 kW) 에 이르고 있다. 1993년에

상업운천을 개시한 원천은 표 에 정리하였으며 얼본 4기 (396만ki) ，캐나다 2기

(1 87만kW) ， 미국(116만kWlo 프랑스(1 36만kW) ， 러샤아(1 00만kWlo 인도(24만kW )착

각 l기로 총 10기 (959만kW)이며， 혜쇄펀 원천은 없다.

1986년 옛 소현의 체르노빌 원천사고 이후에도 표 와 갈이 45기{약 6천만kW)

의 원천이 발주되었으며 TMI사고당시 원천발천비충은 세체천력량의 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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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각국벌 원천컬비현황( ’ 93.12.31현채 )

(단위 : 만kw.Gross훌력 )

순위 국명
용천충 건셜중 계획중 합계

훌혁 기수 훌혁 기수 홉력 기수 출력 기수

1 미국 10,571.2 110 885 7 - - 11,400.2 117
2 프랑스 6.잉4.8 56 730 5 303 2 7,CI37.8 63
3 일본 3,736.1 46 816.7 8 82.5 1 . 4,635.3 55
4 독일 2,362.6 21 - - - 2,362.6 21
5 러시아 2,196.2 32 1,080 11 1,860.0 19 5,136.2 62
6 꽤나다 1,670.9 22 - 1,670.9 z
7 우크라이나 1，잃8.0 15 600.0 6 1,988.0 21
8 영국 1,315.6 :J1 125.8 1 354.6 3 1,796.0 41
9 스쩨펜 I，않6.9 12 - - - - 1 ，0옮.9 12
10 한국 761.6 9 610.0 7 200.0 2 1,571.6 18
11 스때언 겸5.2 9 381‘0 4 1여‘0 1 1.~.0 14
12 뻗71 에 573.2 7 - - - - 573.2 7

13 대만 514.4 6 - 200.0 2 714.4 8
14 불가리아 찮iO.O 6 - - - 376.0 6
15 체코 376.0 8 370.4 6 - - 720.4 14
16 스위스 앓7.9 5 - - - - 않7.9 5
17 리루아나아 300.0 2 - 300.0 2
18 핀란드 강0.0 4 - - 104.0 1 앓4.0 5
19 남아프리카공 193.0 2 - - - 193.0 2

20 헝가리 184.0 4 200.0 2 않찌.0 6
21 인도 193.5 9 117.5 5 100.0 2 411.0 16

z 아르헨티나 100.5 2 74.5 l - - 175.0 3
23 멕시코 67.5 1 67.5 1 - 135.0 2
24 유고 66.4 1 - - - 66.4 1
25 브라질 65.7 1 261.8 2 811.2 6 1,138.7 9

26 1휘덜란드 53.9 2 - - 53.9 2

27 카자효스탄 15.0 1 - - 15.0 1

28 파키스탄 13.7 l - - 32.5 1 46.2 2
29 루마니아 - - 330.0 5 - 330.0 5
30 중국 - 226.8 3 1~.0 2 336.8 5
31 쿠바 - - 88.0 2 176.0 4 쟁4.0 6

32 터커 - - - - 274.6 3 274.6 3

33 폴란드 ‘ - 200.0 2 200.0 2

34 이집E - - - - l ff7.2 2 l ff7.2 2
35 태국 - - - - 93.6 1 93.6 1
36 。l스라앨 - 55.0 1 55.0 1

합계 35.423.8 431 6.765.0 74 S~.2 sl 47，6:-.뤘.8 많)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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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세계 원전의 상업운천 깨시천망(’93.12.31현재)

(단위 : 만kw.Gross훌력 )

1993년 실척 1995년멜 2000년밭 2005년말
미정 및

순위 국명 며발표

출력 기수 출력 기수 출력 기수 출력 기수 훌혁 기수

1 미국 10,571.2 110 10, 571. 2 110 10, 571. 2 110 10, 571.2 110
885.0

7
2 프랑스 6,034.8 56 6, 186.3 57 6,640.8 60 6, 640.8 60

427.0
3

3 일본 3, 736 ‘ I 46 4, 135.6 50 4,607.3 54 4,607.3 54
28.0

-4 독일 2.362.6 21 2.362.6 21 2,362.6 21 2.362 ‘ 6 21
5 러시아 2, 196.6 32 2, 396.2 34 2.686.2 37 3, 266.8 43

1, 869.
19

6 채나다 1, 670 ‘ 6 22 1.670.9 22 1, 610‘ 9 22 1,670.9 22
4 --7 우크라이나 1. 388.0 15 1,388.0 15 1, 388.0 15 1. 388.0 15

600.0
6

8 영국 1‘ 315.6 37 1, 441. 4 38 1 ， 44ιA 38 1, 441. 4 38
354.6

3
9 스웨댄 1, 036.9 12 1. 036.9 12 1, 036.9 12 l ， O뿔.9 12 -

‘10 한국 761 ‘ 6 9 861.6 10 1. 371. 9 16 1, 371. 9 16 -11 스왜인 735.2 9 735.2 9 735.2 9 735.2
9’I 椰 o

'5
12 멜기에 573.2 7 573.2 7 513.2 7 573.2 --13 대만 514.4 6 514.4 6 614.4 7 114.4 8 -14 불가리아 376.0 6 376.0 6 370.0 6 370.0 6 --15 체코 350.0 8 579.2 12 720.4 14 720.4 14 --16 스위스 307.9 5 307.9 5 307.9 5 307.9 5 -
17 리투아니아 300.0 2 300.0 2 300.0 2 300.0 2 --18 핀란드 240.0 4 240.0 4 240.0 4 240.0 4 1
19 남아프리카 193.0 2 193.0 2 193.0 2 193.0 a‘뼈 o --20 헝가리 194.0 4 194.0 4 384.0 6 384.0 6 --21 인도 193.5 9 217.0 10 311.0 14 311.0 14

100.0
2

22 아르헨티나 100.5 2 100.5 2 115.0 3 175.0 3 --23 멕시요 67.5 I 135.0 2 135.0 2 135.0 2 --24 유고 66.4 66.4 61.4 66.4 -
‘25 브라질 65.7 l 65.7 1 193.6 2 327.5 3 6

a 네혈란드 53.9 2 53.9 2 53.9 2 53.9 21 811.2 --27 카자흩스탄 15.0 1 15.0 1 15.0 1 15.0 --28 파키스탄 13.7 1 13.7 1 46.2 2 46.2 2 --29 루마나아 - - 66.0 1 330.0 5 330.0 5 -
‘30 중국 226.8 3 226.8 3 226.8 g’3 때 a 2

31 쿠바 - - - - - - - - 6
264.0

32 터키 - - - - - - - - 3
274.6

33 폴란드 - - - - 2
34 이집트

200.0
2- - - - - - - -

35 태국
187.2

2- - - - - - - -
36 이스라앨

93.6
1- -

55.0

합계 35, 423.8 431 37,013.6 450 39, 716.9 빼2 40，많뼈.4 490
6,858.

71
6

-49-



하였으나 현재는 17~( 약 2.000 TWh 이상)율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셔도 1978년 상업운천애 틀어간 고리원천 1호기률 포합 9기 (762만kW)

가 운천충에 었고 1992에 건셜율 착수한 월생운천 3， 4호기툴 포함 7기 (610만kW)

가 건썰충애 있으며， 2000년대초 천력수요 종가에 대버하여 신규원천 2기 (200만

kW)롤 추가 건썰하기 위해 계획 준바충에 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 의하면 북한얘는 운천충인 원천 1기 (5천kW). 건켈중

인 원천 2기 (5만 및 20만kW). 계획충인 원전이 3기(각64만kW) 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가별 1993년발 현재 원천썰버 현황은 표 4.12에 나타대었고 현재 건설충

이거나 건셜껴1확충인 원천의 상업운천 깨샤천망은 표 4.13과 같다.

2. 작국의 원자력 정책1 >, 7}. 19J,

가. 북미지역

(1) 미국

1973년 10월 체4차 충동전쟁율 계기로 일어난 책I차 석유파동이후

미국은 다른 공업국가와 마찬가지로 에녀지의 석유 의존도률 출이려고 지축척으

로 노력한 결과. 1993년말 현재 미국내 천력공급의 5296는 석탄화력 발견으로l

19~를 현자력 발천으로 하는 에녀지 공급구조를 확립하였다.

1992년 11월에는 원전의 인허가 절차를 칸소화하여 원천 건셜을 축진 시킬

수 있는 “1992년 에녀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이 발효된 바 있는 데， 그

내용은 인허가 초기단계에서 건셀과 운영에 대하여 통시에 허가한다는 것이다.

1993년 l월에 출범한 클린런 정부의 에녀지 정책은 애녀지 자립과 환경보호

에 충점율 두고， 경져1 활생화 원칙에 의거하여 추진될 것혹로 보인다. 에너지자

럽정잭은 석유생산과 천연가스의 이용율 확대하여 석유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에녀지 소비절약 빛 에녀지 효올성 강화. 대체에너지 깨발·이용 둥을 통해서 에

녀지 자립기반율 확립할 계획이며， 환경보호정책￡로는지구 온난화 가스 방출

안정화(1990'꽉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헌 청부는 재원 대책으로서 법에녀지세(BTU세) 도입에 주력해 왔후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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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6월 법에너지세는 수송연료세로 축소되었고I 199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초 BTU세는 색유 소비 감축 및 효율생 체고， 대체에녀지 깨벨. 해외해

냐지 의존도 감축I CO2 배출 억제동을 도모하고 있어 미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송연료세는 항공연효률 체외한 휘발유와 디첼에 캘련당

4.3센트률 충과하는 것인떼 세중대효과는 BTU세의 ~갱도인 약 240억 달러로 추

정되고 있다. 따라서 BTU세의 도입이 실패됨애 따라 에녀지 소비 감혹 및 환경정

책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클린헌 정부는 1995회계년도 예산에서 가까운 장래에 상용화가 어려운 모률

혐 고온가스로(뻐TGR)와 신형핵체금숙로(따 MR) 깨발 예산을 배쩡하지 않기로 하

고， 그 대신 신형경수로 캐발에는 투자를 계숙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율

최소화시키면서 쉽게 이용가능한 연료로부터 풍부한 에녀지를 공급받을 추 있는

핵융합 캐발에는 많은 관심율 나타내고 있다. TPX(Tokamak Physics Experiment)

의 건설율 포함하는 핵용합연구의 핵심은 미국과 EC, 얼본， 러시아 퉁이 국제열

핵융합실험로(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nimented Reactor) 의 건

셜에 서로 협력한다는 것이다.

1993년 활에 원자력산업계는 때EC. 예뻐RC. USCEA, EEl 풍 4깨 단체의 원자

력부분어 ‘원자력협회 (NEI) ’로 통합되었다. 이번 초치는 정체국면율 맞고 있는

미국 원자력발천율 다시 활생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와 발천을 가져다 출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는 클린헌 쩡부가 원자력에 의한 에녀자 의존도를 늘리지 않으

려는 입장이지만， 에녀지 자립과 환경보호에 초점율 맞추고 있는 챔율 감얀할 때

온실가스를 배훌하지 않고 에녀지 자립도률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휠자력의 。l

용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는 정부와 협력하여 2000년대 상용화를 폭표로 신형왼자로를

개발하기로 하고 1993년 1월부터 2채의 채량형원자로를 션정해 셰부썰껴1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션정된 2개의 노형은 GE사의 130만kW급 ABWR과 WH사의 60만kW급

AP-600이다. 또한. ABB Combustion Engineering(ABB-CE) 는 1994년 3월에 M‘WR 컬

체인 System 80+에 대한 NRC의 충언을 획륙하였다. 이것은 훨자혁의 회쟁을 위한

기반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왼자력산업체의 노력에 충요한 의미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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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eneral Atomics사와 러시아는 1993년 4월 신형로공동개발율 위한 협약을

쩨결하였다.

미국에서 가동충언 휠천는 1993년말 현채 1107) 셀버용량은 105， 712MWe이며，

건썰충인 원천는 7기로 쩔버용량은 8.850MWe이다. 1993년에는 Texas Uti Ii ties

Electric Co. 사의 Comanche Peak 2호기가 장업운천융 시작하였다.

1993년 7월에는 빽버확산쟁책울 강화시키면서 연방정부의 우라늄 농축관련

활동의 수악생과 효율생율 향상 시커기 위한 미연방농축공사(USEC: U. S.

