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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목적 및 팔요성 

원자력 이용 개발은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 그리고 환경 그리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국가 사회가 합의와 타협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 

내외 원자력 정책정보와 법률정보를 분석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m. 연구의 내용 빛 범위 

본 연구에서는 수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법무 

@ 법무지원 성과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 자유무역협정과 환경 및 기후변화협약 

(2) 원자력 정보 분석 

@ 일본의 원자력동향 

@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정 책 동향 

@ 2030 세계 원전 전망과 시사점 

@ 미국 오바마 신행정부의 출범과 국내 원자력계 시사점 

@ 저탄소 발전원 도입의 녹색효과 평가 

N. 주요 연구결과 및 건의 

원자력법무수행을 통해 원자력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정에서 원자력연구의 발 

전방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법령의 제정에서 원자 

력R&D로 인한 발생 폐기물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았으며/ 원자력법령의 개정에 있어 



서도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기관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연구원의 각종 크고 작은 법률분쟁에 나침반으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원운영에 관련된 법률 

및 법무 분쟁에서 연구원의 법익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기술수출을 위한 연구원 사 

업에 적극 지원하여 최초의 연구용원자로의 수출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 

관 회사들과의 협조 및 역할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법률연구 사업으로서 해외 원자력교육프로그램에 참여 및 수상하였으며/ 녹색에 

너지로서의 원자력 관련 학술활동(논문“자유무역협정과 환경 및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기후변화협약과 자유무역의 원칙간의 상충현상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하였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체결 초기 

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과 에너지 안정공급을 동시에 해결 

하기 위해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기 위해 일관된 국가 정책으로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원자력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발표한 2005년도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방사선이용 부문 

에서는 공학분야y 의학·의료분야가 증가되고 있지만/ 농업분야는 줄어들고 있다. 방 

사선이용과 에너지이용 부분은 각 46%, 54%로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 

는 원자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국제동향 분석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의 원자력정책 동향 분석， 2030년 

세계 원전 전망과 주요 이슈 분석/ 오바마 미국 신행정부의 추이에 따른 원자력 관 

련 정책 변화 전망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우라늄자원을 토대로 세계 우라늄 수출국으로의 부상과 

세계 핵연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또한 추구하고 있으며 고유가 지 

속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면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선진국 

들의 자원외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전 이용에는 우라늄 자원 확 

보와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펼수적이므로 카자흐스탄에 대한 자원외교와 투자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라늄과 핵연료 협력과 원전 수출 

등 원자력 협력 강화가 요구 된다. 

- 11 -



에너지 관련 국제기관들은 원자력 르네상스의 도래를 전망하고 있으며 2030년 

원자력 장기 전망으로 현재의 원전 규모의 2배인 609~740 GWe에 달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방출 감축을 위한 원전이용 확대와 개도국들의 원전 도 

업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 t070GWe에서 최대 4,500GWe 까지 전망되고 있다 

원전 이용국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단기적으로 원전공급력의 부족이 우려되고 향후 

세계 원전시장은 중국과 인도시장의 부상과 지배력이 강한 소수의 다국적 산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핵확산 우려 증가에 따라 핵확산방 

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미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라더쉽의 재확보 노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의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의 경우 원전이용확대와 재처리 

정책 등에서의 원자력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며 GNEP 및 GIF와 lTER INPRO 등의 

국제공동프로젝트의 지원 지속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녹색성장에 있어 원자력과 신재생발전원과 같은 저탄소배 

출 발전기술들이 녹색전력 성능을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HG) 배출 계수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아울러 전력시스템에서 도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그간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업계획에 비추어 우리나라 GHG 배출에서 저탄소 

발전원틀의 배출저감 능력올 평가하였다， 

저탄소 발전원들의 GHG 배출계수는 원자력/ 풍력/ 그리고 태양광에서 배출되는 

GHG의 배출량은 각각 28.2t 64.84 그리고 81 .11 g-C02-eqjkWh로 평가되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저탄소 발전기술의 도입 시나리오에 따라 2020년까지 누적 저감량을 

분석하면 1 %, 5%, 10%를 추가 도입했을 때 각각 14.7, 47.3, 98.2백만 t-C02-eq.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책에 있어 한국과 같은 선발 개도국의 GHG 배출저감 

자발적 노력은 세계적으로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한국은 세계사회에의 의무를 충 

실히 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부문에 

서 보다 유효한 GHG 배출 저감 정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따라서 유효한 GHG 배 

출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이 중에서도 특히 전력분야에서 보다 획기적인 녹색성 

장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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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_ Topic 

Nuclear lnformation Analysis and Legal Affairs 

11 _ Purpose and N ecessity of This Study 

Nuclear use and development should be lead by not only technology but 

also economy, environment, and social consensus 없ld settlement. For the lead, 

effective and reasonable nuclear policy will be required. one of the ways to set 

the policy is to nuclear policy information study and legal analysis and aids. 

m _ Contents of the Study 

(1) Nuclear legal affairs and study 

CD Result Analysis and future plan of Legal Aids 

(2)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onvention in the aspect of WTO 

(2) Nuclear energy information analysis 

CD Nuclear Policy Trends of Japan 

(2) Nuclear Policy Trends of Kazakhstan 

@ Year 2030 forecast and lmplication of Global Nuclear Side 

@ lmplication to Korea Nuclear side arising from new Obama Government 

of U.s.A. 

(5) Evaluation of Green effect comes from adopting low carbon electric 

generator 

N _ Main results and suggestions 

Our information and legal affairs team has performed responding KAERI in 

a lot of nuclear law issues such as Nuclear Waste Law, Nuclear Law, and 

- IV -



regulations. As results of the work, we obtained special exception to nuclear 

waste disposal expense, that is, split payment waive and enforc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nuclear technology inventors. we have done our best to guide 

all of legal issues arising from lntemational collaborative study, management, 

technology export, 떠ld business of KAERI. Especially our team is also involving 

with nuclear industry in legal negotiation 없ld cooperation processes to export 

nuclear research reactor for the first time. 

We participated in intemational nuclear education program 따ld published 

several papers and reports about nuclear energy and law issues. The papers are 

also submiUed to other institutions' academic joumals. one of ex따nples is the 

paper uEnvironment 없ld climate change convention in the aspect of Wor1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U which is published in law journal of Han-nam 

University. 

As policy research works, we also performed the research of global nuclear 

trends. Japan is eager1y participating in the C1imate change conventions from the 

beginning of it and has kept solid position to nuclear energy as a green and 

safe energy source. we found that the import따lCe of N uclear energy as decrease 

climate ch암1ge 암ld sustainable energy