패ri바ment Corporation)7l 셜립되었다. USEC의 추진사항은 (01996년까지 현재

운영충인 기체확산시썰의 하나률 가동충칙함 @우라늄 놓축사셜 운영융 위해 구

입된 펀력에 대해서논 버용율 더 낮게 부과함 @구소련으로부터의 고농축 우라

늄 구입율 가숙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률은 예천의 핵무기급 우라늄올 상업

용 원차로로 재순환시키는 것율 가농케하며 구소련과 대해 가치있는 상업척 활통

을 체공하고 상호간의 핵무기버확산목표툴 진전시키게 될 것이다.

대외 청책에 있어서는 핵확산 방지에 충첨을 두고 이라크， 북한의 핵개발 의

혹 해소와 1995년에 만료되는 핵버확산초약의 연장에 척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1993년 9월 27일 클린헌 대몽령은 유엔총회의 연셜충 새로운 핵버확산 정책의 툴

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냉천종식 시대에 대웅한 새로운 핵비확산 혜쩨의 기

본노션을 시사한 것으로셔 주폭받고있다. 추요 내용으로는 무기용 핵물질 쟁산금

지 초약의 쩨창， 핵무기해쩨 핵물질에 대한 lAEA의 사찰 수락， 민수용을 포함한

놓혹우i!.t늄·플루토늄재고량확 삭감 퉁아다.

컬몬척으로 앞으로 미국의 원자력 쩡책은 국내척으로는 원자력 산업계에 의

한 자생， 대외적으로는 핵확싼 방지라는 두 측면에셔 중첨척으로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 캐나다

수력자월이 풍부한 카나다는 1960년대까지 천기생산에셔 수력발천이

추촉읍 이루어 왔으나 1960-1970년대에 색탄화력발전소가 급속히 확장하였고

1971년에 Picker‘ ing 1호기률 시작으로 원자력 발천이 충가하여 1993년말 현재

수력은 총벨천량의 6~， 원자력은 1~률 하지하고 있다.

1993년에 881MW급의 CANDU형언 달렁헌 4호기가 상업운천율 개시하여 운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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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천는 22기， 설버용량은 15 ， 348MWe이며 1993년도의 총벌철량은 975억kWh， 발

천량에서 원자력악 점유율은 16%에 이르렀다. 이틀 원자로의 노형은 캐나다가 묵

자척으로 개발한 가압충수형로(P때R)로서 통청 CANDU로라고 한다. C때DU로는 천

연우라늄률 연료로 하고 충수를 갑솜재 빛 냉각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축이 필

요없으며 운천중에 연료률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충수로 기술은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여 연료비가 저렴하고 케다가

폭넓은 핵연효 활용성율 가질 전망이다. 카나다는 경제생과 안천생을 깨션한 7R

량형 중수로 450MWe급 CANDU3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991 년도 우라늄 생산량은 8 ， 200톤으로 최근 10년간 최저이었지만， 남아프리

차， 미국， 호주 풍을 냄어선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 카나다의 발전용량은 1993년의 GW에서 연명균 1. 3%가 중가한 135GW

에 이률 것이며 총발전량은 666, 914 GWh으로 혜흡되고 있다.수력은 여천히 주력

발천원으로 60%률 생산하며 석탄은 14%로 하락하고 원자벽은 16%로 안정될 것으

로 보인다.

나. 충남미 지역

(1) 브라철

브라철의 원자력개발 계획의 원칙은 원천연료추기툴 완천히 확립하

며 원천 국산화률 달생합혹로써 에너지착원으로부터 자립한다는 것이다. 이를위

하여 브라질은 해외 원자력기술션진국， 륙히 1975년 서톱과의 완자력협력협쩡하

에서 핵연료주기와 원자력발천 천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제협력

을 통한 원자력기술개발율 추진하여 왔다. 아르핸타나와의 협력은 1986년 12월

핵연료주기， 고속충식로， 핵융합 7ft발 풍의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쩡서에 서명

하였으며， 1991년 6월에 양국의 공동계향관리시스탬(SCCS) 수행을 휘해 핵툴철

거래와 통체에 관한 브라질-아료헨티나끼구(ABACC)가 셀립되었고， 이후 1991년

12월 13일에는 IAEA, 양국 및 ABACC칸에 전면적 안천초치협정에 초언하는 협정

(Quadripartite 협정 )을 헤결하였다.

1993년발 현재 l기의 원천(뻐gra 1호기， 626MWe PWR)율 운천중이며 2기의 원

전(Angra 2/3호기， 각 l , 245MWe PWR)을 건껄충이나 재정형편의 어려용￡로 건쩔

이 충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브라철은 풍부한 우라늄 차원율 가지고 있다. 우~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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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청현풍장과 우라늄 변환공장(pilot형)이 가동충이며 우라늄 농축운 계축 개발

추진충이다.

(2)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원자력개발율 시착하여 시험로 Argonant률

건썰하였다. 1977년 이후 아르핸티나는 원천연료 순환주기 확립율 몹표로 톡자척

인 현자력개발계획으로 충분한 천력울 확보한다는 국가원자력정책의 목표률 션언

하였다. 1987년의 국가에녀지계획에서는 2000년까지 원자력발전 껄비용량을

2. 400MWe( 57) )로 종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년의 원자력발전설비 용량

버율이 10.4%가 될 전망이다.

충수로 노션을 견지하고 충수로의 션행연료주기를 거의 완결한 상태이며，

1993년말 현재 운천중인 2기와 건셜충언 I기는 모두 충수로형이다.

우라늄 정련 변환 공장과 성형가공공장이 있으며 가스확산법에 와한 원형농

축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원형농촉공장에서 20%로 농축한 연구용

연료와 함께 알제리아에 수출한 연구로는 이미 가동에 틀어갔다.

또한 Ezeiza에 있는 원자력연구소에 연 5폰U의 처리농력울 가진 재처리 원형

공장율 건셜하고 었다. 한편 아르뻔티나는 lAEA 회원국이나 NPT에눈 가입하고 있

지 않다.

(3) 멕시코

멕시로는 원자력재발에 대한 국가방침을 대통령이 결정하도륙 하고

있고. SEMIP( 에녀지. 광업 및 국영기업부)가 원자력개발 계획의 기획， 셀행 빛

초청을 수행하도룩 하고 있다. 팩시쿄는 IAEA회원국이며 NPT에도 가입하고 있다.

륙히 충남미비핵지대초약인 Tlateloco툴 추진하여 생사시켰고， 본부인 OPANAL아

멕시쿄의 수도인 멕시쿄시타에 있다. 1976년 원전(뼈웰na 1호기)의 건셜율 깨시

하여 1990년 7월부터 천척 상업운천에 툴어가서 1992년도에 총 발천천력량에셔

3. 2%를 착지하였다. Laguna 2호기가 현채 건캘충이며. 2000년까지 20 GWe의 원

천률 건설할 계획이다.

다. 서유럽 지역

1993년발 현재 서유럽의 천쩨 챈기수용량 충 113이 9깨 국가에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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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기의 원자로에서 발천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건셜중인 원자로는 단지 5기

에 불과하다. 그중 하냐는 영국의 Sizewell B이며 나머지 4재는 프랑스의

Chooz-Bl , -B2 및 Civaux-l. -2이 다.

또한， 재처리 공장도 영국 Sellafield의 Thermal Oxi de와 프랑스의 La

Hague의 UP2-BOO 퉁 2기반이 건셜충아다.

금세기말까지 원전의 신규 프로젝트가 수행될 가능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계는 원천에 대해 안천하고 신뢰생 있는 운천을 유

:t.1.향상， 확대해 나가는 것에 충첨척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존 원자로의

생능과 안전생 및 경제생을 제고시킨 차세대 원자로의 재발을 추진하고 있다.

통시에 방사생혜기불도 책입있게 쳐분하고있다. 급세기 후반에 이러한 노력틀에

대한 생꽁이 증명되면 다읍세기에는 원전건설이 되살아 날 수 도 있율것이다.

(1) 프랑스

프랑스의 원자력 쩡책윤 정부주도하에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율 충심

으로 강력혀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발주 규포도 대통령율 의장으로하는 각료회

의에서 2년 마다 결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원자력청(CEA)， 원자로 쩨조는

Framatom사， 원전 운천은 표항스 천력공사(EdF)， 원천연료주기는 원자력챙파 핵

연료공사가 탐당하여 국럽연구기관과 국영기업을 충섬으로한 깨발체계률 유지하

고있다.

1960년 2월 사하라사막에서 왼자폭탄켈험을 생공.A]킨 후 표랑스는 부분척 핵

질험 금지초약에 대한 불참 생명(1963. 7). NPT에의 불참 생명(1 967) 풍을 통해

미·소 주도혜체에서 톡자노션율 유지해 오다가 1992년 8월 NPT에 까입하였다.

표랑스 원자력개발체계는 첫째， 않A에 의해 연구711발된 기슐운 뼈F 풍의 사

업자가 산업화한다는 정책올 휘함으로써 연구깨벌된 왼자핵기슐의 산업화를 촉진

할 수 있고. 둘째， 걷기사업차가 대규모의 공기업이묘로 왼자력발천 계획운 벌천

단가， 재정상태풍의 단기척언 여건변화에 따라 영향을 쩍께 받기 때문에 원천건

설수요의 청체기라도 비교척 안정환 수요률 보장할 수 있다는 륙징이 있다..

1993년벨 현재 프랑스는 운전충언 왼자로는 55기로 총시설용량은 58， 898MW이

다.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국가이며， 총 발천천력량에서 원자력이 차

칙하는 비충은 7~로 리투아니아의 87"에 휘이어 셰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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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원자력 개발 계획충 윈자로의 건뀔기술파 함쩨 핵연료주기기술도

확보하기로 결청， 핵연료추기 탈생을 천체로 원자력채발율 추진하고 았으며.

1976년에 썰립된 핵연료공사(COG돼A)가 빽연료추기산업의 중섬핵활을 답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째처려률 추진하는 이유는 폐기불율 안천하게 쳐분한다는 쟁작

과 동시에 플루토늄 이용에 쩍큐생율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생폐기물의 효율척인 처리·처분을 위해 져준위 방사생화l기물에샤 고준위

방사생혜기물에 이르기짜지 장기판리되고 있다. 1969년 첫번째로 la Manche 처

분창이 가통되어 왔고. 1995년 어후에는 수빽만 rri를 수용할 수 었는 저준위 혜

기률 쳐분장율 Champagne 남부지역에 건셜할 계획이다.

2000년까지 원천의 산규발주는 이루어지지않율 계획이며 Framatome과 Simens

가 공동으로 7R발하고 있는 유렵헝가압경수로(EPR)는 그 셜체가 1998-99년에 완

생휠 체획이다. 최종적으로는 FBR이 현재의 원자로률 대신할 것으로 확산하고 있

다.

(2) 폭일

1991년 12월 톡일 통톡이후 처융으로 발표된 에녀지정책에서는 안

천생이 경쩨생을 우션한다고 밝히고 안전하고 대량공급이 가농한 경쩨척언 에녀

지원율 획묵할 수 없는 한 원자력은 계축 발천원으로 실질쩍인 기여를 활 펄요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구동톡의 이산화탄소 배출문제에 대해서 2005년까지 4096 캅

소시킬 수 있으며 한편 구서톡지쩍에서 현재 운천충인 완천가 수명을 다할 때까

지 운천을 계촉한다면 1296 정도 감소시킬 수 었을것으로 천망하고 련자력발천 없

이는 톱얼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2005년까지 중가할 것이라고 저척했다.

독일은 1993년말 현재 15.692MW의 PWR 14기가 운천충에 있으며 6.893MW의

BWR 7기가 가통충에 있다. 1993년 한해 원자력 발천량은 153.5째h로 천체 발천량

충 34~률 차지했으며 동기깐 훨천 명균이용울은 72.4".로 유지했다. 이는 1992년

의 1.500TWh발천에 원천 비율 3~에 비하면 충가한 량이다.

1993년에 톱일은 천체에녀지 청책에 있어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합의도

출에 설돼하였다. 원자력의 지촉척 사용을 지지는 여당인 보수당과 원자력의 첨

진척인 혜지훌륭 주장하는 사민당사이의 교착상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은해 5월 연방쩡부의 새로운 에녀지 법안이 연방 상원과 하왼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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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7.)를 받았다. 새로운 에너지법안은 석탄산업용 계휴 지원하며 신규 원철의

건설은 발전소 증대사고시 어떠한 경우에도 언근주반의 대피와 갈은 심각한 결과

가 초래되지 않도록 셜체， 운철된다는 추가초건율 만혹시켜야만 가능하다고 규청

하고 었다. 톡일과 프랑스에 의해 공동개발되고 있는 EPH은 이러한 요구초건율

반혹시킬 것으로 천망되고 있다.

(3) 영국

영국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 묵표는 환경적흐로 척합한 에너지원율

장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경채척인 비용흑로 확보하는 것으로 삽고 있다.

영국정부의 장기 에너지수급에 판한 기본방침은 φ북해석유와 천연가스 자원

의 민간기술과 자급력율 도입한 경체적 개발이용，®석탄산업의 합리화，(3)원자력

발천의 확대，@에녀지절약추진.@풍력， 조력， 지력 둥 대체 에너지의 현구·개

발 둥이 주종스로 되어 있다. 영국의 향후 원전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제한요소

중의 하나는 민간자본 유치의 가능성이다. 1989년 11월 영국쩡부는 국내 산업 자

생력과 경쟁력 확보률 위해 국유산업 민영화 조치률 시행하였는데 이때 원자력산

업의 민영화 계획은 당초안과는 달리 제외되었다. 원자력 산업계는 정부가 건력

시장의 일정 비율율 보장하고 규제요건 변경에 따른 위험비용율 부답한다면 산규

원걷건설에 필요한 민자유치가 가농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원자력 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차세대 원자로로서 Sizewell B{PWR)형 현천 껄

계롤 바탕으로 셜계 최척화에 충점율 푼 Sizewe l1 C(l300 째e， PWR 2기) 원천의

건설허가요청서가 제출원 상태에 있다. Sizewell C 원천운 21세기에 운천율 몹표

로 하고 있으며 경쩨척 측면에서는 21세기의 가스화력발천과 바슷한 비용오로 발

펀할 것이다.

1993년말 현재 영국에서는 36기에 11 , 690MW 시설용량의 원컨이 운천중이며

1 ， 188MW급 PWR 1기가 건설중이다.

(4) 스웨렌

스웨댄의 원자력계획은 2차대전후 시작되어 현채 운천충인 원천은

12기에 10， 369MW에 달하고 있으며 천체 국가 천력소버의 4~ 이상을 담당하고 있

다. 스훼벤에는 풍부한 수력자원이 있는데 그 외외 에녀지자원은 별로 없다. 고

위도 지방에 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에녀지 소비량의 약 쩔반응 난방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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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찌지 스웨맨의 휠자력채발은 아무런 지장 없이 척국척으로 추진되었으

나. 1979년 깨I사고에 따륜 빽 논쟁의 결과 스쩨댄의회는 1980년 이후의 원자력

계획에 대해 가동 충이거나 건쉴 충인 12기 원천의 운영은 2010년까지로 하고

2010년 이후 지역난방을 포함한 원자력 발천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그후 이 문쩨에 대한 찬반논챙이 계축되헨 충 1991년 5월 스워I땐쩡부는 신

에녀지쩡책어I서 1995년부터 원천의 폐쇄를 시작한다는 원천조기혜쇄계획율 충단

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새로 원천폐쇄 깨사일자흘 확정하지 않은 채 원천

폐쇄블 연겨한 것이다.

스쩨댄은 현재 총 36억Skr이 투자되는 에너지절약 빛 채생가능 에녀져원의

채발을 위한 5깨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만약 이 5개년쩨획이 생공척으로 수행되

어 사회복지의 고용수준이 유지되고， 또한 석탄과 석유의 사용울 충가시키지 않

는다는 조건이 충축되면 원헌회1쇄계획이 재개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조건률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원천은 계속 운천될 천방이다.

(5) 핀밴드

펀핸드는 4기의 완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시설용량은 2.400MW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천력부혹이 예상됩에 따라 1986년 2월 계획이

수립되었면 핀탠드 5호기언 1000MW급 원천 건혈이 혜르노벌사고의 영향으로 통결

된 상태에 었다. 1993년 9월 의회션거가 끝난 후에 챙부는 에녀지 효율의 증대，

탄소쩨， 국내 토탄 및 쟁물자왼 활용. 노르쩨이로부터의 펀연가스 수입 둥과 같

은 기존의 쩡책율 기반으로 에녀지 천략율 수렵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는 경제생 분석 결과 원천이 기저부하 천력으로서 가장 좋은

대안이고 원자력율 대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석한율 수입하는 것인떼 어것

은 환경척으로 받아툴여지자 못할 것이며， 또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더이상 증

가시카지 않으려면 발천부문에 있어서 원자력의 비율을 113 이상 유지시켜야 한

다고 믿고 있다. 따라셔 1995년 3월의 총션거후에는 원자력에 대한 청치척 분위

기가 호천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6) 빨기에

헬기에는 국내 에너지원이 거의 없이 약간의 수력자현만 았으며 l차

에녀지에서 완자력외 버충운 약 23%에 이른다. 벨기에에 있는 7기의 원천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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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율아 대부분의 수명기간 동안 80%률 상회하는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발천올

해 오고 있다. 가장 오래훤 Doel-1 원자로와 Ti hange-l 원자로는 1995년에 건셜

된지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벨기에는 이러한 원자력발천에 힘입어 1970년대에

는 발천부문에서 석유의 의존도가 50% 이상이었먼 것이 현재에는 단 2'6 만 석유

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발천량은 국내 발천량의 약 60%를 차지하게 되었

다. 1988년 이후 벨기에 정부는 신규 원천에 대한 건셜허가률 내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벨기에의 천력회사툴은 예상된 천력수요에 빠르고 값싸게 대처하기 위해

가스북합 화력발전소률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았으며 결국 2000년까지 원

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50%로 감소될 천망이다. 벨기에는 MOX연료의 추요 생산

국이며 재처리 혜기물의 처분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oel-3호기와

Tihauge-2호기에 MOX연료의 장천이 1993년 12월 하원의 승인을 받았다.

( 7) 스페인

스페인은 서구에서 비교척 산업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이나 1973년

부터 원자력을 적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륙히 미국으로부터 원자력기술율 현

수받아 기술자럽에 가장 생콩한 모범국이다.

스때인의 제 1세대 원천은 모두 3기로 1960년대 일활발주형태로 건쩔되었으

며 이 때의 국산화울은 약 40 - 50%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9기의 원전이 가동중이며 시쩔용량은 총 7.400MW에 이른다. 1993년의

원천 이용율은 85.5%로 매우 우수하며 원자력은 55.8깨h를 발천하여 1993년도 쩨

축해서 천체 발천량의 3분의 l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스페인에는 건셀이 중단된 5기의 원전이 었으며 해가 지날수록 충단된

원천의 건썰이 완생될 천망은 챔첨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스핵인 원자력 산업

계는 청부로부터 수명연장연구에 대한 지왼융 받고 있으며， 국쩨척인 연구 참여

-를 통해서 상당한 쟁도의 원자력 기슐을 유지하고 있다. GE사의 ABWR. 웨스팅하

우스사의 AP-600 및 Framatome/Siemens 의 EPR깨밥에 참여하고 있다.

(8) 내댈란드

내렬란드에 있는 2기의 소용량 발천용 원자로툴흔 벌천부문에 있어

서 많은 부분을 치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툴의 지축척인 운션은 다른 이유툴로

인해 보다 넓은 관심율 이갈어 내고 있다. Dodewaard에 었는 25년된 BWR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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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자연순환율 이용한 냉각시스탬율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녀럴일빽트

력사가 쩨안한 단순화된 비풍경수로 (SBWR) 설계와 유사하며 2004년 까지 계속

운전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 470MWe에서 480MWe으로 출혁율 종가시킨 Borssele 어l

있는 21년 펀 fWR은 발전소의 설계수명율 연장할 수 있읍올 보여주었다.

내렬란드는 서유럽 국가률 충 처읍으로 근해에 거대한 천연가스 저장소률 만

틀어서 1970'년대 초부터 국내 총 에녀지의 약50%를 공급하고 있다. 가스 소버율

이 검차 증가되고는 있지만 그 양은 20'견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률 더

건혈한다는 계획에 대한 검토는 진천율 보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의 경우 에녀

지 공급의 다원화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라눈 이컵을 가지고 있지만. 현채의

쩡치척 분위기 및 여론을 감안할때 원천의 신큐 건설이 건설될 가농성은 아직 희

박하다.

(9) 스위스

2000년도까지 신규 원천율 건셜하려고 했먼 모든 계획률이 1990년에

충단되었다. 그러나 운전중안 원자로의 출력을 증가시켜서 원자력에 대한 발전량

을 l~ 충가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천의 발천량에 있어서는 척은 중가

가 예상된다.

원천는 5기가 가동중이며 시설용량은 총 3.000MW에 이른다. 1993년의 원천

아용옳은 85.%로 매우 우수하며 원자력발전량운 22TWh를 발전하여 천혜 발전량

의 37.9%율 차지했다.

라. 아시아지역

(1) 얼본

1차에녀지의 ao!/!;이상(륙히 석유의 경우99. 7%)을 외국으로부터의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I차 석유파동이후 15년 동안 수행되어왔댄 에녀지 어

용효율 증대와 같은 에녀지 보천 정책이 계쑥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 환경 문제에 대웅하여 일본정부가 1990년 10월에 발표한 “지구 온난화

에 대한 행동계획” 이 at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2000년 이후 1인당 이

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 할 것야라고 제시하고 있는 떼 어률

위해서는 석유 대쳐1에녀지 공급혹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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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일본에서는 화석 연료의 주 대체 에녀지로서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냐 현재 얼본의 원자력 발천은 총 전력 공급의 114 이상을 차지하고 있

어서 일상 생활에서 원자력이 필수척인 에너지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언다. 결국， 원자력 발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산 에녀지로서의 위

치를 고려해 볼 때， 원자력 발전은 미래 에녀지 공급의 핵심으로서 정책척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원자력위원회장기계획 천문부회의 분과회는 1994년 5

월 18일， “세계 여러나라와 국민툴의 이해하애 투명생을 확보해 가면서 잉여 플

루토늄율 가지지 않는 원자력개발율 유지해간다”는 내용의 체8차 장기계획을 밝

혔다.

륙정적인 내용은 현행 개발얼쩡을 크게 지연시킨 것인대， CD 국내외의 핵무

기 개발 우려에 따라 채처리공장건설을 당초 계획보다 늦추어 2010년경으로 연기

하고，(2) 고속증식로 실용화 서기률 현행 2020'건에서 2030년으로 차연시켰고，(3)

플루토늄 소바규모를 1990년 후반에서 2010년까지 단계척으로 규모흘 확대해 나

가며，(4) 환경문제나 빽벼확산 체체를 배려한 악티나이드플 회수하여 채여용하는

기술확립율 지속시키는 것 퉁이 있다.

1994년 4월 롱산생의 천력시쩔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10년칸 총수요천력량및

최대 전력은 연율 2. 2%의 신장율율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펀력 수요에 대해 공

급 측면에서 원자력은 천원다양화의 지주로서 역할흩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률 위해 1995년에는 63기 2570만 kW(수력 353만 kW , 화력 4105만 kW , 현

자력 759만 kW)의 천원재발율 계획하고 있으며 2010년의 추요원자로형은 경수

로로서 원자력발천 규모는 약 7000만 kW가 될 천망이다.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PNC : Power Reactor and Nuclear Fuel Development

Corporation)은 고축중식로 원형로 몬쥬률 건옐하고 있으며. 1994년 붙에 운천을

개사하였다. 천력업체률과 협력으로 일본원자력발천(주)(JAPCO: Japan Atomic

Power Co.)는 현채 계획 단계에 있는 FBR 셜중로 건쩔율 추진하고 있으나，다소

지연훨 것으로 천망된다

1992년 7월 J싸L(Japan Nuclear Fuel Ltd.)이 껄립되어 우라늄 농혹과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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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획l가물 처분율 위한 서혈 운천율 시작한 일본악 핵연료 주기 사업은 장기척으

로 샤용후핵연료는 재처리되어야 하고， 회수된 우라늄파 플루토늄은 채순환되어

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천망되고 있다. 플루토늄 수급천망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천채 플루토늄율 lAEA의 보장조치하에 두고， 천용 퉁 형화이용 이

외때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율 항상 확인하고， 또한 장래 핵연료 재순환 계획율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척철한 운용량만율 확보한다 는 것이다.

2010년 까지 원자력 벌천시쩔 용량 72， OOOMWE을 목표로하고 있는 얼본의 향

후 현자력 발천 챔책의 기본 현칙온 우라늄 자원의 효율척인 이용 혹면애서 경추

로에서 고속증식로로 노형 천학율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숙충식호의 실질척

언 이용이 2020년 이후로 천망되기 때문에 경수로는 당분칸 원자력 발천의 주도

척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충국

충국은 1992년 10월 쩨14회 당대회와 1993년 3윌 체 871 천국인먼대

표자대회에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완천한 천환을 결정하고 국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에녀지 쳐118차 5깨년계획 (1991 - 1995년)에서는 원천의 건쩔을 포함

한 천력깨발을 충챔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8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 년간 1만

MWe야상의 신규발천 옐비를 예정하고 었으며 컬버천원은 지역별로 山西에 석탄화

력. 西南에 수력， 東홉훌에 웰차력 풍 3채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충국의 현자벽발

천은 “지역척 상황을 감안하여 수혁， 화력도 깥은 고혀를 해 카연서 천력쟁산율

추진한다 ..는 기본방침 하에 추진되고 있다.

충국은 21세기에는 심각한 천력난에 봉착하여 얼부지쩍에서는 경쩨생장을 저

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항율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0년 까지 30 ， OOOMW의

추가 완천야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원자력 발천은 현재 2단계로 깨발 중인대， 채I단쩨가 완료되어 현재 총 3기

의 원천가 가통충이다. 진산원천 (30만 KWe, PWR 1 기)가 충국 최초의 원천로서

기기의 70%를 국산화하고 1983년 착공하여 1992년 12월 상업운천울 시착했다. 또

한 대아만원천 (90만 KWe, PWR 2기 )는 터빈율 영국의 GEe애서， 원자로률 프랑스의

R빼ATOME에서 도입했는떼 1994년 2월파 5월에 각각 상업운천을 7If시하였다. 건

설이 확청된 제2단계 발천계획을 보면， 전산현천 (60만 KWe, PWR 2기 )가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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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웰 공사사업화 계획이 인가되어 20셰기 활에 운천이 시작될 예정이다. 광동원천

(l 00만 KWe. fWR 2기)는 1995년까지 착공예정이벼 프로펙트가 송인되어 해외와

교섭중이다. 부지는 최근 대아만 원천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입오(林훌)로 결정

되었다.

중국은 30년간의 지축적인 노력을 롱해 1980년대 어천에 일관훤 핵연료추기

시스탬을 구축했다. 중국의 우라늄 확인매장량은 50.000 tU이고 연간 1000톤의

수출여력이 있다.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는 가스확산법의 깨량， 원심분리법 깨발，

레이저농축법의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H처리를 위한 파이롯트플랜트률 감

숙생에서 건껄충어며 2000년에는 운천 예정이다. 상업운천운 2010년ξ로 잡고 있

다. 고온가스로는 충국원자력기술연구소에 건셜하는 출력 10MW시험 모률이 1994

년 착공하여 1998년 임계에 도달할 예정이다.

1993년 3월 에녀지관련 기구의 기구깨면 후에 충국의 원자력발전 개발에 대

해서는 천력공업부가 원자력발전건설계획(큐모， 입지， 예비조사 심사}률 담당하

고 중국핵공업총공사(CNNC)가 원천 건설， 운천관리률 담당하고 있다.

1946년 원자폭탄 실험 생공아래 원자력잠수합 동 거의 자주재발로 원자로와

함께 핵연료주기 천반에 걸친 기술력율 배양해 왔고 RI방사션 분야에서는 의학，

농업， 공업이용 동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갈이 충국은 의욕척인 완자력발션 계획을 보유합과 동시해 쩍육책으로 원

자로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충국이 파키스탄에 수출한 원펀는 30만 KWe급

Chashima 원걷로 건껄비는 5억 6000만달러로 예상된다. 기본뀔계가 거의 완생되

었으며 정지공사를 포함하여 공기는 87개윌이다. 1993년 2월 21일 이란과 현천

공동건셜에 대한 계약에 초인하고 이란 서남부 쿠지스탄주의 다르효번에 30만KWe

2기흘 건설할 예정이다. 포한 방글라대시와도 30만 KW원천 수출율 요섭중이다.

1955년 핵무기깨발 시작한 이후 1980년 초 핵확산팍 핵무기개발을 초장하지

않을 것울 전언하였다. 1984년 I월에는 lAEA에 가입하고 1989년 1월 핵물질방호

죠약에 가맹학고 핵3원칙 축 첫째， 명확이용에 한쩡하며 툴왜. lAEA의 보장초치

에 준거하고 셋째， 사천동의없어 제3국에 이천응 하지 않융을 셜쩡하였다. 1992

년 3월에는 NPT에 가맹하였으며 현채 원자력명화이용에 관한 정부간 협정율 12

개국과 체결하고 원자력문제에 대한 우호판계률 20깨국·지역와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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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

1978년 급산원천 1호기의 가동아래 현재 총 6기(매R 4기， PWR 2기)

가 운견충이다. 시껄용량은 514만 4 ， OOOKW으로 1992년 현재 천 켈비용량의 26.7%

를 차지하여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에 이어 3번째의 원자력발전국야며 천체 발

챈량에서 왼자력발천 첩유흩은 35116 정도이다.

천력충가에 대비하기 위해 대만천력공사는 원전7， 8호기는 1995년 착공하여

2001 년짜지 가통할 예정이다. “용분{龍門)계획”이라고 명명된 원천 7·8호기의 원

자로형은 채량형 경수로형요로 예상된다.

한편， 1987년 계엄령 해쳐1로 그때까지 억압되었번 추만의 쩡치활통， 사회활

똥이 자유로와져 부지 션쩡에 어려울율 겪고 있다.

(4) 인도

인도는 세계에서도 우션척으로 원자력개발을 착수한 국가충의 하나

로서 1956년 바바원자력연구소 (BARe) 에 자주개발에 의한 연구로 Apsara( 경수로，

lMWt) 는 아시아 최초의 원자로이다. 인도는 앞서 아시아충 유일한 원자력션진국

이라 할 수 있다.

인도의 원자력캐발 북척은 에녀지원확보이고 우라늄울 연료로 한 경수로， 중

수로 개벌봐 장기척으로 자국의 풍부한 토륨울 이용한 연료주기의 확립에 있다.

축， 자국의 우라늄 자원이 부축하므로 플루토늄의 재순환과 고촉충식로의 깨발에

충첨율 두고 있는 것이다. 1969년 10월에 Tarapur 1 ， 2호기 (BWR)가 운천율 깨시

한 여후 계축척인 원자력 추진으로 1993년 말 현재 7기 (210KWe)가 건셜충이며 6

71(188만 KW)가 계획충이다. 한편. 인도가 자주 채발한 PHWR인 K랴rapar 3 ， 4호

기(각 50만 KW)의 건쩔은 1993년 2월부터 시착되었다. 고속충식로 연구개발은

인도산 고솜로질협로 퓨뉴마(PuOz연료， 제로출력)이외에， 열출력 4만 KW, 천기출

력 15, OOOKW 의 고축충식로실험로 FBTR(플루토늄과우라늄 혼합 탄화물 연료)가

1985년 10월 초입계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 후 재월부축 및 출력변경 풍의 문혜

로 천훌력운전에는 이르지 못하고 었다.

(5) 태국

태국의 원자력이용은 1954년경 부터 시작되었다. 1956년 3월 미국과

r완자력의 버군사이용에 관한 협력협청」율 쩨결하고 미국으로부터 35만 달러의

-64-



원조를 받아 연구로 TRR-l (lMW，푸에 2MW로 7R조)을 1962년 10월에 완생하여 RI생

산과 방사화분석， 원자로툴리 및 조사서버스룰 수행하고 있다. 1961 년 원자력법

에 기호하여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챙 (OAEP)을 설립하고 원자력깨발 혜제률 청립

하였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페8차 국가경제사회계획(I992 - 2001)기간 중에 1997년부

터 6기(총 6000MW}의 원전건설율 착수하여 2006년부터 매년 1기씩 가동시키는 것

을 북표로 하고 이률 위해 원전 및 방사성혜기불 처분장 부지롤 물잭충이다.

(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1958년에 원자력심의회가셜치되어 1959년 원자력

연구소가 쩔립되면서 원자력재발여 시작되었다. 1964년에 원자력법 시행으로 원

자력연구소가 원자력청(BATAN)으로 송척하여 원자력행정 및 연구재발을 하는 대

통령 직속기관이 되었다.

구체척언 원자력발전 계획으로는 1990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빠르면 1996년

에 1차분 2기의 60만 KW급 LWR충 첫 원천의 건설공사에 착수， 2003년 이후 매년

60만 KW - 90만 KW의 원철을 완생시켜 최종척으로는 7-1271의 발천로 (720만 KW)

가 가통될 예정이다.

자바섭의 과학기술연구센터 (NCRST) 에서는 이미 핵연료주기 분야에서 상당한

생과률 이룩하여 실험규모의 핵연료 가공시설， 혜기불처리센터 퉁이 있다.

(7) 필리핀

필러핀천력공사는바탄(Batan)반도에 최초의 원천 PNPP-l(62만 KW,

PWR)의 건셜울 1976년부터 착수했다. 이 발전소는 미국 웨스팅하우스(WH)와 12억

탈러의 헌키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시껄 자체는 1985년 완생되었지만

운천허가률 받지 못하고 있다.

(8)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원자력이용 시작은 1955년 원자력위원회(PAEC)의 셜립

과 함께 시작되었다. 1963년에는 5MW의 Swimming pool 형의 원자로률 미국에서 구

업한 후에 원자로를 충심으로 한 농업， 의학， 및 공업분야에서 작종 연구를 수행

하고 었다.

카나다가 공급한 원형로 때뻐PP(125MW CANDU형)는 1972년부터 운천충에 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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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9년 원자력발천개발계획에 의하면 2000년까지 원자력발전껄비를 600만 KW

로 4할 계획이며 원자력발천의 국산화를 최총 북표로 하고 있다. 중국과는 1992년

원천도입 겨l약을 체결하고 300MWe급 원자로를 도입하여 5년이내에 운견할 예정이

다.

파키스탄은 국제척인 고럽상태에서 소문이 무생한 핵무기개발 표로그햄율

위해 몇 곳에 핵연료주기시셜율 톱자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 연 8만 파운드

의 U308 청련소와 IAEA에 미신고된 원심분리식 농축공장도 가지고 있다. 또한

1979년 가똥을 서착한 핵연료 가공공장과 최소 1기의 실험규모의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북한

북한 원차력 개발의 푹징은 무엇보다 주체사상의 관챔에서 차체의

자원， 자체의 기술 및 톡자척 노력에 의한 원자력 개발 원칙울 고수하고 있다는

첨이다. 우라늄의 채광， 청련， 가공 풍의 자급체체를 갖추고 있으며， 노형도 기

술·경제적으로자럽 가능한 혹연감속 가스냉각 원자로를 션택하고 있다.

1950'넨대부터 구소련과 동구권 및 lAEA와의 기술협력율 통해 고급전문인력율

양생시켜 왔으며 1960'건태 이래 영변 원자력연구기지를중심으로 원자력 기슐의

기반율 구혹하고자노력해 왔다.

북한은 현재 영변에 가동중인 시험원천인 영변 1호기 (5MW) 경험울 바탕으로

현재 50 째급 및 200 뻐급 원천을 건셜 충에 있다. 1986년 I월부터 가동율 시작

한 영변I효끼는 1994년 5월 첫 연료교체률 철시했으나. 원자로의 가통 역사률 알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표본을 채휘하려는 lAEA의 시도가 화철됨으로써 국제사회

에 큰 파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농축 기술율 쩨외한 모든 핵연료 주기

기슐율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 방사화학설험실에서 실시한 hot test

를 통해 90g의 실험쩍언 플루토늄 추출에 생공했다고 I뾰A에 신고한 것이 문체가

되어 IAEA의 륙별사찰이 요구되는 쩨기가 되었다.

북한의 원자력 채발 체째는 왼자력업에 근거하고 있다. 원자력 개발 및 대외

협력에 관한 행정업무는 1987년경 부터 청무원 산하의 원자력공업부에서 담당하

고 있으며 월~.력 안천규칙l에 관한 톡립 기관은 아칙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완자

력 연구채발의 충심지는 1959년 구소련과 혜컬한 휠자력 명화이용 협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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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북한의 원자력 관련 시셜

시껄명 장 ~‘- 제원·출력·놓력둥 비 고

원자력발전 영변원자력
5MWe, 천연우라늄연료，

’79년 착공， ’$년 가동，

소l호기(실 연구기지(명양
혹연감속·가스냉각로

전력 및 난방용 얼 생산，

험용발전로) 북방 200 kIn) 물리학적 열실험

원자력발전
5OMWe, 천연우라늄，혹연감속·

’86년 착공，’95년 가동예청，
” 가스냉각，강철제

소 2호기
완자로압력용기

앉!fW로의 scale up

방사화학시
”

용해， 추출， 제련의 parame따 ’85년 착공，

셜 결정을 위한 대규모 실험용 ’96년 가동 예정

핵연료 현채 5MWe 원자로용 체조충，

성형 가공 ” 50 및 200MWe용 ’'ir1년 운전개시

공장 채조껄비확대중

핵연료
” 전 노섬분 이상 저장가놓 현재 2개설 사용중.

저장 시껄

전자공학
” 소련의 구식 껄계

연구소

방사화학
”

화학가공， 연료성형가공 연구，
’56년 건셀

연구소 핫젤 아님

동위원소
”

Mo，π‘e， 1-131, Cr-51, Co-60 ’75년부터 U!Pu 화학
가공연구소 동 생산， 기초연구 실시

연구용실험
”

pool형 !RT , 소련형‘ 8MW/th, '65년 초임 계， ’77년부터

로 2MW，10%농축연료(소련공급) IAEA 사찰 받읍

임계실험장
”

5MW, 소련제， 10% 농축U， 연구로와 칼은 시기에

치 격자형 물감속 공급， ’78년부터 사활.

태천원자력 명북태천(영변 200MW, 천연U연료， ’86년 착공，

발전소 서북방 30kIn) 가스냉각·혹연감속로 ’96년 완공 예청

원자력발전
신포 잃5MW(VVER-1α)() 재량형

소 3기

마엄계실협 평양김일성총
5MW IAEA 사찰 받읍

장치 합대학

형양원자력
명양

파EA를 통빼 소련제 ’92년 가동식 려시아

연구소 사이클로E롱 가속기공여받음 기술자 참석

우라늄제현
헬로케엌생산용，’82-’92년간

'82년 가동재사，
박천 350톤 제련， 210톤U생산

공장(1)
(5MW로용)

팔 뼈1 쇄 예청

우라늄체련
명산

U광산，U제 련공장，바나륨，폴리 ’85년확공，’90년시운전，계획

공장(2) I초덴니웰 생산 중인훤자로공급량충분

우라늄
신포둥 재발중

광산(2곳)

방사선방호
평양

방사선방호기제개발，

연구소 환경방사선감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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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구소련의 도용으로 초성된 영변 원자력연구기지로서， 270만 명의 부지에

연구용 원차로. 시험 원천， 핵연료봉 풍장， 방사화학실험실， 연구기관 동 원자력

관련 주요 ).1껄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고 있다. 원자력 교육기관으로

는 김일생종합대학 빽불리학과， 김책공파대학 핵물리학과， 명생이과대학 핵물리

학과 퉁이 있다.

따. 구소련

157ft 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먼 구소련은 1991 년 이륜바 “8웰 혁명을

계거로 그해 12월 25일 고르바효표가 소련 대통령직을 사엄함으로써 지구상에서

공식척으로 소멸되고 각 톱립국가률로 급휴히/붕괴되었는데， 이툴중 원자력발천

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차자흐스탄 및 e1루아나아 4개국이다. 구소련에서는 2

가자형의 표준원자로가 개발되었는데 하나는 그 사용이 자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1000MWe급 빛 1500MWe급의 RBMK(혹연갑축 경수냉각로)이고 다른 하나는 동구권에

수출한 바 있는 440MWe급 및 1000MWe급의 WER(가압경수로)이다.

구소련 연방이 붕괴한 이후 대부분의 톱럽국가틀은 만성적인 전력부혹을 해

소하고 에너지률 자립하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원자혁의 도입을 추진중에 었

다.

(1) 러시아

1992년 1월에 발촉한 러시아 원자력부(MINATOM)는 옛 소련의 원자력

발천·공업부가 관장하먼 업무 충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인계. 1992년 4월

부터 업무률 개시했다. 다만 원천의 운천·관리는 새로 껄립된 국유 콘체른언 ‘로

스에네흑고아롬’에위입했다. 원자력 규제쳐I쳐1로서는 원자력안전규혜위원회를셜

치하여 톡자척인 운영쩨쩨로 천환했다. 1993년 초반 현재 9곳의 원천에서 28기의

원자로가 운천 충이었으며， 시셜 총량은 20 ， 288MW였다. 노형별로는 가압경수로가

12기 (WER-440 671 , VVER-I000 6기). 채낼형 혹연로가 15기 (RBMK-I000 11기，

EGP-6 4기 L 고축중식로가 171 (BN-600 ) 이다.

1986년 4월애 발생한 쩨르노빌원천(RB때<-1000) 사고이후 구소련은 톡얼， 표

랑스， 영국 퉁 서구 션진국틀과의 쩡보교류 및 협력협청율 맺는 한편. I뾰A의 원

자력안천심사국(OS빼f)을 초챙하여 원천의 안전진단율 받았요며 세계원자력운천

협회(WAN미의 창썰에 추도쩍 역할을 하는 퉁 원천의 안천생 확보 캉화애 주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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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러시아의 원자력 개발 계획

단계 기칸 개 발 계 획

제1단계 - 2αm
-안전성 향상에 의한 껄비근대화

-차세대원자로(고유안전로， 경수로)I호기 껄계·건쉴

-차세대훤자로의 건젤 본격화 훤전의 경체성 향상

제2단계 2001 - 2010 -대규모 원전개발의 기초가 되는 신기술 확립 및

원형로의 셜계， 건절

제3단계 2011 - -원자력의 대규모 개발

왔다. 이러한 노력을 집충한 결과 원천의고장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원천 운천 충

지로 인한 천력공급 중단으로 산업경제와 시민생활이 큰 타격을 업은데다가 다른

유효한 에너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원천의 충요생이 새롭게 인식되는 풍 원전이

차츰 북권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러서아는 1993년 초 의혹척인 원전 깨발 계획율 발표하

고 그통안 중단되어 온 원천의 건쩔을 채개힐 뿐만 아니라 신규 원천의 건셜 및

기존 원천의 깨조도 실시하기로 했다. 건쩔충인 원자로는 1271이며 1971 가 계획

충이다. 장차의 원자력 개발은 3단체로 이루어질 것이다.

(2)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유의 콘쩨른언 .우크라톰에내

르고프롬’ 이 신설되어 발천소의 운천·관리률 맡고 있다. 원자력행청의 견반은 원

자력 이용 국가위원회가 책입율지고 있으며， 원자력 안천은 원자력이용방사션기

술감시 국가위원회 (GANU) 가 맡고 었다.

그 밖에 1993년 l월에는 관련 부처의 천문가툴율 구생원으로 한 대통령 직축

의 원자력챙책위원회가 발촉했는데， 이는 원자력 챙책에 환한 쳐1안·권고를 그 추

훤 입무로 하는 태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이자， 원자력 정책 입안의 최고기관이다.

우크라아나는 1993년 말 현재 WER 12기， RB뼈 3기 동 15커의 원자로를 운천

충이며 총 셜비용량은 1 ， 388만 KW이다. 총 발천량 충 현자력발천 버충은 약 3~

이고 6거가 건설중이다. 정 71챔검율 마천 체르노벌 I ， 3호기가 운천율 재깨했으

나， 1호껴의 운천은 G뻐U의 요구에 따라 정격 출력의 7~로 쩨한하고 있다.

때
W



1986년 사고률 일으킨 체료노벌 4호기는 콘크리트 혜쇄시셜로 엎여 있다. 이

사썰은 방사생 핵종의 시설 밖으로의 방출이 기준치 이대이나， 건물 내 균혈과

방사션에 의한 콘크리트 본래의 첩착력 손상으로 제 2의 콘크리트 혜쇄시셜의 컨

껄이 요구되고 있다.

우E밟 채굴， 쩨렬율 제외하고 빽연료 주치는 모두 러시아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톱럽 후 빽연료의 확보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어려옵율 겪고

있다.

(3) 카자흐스탄

카자효스탄 유일의 원자력 셜버인 셰호첸코 원자로(BN-350)는 고숙

중식로로셔 1913년 부터 운천중이며 발천과 당수화를 통사에 수행하고 있는 이충

북척의 원자로이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세미파라첸스크부근에 100만 kW급의 중형로 271률 건설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한면으로 소형로의 개발에도 관섬윷 기울이고 있다.

(4)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에는 유얼한 원전언 아그날러나 원천가 운천충이다. 이

발천소에는 단일 호기로는 세계 최초의 150만 kW급인 RBMK-1500 2기가 있으나 안

천생에 대한 고려로 현재 125만 kW로 운전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2기의 원천중

셜율 계획하고 3호기는 이미 착공까지 한 상태이나， 쩨르노벌 사고로 인해 1989

년 4호기의 건썰은 유보되고 이어 3호꺼악 건설도 중지된 상태에 었다.

바.통구판

(I) 불가리아

불가리아가 운천 충인 원자력 셜비는 총 316만 kW로서. 6기의 원차

로가 쿄률로두이 원천에 집중되어 있는떼. lAEA는 안천생 결함을 지척하고 그 충

1-4호기롤 혜쇄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률이 불가리아 현력 수요의 40~ 청

도툴 공급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1991년 가올부터 서방의 지현에 의해 안천

생 관련의 Backlit가 진행 층이다.

1992년에 틀어션 베로흐 신내각은 1991년 건쩔이 충단된 빼혜네 현천

(WER-I000 2기 )의 건쩔율 재검토하고 있는 떼 야는 신내각의 원천에 대한 새로

운 청책 변화률 시사하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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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코 및 술로바커아

체코에서는 토고바니 원천(1 76만 kW급 VVER-440 4기)가 운천 중이며

테메린 1. 2호기 (WER 1000) 가 건설중이다.

슐로바키아에서 원천 1호기가 93년말 까동율 시착하였으며. 2호기는 94년발

가동율 북표로 건셜이 진행 충이다.

(3) 항가려

운천 중인 박슈 원천는 포두 개량형인 V-213야다. 이 발철소는 가동

개시 이래 세계척으로 포두 가동율 90% 전후의 높은 가통 실적율 보이고 있다.

1989년 이후 서방와 원자로률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더이상 진전은 없었

다.

(4)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1979년 착공되었으나 천정핀의 재정난 풍으로 인해 완생

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체르나보다 원전의 건설율 최우션의 국가 프로젝트로 계

속되고 있다. 이 발천소는 카나다 원자력공사(AECL)의 CANDU 원자로률 채택하여

5기률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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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철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 자립율 위한 우리나라의 대웅방안

1. 국내 애너지 수급 현황과 천망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존 차원을 나타낸 표 4.16에서 보면 우하늄은 약 11

만 6펀론이 매정되어 있으나 현패의 기술수준으로는 경제생이 없는 0.039l1t>의 저

품위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차원중 경제적으로 유용한 에너지완을 무

연탄만으로 볼 수 있는 데 그나마도 약 22년 정도면 고갈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에녀지차원이 철대척으로 부축하여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녀지의 대부분올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분에 에녀지안보차원에서 볼 때 매우

불안정한 실정에 있다. 1993년도에 에너지 자원의 수입의존도는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어， 1993년에는 94.8%( 국내에녀지 5.~)를 나타났으며 다만 원자력을 준국

산에녀지로 깐주시에는 83.3l1t>(국산에녀지 16.7%) 의 해외의존도률 나타내고 있다.

세계척인 처유가시대(바헬당 16$-18$) 가 지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LNG, 유연탄 동 해외에녀지 수입액은 계축 증가하여 1993년도에는 151억불에 달

하였으며， 총상품 수입액의 18%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에녀저 수

급구조논 높은 석유의존도에 낮은 에너지 자급율의 취약생율 지냐고 있다.

1993년말 현재， 에녀지 수입액은 151 억 5펀만불에 탈하여 국내 소요에녀지원

의 약 95%가 외국에샤 수입되었으며， 2006년에는 총애녀지 수요가 현재의 약2배

이상 충가될 천망이다. 그러므로 에녀지 자원의 안정척 확보를 기하여 지속척안

경체생장율 이룩하고， 포한 지구상 생태계의 보존과 환경보호률 위해， 대체에녀

지로서의 원천의 지속척언 발천은 불가피한 설청이라고 판단된다.

표 4.16 국내의 에녀지 부존자원 현황

에녀져훨 I홉짱력훌
꺼홉 1빼척7.빼홈 연찬쟁싼홈(’'93) 사용7.농연추

삐t Jt
(A) (8) w월)

우연탄 4.5억ton 2.0억 ton 9.4핵만 ton 약 22년

우라늄U화)8 115,616 - - 경제생이 없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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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국내 1차 에녀지 공급 구조 변화

구 1980년 1985년 1990'건 1993년

국내생산 11 , 622 13, 393 11 , 298 6, 631

수입 32, 289 42, 903 81 , 894 120, 248

해외의존도(%)
73.5 76.2 87.9 94.8

(72.1) (70.9) (77.0) (85.0)

(단위 : 1, 000 toe)

(주)()안은 원자획 발전을 국내 생산애 포함한 경우임.

140.0

1。r I20. 0
-+-l •

등 100.0
해。

미n 80.0

’F 60. 0

τ
웅 40.0

한 20.0 l
0.0

1980년

76.2
%

87.9
%

94.8
%

1985년 1990년 1993년
년도

그럽 4.4 국내 1차 에너지 년도별 공급 구초 비교

표 4.18 국내 GDP 성장 현횡

1986 1987 1988 1989 1앞톨9 1991 1992 1993

’'90 훌변가 124.2 138.5 154.1 164 179.5 195.9 205.9 217.2

대며환융($) 861.4 792.3 684.1 679.6 716.4 760.8 788.4 없)8.1

생창융06) 11.60 11.51 11.26 6.42 9.45 9.14 5.10 5.49

(단위 : 조현)

경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고도 경채생장율 설현하면서， 국대 총에

녀지소비가 연명균 약 891;의 옳은 중가율올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축되는 경제

생장 빛 소륙중대와 더불어 중가가 지속될 천망이다. 국내 1차에녀지 소비설척과

표 4.19 국내 I차 에녀지 소비 구초 현황 및 천망

씩휴 황연7t스 석탄 훨AJ-력 수혁 끼획 합계

1980
26，:잃O 13.199 869 496 2,517 43,911-
(61.1) (30.0 (2.0) (1.1) (5.7) (100.0)

1981
26,580 15，장4 724 on 2,492 45,718
(58.1) (33.3) (l .6) (1.5) (5.5) (100.0)

1983
Z1,629 16,491 2,241 681 2,378 49,420-
(55.9) (33.4) (4.5) (1.4) (4.5) (100.0)

1985
27,142 22,022 4,186 915 2,031 56,296
(48.2) (39.1) (7.4) (1.6) (3.6) (100.0)

1987
29,653 2,104 23,639 9,829 1,336 1,319 67,878
(43.7) (3.1) (34.8) 04.5) (2.0) (1.9) (100.0)

1989
40,523 2,630 24,493 11,841 1,140 1 ，0월 81,659
(49.6) (3.2) (30.3) (14.5) (1.4) (1 .3) (100.0>

1앞~
50,175 3，0월 24,385 13，앓2 1,590 797 93,192
(53.8) (3.2) (26.2) 04.2) 0.7) (0.9) (100.0)

1991
59,627 3,503 24，~않5 14,078 1,263 617 103,622
(57.5) (3.4) (23.7) (13.6) (1.2) (0.6) (100.0)

1잃2
71,740 4,581 23,618 14,133 1,216 r.꼈 116,010
(61.8) (3.9) (20.4) (12.2) (1 .0) (0.6) (100.0)

1993
78,495 5,723 25,882 14，앓5 1，당)2 742 126,879
(61.9) (4.5) (20.4) (11.5) (1‘2) (0.5) (100.0)

1997
106,659 12,051 35,081 21,232 1,258 769 177,049

(60.2) (6.8) U9.8} U2.0} (0.7) (O.5) noo.O}

2000
122,811 17펴23 42,560 30,816 l:m 1 ,855 216.802

(56.6) (B.I) U9.6} U4.2} (0.6) (O.9) noo.O}

2010
165,359 33,226 60,501 62,657 1,165 2,539 325,502

(50.S) (10.2) US.6} <l9.2} (0.4) (O.S) noo.O)

2020
201,780 51,708 81，않is 98,345 1,157 3 ,187 437죄44

(46.1) (ll.8) US.6} (22.5) (O.3) W.7) (100.0)

2030
232,975 72,989 103,770 139,S91 1,157 3 ,700 554,481
(42.0) (13.2) US.7} (25.2) (O.2) CO.7} noo.O}

(주) 1993년 까지는 십쩍itl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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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국내 1차 에녀지 증가 추세

1980년 II 993넨 수력 기타
, 뭔지력 , '"ν" t::OL

11.5% "-'‘ -.-~ -

LNG
4.5%

수력 기타

원자력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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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6 국내 1차 에녀지 첨유율 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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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망을 나타댄 표 4. 19 10 )를 보면. 1980년부터 1993년짜지 l차에녀지소버는 연펑

균 약 99l: 비율로 크게 중가해왔으며. 1989년 부터 1993년까지 최근 5년간은 명균

119l:률 기혹하여 갈은기간 동안의 경쩨생장률 (GOP) 증가율인 6.69l:보다 훨씬 상회

하여 그 충가추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륙칭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

조가 아칙도 에너지 다소비명 중화학공업 구조인 것과， 마이카 붐에 의한 수송부

문 그러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따른 가정·상업부문에서의 소비중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3년도 우리나라의 총에녀지 소비량은 석유환산 약 127백만톤으풍써 천년

대비 9.49l:의 산장율을 보였으며， 에녀지왼멸 구생버에 있어서는 석유 61. 99l:. 석

탄 20. 49l:. 원자력 11.5%, LNG 4.59l:. 수력 1. 29l:. 기타 O. 59l:였다.총에녀지 소비량

충 석유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8년동안 매년 충가하여 1985년의 석유에

녀지 비중은 48. 29l:였는데. 1993년에는 61.99l:로 대폭 중가펀 반면 국내에너지인

무연탄을 포함한 석탄의 소비는 39. 19l:에서 1993년도때는 4.0%로 급격히 감축되었

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에 소바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에 따라

1980년 중반까지는 석유소바가 감소 되었으나 그후 석유가격 안정과 지축척인 경

체생장으로 다시 중가하여왔다. 향후에도 버혹 에녀칙 총소버량충에서 차지하는

버충은 감소되더라도 국내 에녀지중에서 가장놓은 비중율 유지할 천망이다. 천연

가스의 경우에는 에녀지 다변화와 환정문체률 고려하여 1987년도에 투업된 이래

로 그 수요가 점충하고 있으며 석한의 소버논 쩨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다. 원자벽

은 에녀지원 다변화 정책에 따라 도입되어셔 안청척인 천력 공급원으로서 그 역

할이 중가 되어왔으며 껴i숙해서 그 버충이 높아질 천망이다’-

우리나라의 천력소비 중가율(판매천력량 기춘)은 1983년부터 줄곧 10%션을

초과하는 고도생장율 이혹하였으며 총에녀지 소비량 충 발천율 위하여 소버된 에

녀지량의 비율， 축 천력화율도 27-289l:률 나타내고 있어 고급에녀지인 천력소버

의 신장이 얼반에녀지 소비보다도 높은 것을 알 수 었다.

1993년도의 총판매 청력량은 1277억k해l(총발천량은 1444억kwh)이었으며 이는

92년도 대비 10.89l:의 생장이었다. 93년도 펀력소비의 용도멸 구생비를 보면 산업

부푼이 59.9%, 공공 및 서버스부분이 21. 4%, 가정부분야 18.7%이었다. 공공 빛

%

ω



표 4.20 국내 발전 전력량 실척 및 계획

(단위 : Twh)

석탄 석유 LNG 원자력 수력 체

1977 1. 4 23.7 0.0 0.1 1. 4 26.6
1978 0.9 26.4 0.0 2.3 1. 8 31. 5
1979 1. 3 28.9 0.0 3.2 2.3 35.6
1980 2.5 29.3 0.0 3.5 2.0 37.2
1981 2.5 32.1 0.0 2.9 2.1 40.2
1982 2.6 34.7 0.0 3.8 2.0 43.1
1983 4.3 32.9 0.0 9.0 2.7 48.9
1984 13.4 26.2 0.0 11.8 2.4 53.8
1985 17.6 20.0 0.0 16. 7 3. 7 58.0
1986 18.2 13.9 0.3 28.3 4.0 64.7
1981 15.9 5.1 8.4 39.3 5.3 74.0
1988 19.8 11. 5 10.4 40.1 3.6 85.5
1989 18.8 14.6 9.1 47.4 4.6 94.5
1990 20.0 18.9 9‘ 6 52.9 6.4 107.7
1991 20.1 27.2 9.9 56.3 5.1 118.6
1992 22.1 35.3 12.2 56.5 4.9 131. 0
1993 30.9 34.9 14.5 58.1 6.0 144.4
1994 38.9 42.4 17.2 53.4 4.5 156.5
1995 45.1 42.4 18.4 59.5 4.8 110.3
1996 49.0 35.1 27.8 67.1 5.0 184.0
1997 56. 7 35.9 27.4 72.4 5.1 197.5
1998 65.6 34.4 26.1 80.3 5.2 211.4
1999 67.0 32.6 27.6 91. 2 5.5 223.9
2000 72.2 31. 5 28. 7 91.3 6.0 235.7
2001 77.7 32.8 28.1 102.2 6.2 247.6
2002 79.2 32.6 30.8 109.6 6.6 258.8

'Il 2003 86.1 27.8 32.0 117.7 6.1 270.3
2004 92.2 25.4 33.2 123.8 1.0 281. 8
2005 96. 7 22.9 34.6 131. 9 1.1 293.3
2006 103.1 13.6 36.0 145.0 1.5 305.0

~

{주) 1993년도까지는 실쩍 ~I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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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4. 7 국내 발전량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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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국내 발천 첨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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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스 부문은 상업 I 양수， 천첼 및 공공용율 멜한다.

1993년 말 현재 발천셜비용량은 1765만kw로씌 그 구생비률 보면 석탄화력이

608난kw로써 22'6, 석유화력이(내연력 포함)1， 326만kw로씌 34.9%, LNG가 179만kw

로써 6.5%, 원자력이 762만kw로써 27.5%, 수력은 챙명， 삼량진 퉁 2개 양수발컨

소(l00만kw)률 포합하여 150만kw로써 9.1%이다. 한편 1993년도 총발천 천력량

1444억kwh에 대한 에너지원별 공급량율 보면 석탄화력이 377억kwh로써 26.1 , 석

유화력이 329억kwh로써 22.7% , LNG가 97억kwh로써 6.7%, 원자력이 581억kwh로써

40.3%, 수력이 60억kwh로써 4. 2%였다8)

석유화력은 발천설비변에서는 34.9%의 높은 비충이나， 발천천력량면의 기여

는 2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주로 두부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원

자력이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 말 현재 운천충에 있는 9기

의 원자력발천소애서는 우리나라 총발천량 1444억kwh의 40.2%에 해당하는 581억

kwh률 공급하였다.

표 4.21 국내 주요 에녀지 지표

년도 1980 1985 1990 1993 2α)() 2010 2020 a굉O

1언당 에녀져소배
1.15 1.38 2.17

2.88 4.63 6.55 8.65 10.96
(toe!언) (1.0) (1.6) (2.3) (3.0) (3.8)

1인당 전력소벼
0.86 1.24 2.20

2.90 5.50 9.00 13.61 18.98
(MWh!언} (1.0) <1.9) (3.U (4.7) (65)

추) ( )안은 1인당 얘녀지소비와 1인당 현빽소비톨 1993년도 대비 흥가뻐읍입.

199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4천4백만명을 념어셨고 국내총쩡산은 217

초원에 이르렀다. 표 4.21에 나타난 바와 갈이 놀윤 경쩨생장에 따라 I인방 얼차

에녀지 소비량과 I인당 천력소버량이 크게 충가하였다. 향후에도 1인당 일차에녀

지와 l인당 천력소비률 큰폭으로 중가할 천망이며 1인당 천력소버량의 중가가 일

인당 I차 에녀지 소버량율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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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국내 1인당 1차 에녀지 소비량과 천력소버량 중가 추세

한면， 국민 I인당 I차 에녀지 소비량을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은 1990

년에 2.17 toe/언으로 주요션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일본의 3.5

toe/언에 비하여 62~ 수준이므로 앞으로의 해녀Al수요는 단기척으로는 GDP생장율

보다 더육 높게l 장기척으로는 GDP성장율과 비슷한 션진국형 생장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2.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과 천망

향후 에너지의 소비급중이 예상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당분칸 급

숙히 증가 할 천망이며， 천력부문은 유연탄발천이 중대됩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

출량이 포한 크쩨 증가될 현망이다.

우리나라 발펀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실척 및 천망율 알펴본다면， 에너지부

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변화는 천력수요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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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전환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1984년부터 석유 발천에서 원자력. LNG

발션으로의 펀환에 인해 급격한 감소률 보이며，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배출의 주된

갑소요인으로 착용해 봤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총량뿐 아니라 l인당 또는 GDP당 방출량의 기춘으로서

도 큰 중요성율 갖는다. 경제활동이 인구수에 비례하여 발생하고 모든 인간의 동

동하게 설 권리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1인당 방출량이 중요한 반면， 경제활동의

효율생의 기준으로 경제 성과에 따른 에녀지사용 보장측면에서 GDP당 방출량이

적합하다. 1990년도의 우리나라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65.5 Mton-C

로서 세계 16뷔이며 전 세계 배출량의 1.14%가량율 차지하는 것으로 추쩡된다.

또한 1990년도 우리나라 인구 1인탕 에녀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3 ton-C

로 세계 31위에 위쳐하고 있다. GDP천불을 쟁산하기 위해 뼈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내는 C02lGDP의 경우. GDP자료가 불명확하여 직접척연 비교가 불가

능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루마니아， 카자스탄 퉁율 체외한 국제비교에서 우리나

라는 0.36 ton-C/천$(’ 85년 불변US$)로 벨기에와 함께 세계 16쩌에 위치하고 있

다. 충국이 1. 58 ton-C/천$로 세계 l위를 기록하고 있다웠)

상기와 같이 배출총량 규모로 세계 16위판에 축하는 국가중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공화국을 채외한 14깨국을 소륙수준과 l인당 배출량 수준율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소륙도 낮고 1인당 배출량도 적은 국가군에 축하고 았다.

한국에녀지기술연구소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현재와 갈이 에녀져사용 추세가 지

휴될 경우 장기 에녀지 수요전망을 기초로한 우리나라의 에녀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에는 1990년의 1. 5배 수준인 97.3 Mton-C, 2010'견에는 1. 9배 수

준안 121. 8 Mton-C에 이룰 것으로 천망된다18)

이에 따랴 우리나라의 총 배출량 규모가 현채 세계 16위에서 2000년대에는

10뀌련 내에 진입활 것으로 천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사천에 예방하기 위하

여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생장과 환경의 조화에 역첨율 둔 에너지정책율 보다 강

화합￡로써 CO2배출총량 뿐만 아나라 I인당 CO2배출량을 가능한 롤일 수 있도혹

다각척인 정책수단율 강구해야하는 입장에 쳐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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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큐모의 국쩨비교영)

국가 COz(Mton-C) 세계비중(%)

1 미국 1,369.1 23.3
2 중국 654.5 11.1
3 러시아 닮4.5 11.1
4 일본 짧9.2 4.9
5 독얼 283.4 4.8
6 우크라이나 179.7 3.1
7 인도 162.0 2.8
8 영국 160.6 2.7
9 차나다 118.6 2.0
10 이탈리아 112.1 1.9
11 프랑스 104.7 1.8
12 폴란드 97.6 1.7
13 남아공 91.6 1.6
14 멕시코 87.5 1.5
15 , 호주 74.7 1.3
16 한국 65.5 1.1
17 카자흐스탄 63.3 1.1
18 스때인 61.9 1.1
19 브라질 60.8 1.0
20 체코 58.4 1.0

표 4.23 C(h/GDP외 국제바교(I 990'경 변’

순위 국가 ton-CI천$ 순위 국가 ton-C/천$

I 충국 1. 58 12 호주 0.40
2 남아공화국 1. 51 13 아일랜드 0.39
3 체코 1. 43 14 뉴철랜드 0.38
4 폴란드 1. 40 15 톡일 0.37
5 룩엠브르크 0.66 16 한국 0.36
6 그러이스 0.61 17 헬기에 0_36
7 언도 0.51 18 내렬란드 0.35
8 사우디 0.55 19 영국 0.30
9 터어키 0.52 20 스페인 0.30
10 포료루칼 0.45 21 미국 0.30
11 멕시코 0.44 22 카나다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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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체버교( 1990)39)

순위 국가 ton-C/ 인 순위 국가 ton-C/인

i 룩셈브르쿄 7.39 17 납아공화국 2.60
2 미국 5.45 18 이일랜드 2.58
3 카나다 4.46 19 뉴질탠드 2.58
4 러시아 4.42 20 폴란드 2.56
5 호주 4.37 21 일본 2.34
6 카자A탄 3.78 22 그리이스 2.18
7 체코 3. 72 23 오스트리아 2.02
8 사우디 3. 71 24 루마나아 1. 98
9 톡일 3.56 25 이탈리아 1. 94
10 우크라이나 3.46 26 프랑스 1. 85
11 벨기에 3.38 27 스위스 1. 78
12 내댈란드 3.33 28 스왜댄 1. 79
13 핀란드 3.21 29 노르웨이 1. 73
14 댄마아크 2.98 30 스페인 1. 59
15 영국 2.80 31 한국 1.53
16 아이스랜도 2.61 32 포르토갈 1. 19

표 4.25 창기 C02배출량 천망

1992 2000 2010

에너지수요(백만 toe) 116.0 216.8 앓5.5

CO2총배출량〈백만 ton-C) 77.7 97.3 121.8

3. 지구온난화 문혜와 에녀지 자럽을 위한 대용방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천은 천지구쩍인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녀지 차

원의 경체척 안정척 확보 측면과 환경보존을 위한 측면에서 천략척 역힐을 담당

해야한다. 축 우리나라와 같이 에녀지 부폰자원이 밴약한 현실쩍 여건하에서는

기존의 화석연료로 부터 오는 제약율 극북해 나갈 수 있도혹 새로운 대쩨에녀지

원， 축. 기슐경체성이 실중된 원자력율 이용·중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보존에 대한 기여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더이상 깨도국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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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국쩨척인 시각 때문에 션진국과 동힐한 환경규쩨률 받아

야 하면서 째도국때 추어지는 환경판련 기술이천 및 재정지원동의 륙해에서 제외

되는 이충의 불이억울 당할 우려가 있다. 륙히 1996년에 OECO어l 가입하게 되면

기후변화협약의 션진국 륙멸의무조항(OEeD 가입시 부과예상)을 도저히 갑당할 수

없율 것이다.

1993년 11월 확정된 장기천력수급계획안에 쩌l사된 천원개발계획안의 륙정을

보면， 계획기간충 원자력과 유연탄을 주 발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발천원의 셜버

큐모는 매우 완만히 중가시키고 있다.

륙히 1997년짜지 유연탄발천율 척국 도입할 계획인데，이로 인해셔 이산화탄소 방

출량이 급증될 것으로 천망되며 이는 천세쩨척인 지구용난화 관심과 역행하는 추

세로볼수있다.

따랴서， 에너지차원울 경제척 안정척으로 확보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율 원자력발천이 담당하도록 해야한다.

석유동 화석에녀지 차원의 유한생과 지구온난화동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신빙생 있는 대웅방안은 우리나라 에녀지 수급 구초의 7H혁， 그 충에

서도 헛째， 천력쟁산분야에 있어서 버화석 에녀지의 꽁급확대， 툴째， 산업 • 수송

• 면생부운동 모든 에녀지 사용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이용효율의 중대라는 두재

의 혹울 중심으로 천재해 나갈수 밖에 없다.

쭉， 이산화탄소률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에너지의 공급율 더욱 확대해나가는

한편 신 • 재쟁에녀지 (태양광발전， 연료천지 발천 및 초력발전퉁)의 채발 도입율

가축화 한다.

가.단기대책

지구온난화에 판한 국쩨척 대웅방안을 예의 주시하여 탄소세 도입이나

무역큐쩌l 움칙입동 국쩨책 춘수 의무사항아 강화될 경우에는 2002년 이후에 준공

되는 석탄화력 발천소(6기. 3900MW)충 그 일부률 왼자력 발천으로의 천환을 검토

한다.

나.장기대책

(I) 2006년 까치의 현재의 장기 천원개발계획을 현설에 맞도록 검중하

며， 포한 앞으로 15년간을 내다보는 2010년 까지의 Rolling Plan으로 힐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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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천의 셜버용량 비충을 2006년의 37.7'16 수준에서 2010년에는 40116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장기 천원개발 계획율 수정한다. 참고로 창기천원채발 계획

운 매 2년마다 검증하게 되어 있으며， 올해가 당해년도 해당한다.

표 4.26 국내 원천기술 자합현황

원자력이용기술 기술짜렵도(%)

정련 100

톨

변환 100

톨

앓n 0

•
채변환 100

톨

생형가공 100

4
l 원자로운영 | 100..

월자로시공 100

| 원자로건철철계 | 75

원짜로체작 50

l 원자로계통켈계 l 70

톨

채처리 0

...
|혜기물처리처분| 60

l 방사션및 RI이용 l 50

4

ω



그림 4.10 원천의 경제생에 대한 의식

60 -

-
40 - 40.5

- 22.4
27.1

20 -

- 7.0

「까 「2끼.9

% 구분 아주경체적 약간정체적 혈로바컴체적 아주버정체적 모른다

(2) 30년앞을 내다보는 초장기 천원개발계획에 있어서는 프랑스률 모헬

로하여 CCh 가스률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위주의 천원공급 측 원자력 발천량의

비충을 70%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을 북표로 천원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있어서는 부하 추종기능(Load Following

system)을 캉화하며， 원차력발전소의 이용효율을 중대하기 위한 충분한 양수발천

소 압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3)원자력 시셜의 입지 확보률 원활히 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강구; 원자

력 에녀자의 확대 공급에 있어서 가장큰 애로요인의 하나는 원자력 시셜의 업지

확보 문제 입으로 다읍과 같은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방사생빼기불 처분장 및

중간 쳐장시젤의 건셜져연은 기술생 또는 안천생 문제가 아니었으며 단지 방사생

돼기몰때 대한 국민의 이해부축 및 쳐분장 주민의 반대둥에 의한 것이었다고 불

수었다.

1994년 12월 경기도 옹진군 덕척변 꿀업도에 처분장을 건셜 하기로 결쩡되어

이에 따른 건설사업이 축각적이변셔도，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단， 처분장 주변 주민툴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지축적인 홍보사업과 그 지역

주민틀을 위한 지원사업이 동시에 정부 주도하에 션행 되어야 할 것이다.

<D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사업 {현자력 fA)의 고도화.

。 국민의 착계 각층의 지석 • 청서수준에 쩍합한 fA프로그햄의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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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유치원， 국민학교， 중 • 고교， 대학 및 일반인， 언론계퉁 여

론 지도충. 공직자， 지역주민， 반핵인사퉁)

o 직접대화 방식으로의 원자력 FA사업의 천환

o 원자력 PA용 정보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 지역 공생형 발천소(행城共生型 훌훌흩所) 구상의 추진.

。 중기(난방용)을 활용한 화혜단지 시법시갤 초청지원

o 발천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사업 확충지원

o 원자력 발천 천시관의 개조에 의한 f지역문화생활관j

으로서의 기농을 할수 있도록 개편 • 운영

o 원자력시쩔 주변에 기업 유치 촉진을 뀌한 륙별지원책의 홉진(지

역주민에 대한 취업기회 및 소륙중대확대)

o 원자력 시셜주변에 입주코자 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 •보조금 풍

의 대폭지원

@“발천소 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숙척인 확충.

(4)원차력 형화적 이용중진율 위한 국제협력 빛 외교의 상호유기척 방향

추진

현재 원자력 국제협력은 국제 핵비확산 쩨쩨의 태두리 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나다. 따라서 원자력을 군사척으로 천용하지 않는다

는 것을 국제 사회로 부터 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쩍언 원자력 국져I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 따라서， 보다 더 세부척이고도 쳐l쩨척인 원자력 국쳐l 협

력 및 외교 천략율 잘 셰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원자력의 명화척 。l용을 충진

시키고 진쩡한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륙하는 떼 필수척이라 힐 수 있다.

φ 국쩨적으로 빽비확산에 대한 선뢰생을 확보해야 한다.

o 우리나라는 국가의 핵비확산에 대한 신뢰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1 년 11월 8일 ‘비핵화 션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 핵

버확산 청책 션언에 있어셔 추의해야 할점은 국가정책자쳐l가 현

자력의 명화척 이용율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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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원자력 깨할쳐l쳐1와 외교 쳐1페률 상호 유기척으로 추진하고 국

제 원자력 사회에 풍헌함으로써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의 지위를 향

상시켜야 한다.

o 환경보존혹면에서 볼때， 우리나라률 더이상 개도국 자원으로 보

지 않으려는 국쩨척인 시작때문에 션진국과 통일한 환경 규제를

받아야 하면서， 개도국에 주어지는 환경 판련 기술이전 및 재정

져원 풍의 륙혜에서 혜외되는 이춤의 불이억율 당할우려가 있다.

o EC의 확대， 북며 자유협정체결 , 우루과이 (UR : Ur빵퍼，y Round)타

결， 환경 라운드( GR : Green Round) 및 기술라운드 (재

Technology Round) 에 따른 국제 무한 경쟁시대에 틀어갔으며 자

국의 가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어려워지께 되었다.

따라서 국내 원차력 산업 개발율 위한 국내 원자력 개발 체체와 병행하여 원

자력 외교 체제는 핵섬 기술 확보， 핵원료 공급 보장， 국내 원자력 깨발에 대한

대외척언 제약 요소 완화 또는 해소，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의 국가 지위 향상，

기한 구축 및 강화 퉁 국내 원자력 개발 체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쩨툴을 수행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 원자력 깨발체체와 원자력 외교 체채가 상호 보완척，

유기척요로 구축될 때 비로소 국가 원자력 체제7. 정랍되었다고 볼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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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오늘날 우리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문제이다. 이러한 환경위기는 과거의 환경재해와는 탈리 인간에 의해

초돼된 인위척 위기임과 동시에， 국경을 초월하여 전지구적 규모로서 영축적

영향을 비치는 륙성을 가지고 있다.

지구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손톱히고 있는 것이 지구온난화

와 오존충파꾀， 산성비 문제이다. 그러나 산성비문제는 그 영향이 천지구척이

기보다는 지역척이라고 볼 수 있으며， CFC에 대해서는 1987년 몬트리올의청서

(Montreal Protocol)와 1992년 코펜하겐 개정의정서에 의해서 1996년 1월까지

CFC풍율 100% 삭갑하기로 합의된 바 1988년 이후부터 전세계 CFC생산량이 감소

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지구적인 환경문제이며 에녀지사용과

가장 밀접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집중척으로 다루었다.

지구온난화 문체는 륙정국가나 지혁에 환청되는 재래형 산업공해 문제와

는 다르며 다움과 칼은 륙생을 지니고 있다. 첫째，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C02

가 일상의 경제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둘째， 언류의 쟁존기반·활동기

반이 되는 지구환경 그 자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세째， 피해가 지구 천체

에 미치게 되는 것입으로 국제척인 대웅이요구된다. 네째， 원인 발쟁 후 수 세

대에 걸친 장기간이 지난 다읍에야 피해가 나타나며 동시에 그 파해도 장기간

에 걸쳐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 다섯째， 인과관계가 반드시 충분히 해명되었다

고 할 수 없으나 예방적 대웅이 절실하다. 여섯째， 발본척인 문제해결로 이어

지는 혁신적 거술의 실용화가 당분간은 기대할 수 없다.

1992년 6월 브라철의 리우에서 r지축가농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J 이라는 이념하에 UN환경 깨발깨발회의가 깨최되어， 셰껴I 각국의

정상틀은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 에 서명하였다 r기후변화협약

(Convention for Climate 다1뻐ge)J의 궁극척 북척은 “지구온난화라는기후변화

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가추세에 있는 온실가스의 대기충 농도률 안챙화”시키는

데 었다. 이 협약은 장·단기적으로가입국률이 노력해야 할 방향으로서， CD온

실효과 가스 절감올 위한 국가 정책을 수럽하고 @온질효과가스배출 룡계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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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고할 것을 쩌1시하였으며 $션진국가·채발도상국윷 구분하여 준수사항율

큐정하였는데， 션진국(DEeD，국가)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춘율

1990년 수준으로 감축토록 노력하고， 소도서국가， 쩌지대 해안국. 건조국가，

대기오염이 심한 재도국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에 있어 륙별 고려률

하고， 화석연료 과다의존국가에 대해셔도 의무이행에 있어 륙별 고혀를 해줄

것을쩨시하였다.

리우 이후(Post Ri이의 국제 환경문제는 우션 국제교역과의 연계 가농

생이 한충 높아 지고 있다. 에낙지문혜와， 지구온난화률 가격오는 화석연료 사

용율 줄여 CO2의 방출량율 2000년까지 1990'건 수푼으로 안정화시키려는 션진국

틀의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xJ숙개발위완희 (CSD: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유엔의 겸제사회이사회(ECOSDC)산하에 설치되었는

혜， 이 위원회는 UN공식기구로서 앞으로 환경과 채발의 통합차원에서 지구환경

문쩨 해결을 위한 감시와 규제기능율 하게 휠 것이다. 지축개발위원회는 1996

년말까지(아젠다 21) 천분야의 아행상황율 명 7r한 후 1991년에는 유엔 륙별총

회를 열어 (아첸다 21)의 개정과 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션진국과 개도국은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기본완칙

에는 합의하고 있으나， 구체척인 실펀방안과 책입분탐문체률 놓고， 측 깨도국

에 대한 재정지원및 기슐이천 그러고 환경과 무역 동에 관한 입장에서는 첩예

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통안 션진국과 개도국간의 야슈가 되어왔던 경혜원

초， 기슐지원， 무역마찰 풍의 문쩨가 환경문제라는 새로운 이슈로 대혜되고 있

는 껏이다. 뚱한 선진국깐에 있어셔도 그 보조가 반드시 일치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EU나 일본은 CO2 때훌 억져I청책에 매우 궁쩡쩍이며， 대쳐l척으로 2000

년도와 CO2 배출억제 몹표를 1990년 수준으로 안쩡화셔킬 것에 대한 천향척인

초쳐툴 강구 중에 었다. 미국의 기본천략은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모든 옹실

가스률 포괄척으로 규제하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애녀지 소비쩔약， 에녀지 효

율향상， 기술개발 퉁 안천하고도 후회하지 아니하는 대웅방안에 추력하자는 펀

략율 가지고 있다.

Ell는 미국·일본이 통조한다는 전제하에 탄소쩨 시행지첩안율 의결한 바

있는떼， 탄소세는 그 쩡책효과가 가장 캉력하고 시행수단이 다른 방법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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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순하며 정책시행의 국제척 초화가 상대척흐로 용이하고 환경관련투자의

채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여러 정책수단 중에서도 가장 가능생이 높다고 할

수있다.

이와 갈이 80년때 후반 틀어 지구환경문제를 툴러싼 국제척 논의의 륙징

은 종래의 단순한 션언척·구호척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구휴력있는 국제규법으

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죽 환경분야에서도 국혜법규뱀을 형성하여 규쩨툴질

의 생산·소비 동을 쩨한하고 륙정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처리·교역 풍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률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비가입국에게는 경제·롱상제쩨 풍 각종

규제조치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방지룰 위한 국체척 노력으로 급세기 말까지 국제척

규제장치가 마련될 천망이다. 포한 미국과 일본도 최근 개별국의 에녀져 수요

관리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항의 안정화가 힘툴다는 것여 조만간 드러날 것

으로 보여 금세기 말에는 범션진국 차원에서 탄소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펀

다.

우리 나라는 「기푸변화협약」의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일반

의무의 륙별고려 대상국(화석연률 과다의존국) 해당되나 1996년 우리 나라의

DECO가입하께 되면， 션진국 륙멸의무조항{DECO 가입시 부과예상)을 도저히 감

당할수 없을 것이다.

에너지자원. 경체생장 및 환경파괴는 서로 상관관계률 가지고 있다. 즉

인구의 증가， 인간의 문화척 혹구 증가 및 활발한 경체생활은 필연척으로 에너

지 소비률 증가시킨다. 한편 에녀지자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

래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에녀지차원은 지역척으로 연충되어

차원내셔날리즘이 고양되고 있다. 이와 칼은 자원내셔날리춤은 산유국은 물론

장래에는 석탄이나 우라늄 퉁의 에녀지자원 보유국에까지 파급훨 것이며， 에녀

지자원 보유국과 바보유국간의 격차률 더욱 심화시키고 남북문제의 해결율 보

다 어렵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었다.

발천소의 에너지원별 연료소비에 따른 온실효과 뿐만 아니라 벌천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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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 연료의 혜굴， 가공 및 수총， 그러고 발전의 각 운용과정율 모두 포함한 온

실효파 영향율 분석한 결과률 보면. 온질효과 억제면에서 우수한 발천소는 수

력. 원자력， 지멸， 기타의 자연어1녀지， LNG, 석유， 석탄의 순서이다. 원짜력발

천의 용실효과는 비록 후행핵연료주기 부분이 체외되었지만 석탄화혁의 1/37,

석유의 1128, 1왜G의 1125라는 매우 작은 값이 흰다. 챙쩡에녀지로 주폭받고 있

는 태양얼， 태양광 발천은 원자력발천의 7.5배이상의 C02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녔다.

결론작으로 에너지부문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웅하는 방안으로서는 CO2배출

량을 줄이기 위해서 에녀지 효율생 (GDP/에녀지}를 증대시키거나， 이산화탄소

의 집충률(C02/에녀지 )이 낮은 연료로 연료악 사용을 천환하는 것이 필요하

다. 원자력발천은 석탄화력발전과 비교하여 C02발생이 4%에 불과한 콜린에녀Al

입율 알 수 있다. .5ε한 원자력발전은 기술집약척 에녀지원이며， 에녀지 집약도

가 매우 놓아서 단위무게당 발생에녀지량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월퉁허 크기 때

문에， 연료의 수송과 저장 비축 측면에서 대단히 유리하여 에녀지 안보상의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원천연효비가 총 발펀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향

후 핵체급속로(LMR)의 개발풍으로 초우라늄 순환 연료주기를 채택할 경우 연료

이용효율을 60배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1993년에 우리나라의 1차에녀자 해외의존도는 94.8%(국내에녀지 5. 2%)률

나타놔으며 다만 원자력을 준국산에녀지로 간주시에는 83.3%(국산에녀지

16. 7%)률 보였다. 원유. LNG, 유연탄 동 해외에너지 수입액은 계숙 충가하여

1993년도에는 151억불에 달하였으며， 총상품 수입액의 18%에 이르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에녀지 수급구조는 높은 석유의존도에 낮은 에녀지 자급율

의 취약생울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부터 놓은 경페성장에 따랴 1인당 일차에너지 소비량과

I인당 천력소비량이 크게 중가하였으며 향후에도 큰폭으로 충가할 전망이며. 1

인당 천력소비량의 중가가 일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

다.

1990년도의 우리나라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운 약 65.5 Mton-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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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계 16위이며 천 세계 배출량의 1.1496가량율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와 같이 에너지사용 추세가 지숙될 경우 장기 에녀지 수요천망율 기초로

한 우리나라의 에녀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에는 1990년의 1. 5배

수준인 97.3 Mton-C, 2010년에는 1. 9배 수준인 121. 8 Mton-C에 이룰 것으로 펀

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총 배출량 큐모가 현재 세계 16위에서 2000년대

에는 10위권 내에 진입할 것으로 천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

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생장과 환경의 조화에 역점을 둔 에녀지정책을

보다 강화합으로써 C02배출총량 뿐만 아니라 1인당 CO2배출향을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수단율 강구해야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다.

1993년 11월 확정된 장기전력수급계획안에 제시된 천원캐발계획안의 륙정

율 보면， 계획기간충 원차력과 유연탄울 주 밸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발천원의

설비규모는 매우 완만히 증가시키고 있다‘ 륙히 1997년까지 유연탄발천율 척극

도입할 계획인데，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급증될 것으로 전망되며 <?I

는 천세계적인 지구온난화 관심과 역행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지구척인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원의

경제척 안정척 확보 측면과 환경보존올 위한 측면에서의 어}녀지 이용 깨발 천

학을 수립해야 한다. 푹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구조의 재혁， 그 충에서도 첫

째， 천력생산분야에 있어서 비화석 에녀지의 공급확대. 툴째， 산업 • 수송 • 민

생부문동 모든 에너지 λf용분야에 있어서 에녀~J 이용효율의 증대라는 두깨의

축을 중심으로 천개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

는 원자력에너지의 공급율 더욱 확대해나가논 한편 신 •재생에녀지 (태양광발

천， 연료천지 발천 및 조력발천동)의 깨발 도입율 가숙화 한다. 또한 보다 구

혜척인 대책으로서는， 단기척으로 지구온난화에 관한 국제적 대웅방안을 예의

주시하여 탄소세 도입이나 무역규제 옵직입동 국제척 준수 의무사항이 강화될

경우에는 2002년 이후에 준공되는 석탄화력 발전소(6기， 3900MW)중 그 일부를

원자력 발천으로의 천환율 껍토한다. 장기척으로논 첫째， 2006년 까지의 현재

의 장기 천원개발 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검증하며， 또한 앞으로 15년간올 내다

보는 2010년 까지의 Rolling Plan으로 할 경우에는 원자력 발천의 셜비용량 버

충을 2006년의 31.1% 수준에서 2010년에는 40%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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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천원재발 계획울 수쩡한다. 참고로 장기천원개발 계획은 매 2년마다 검증하

계 되어 었으며， 올해가 당해년도에 해당한다. 툴째， 30년앞을 내다보는 초장

기 천원개발계획에 있어서는 프랑스를 모헬로하여 CO2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획주의 천원공급 축 원자력 벨천량의 버충율 70%이상으로 상향 조청합

율 몹표로 천원개발계획율 추진한다. 세째， 원자력 시설의 입지 확보률 원활히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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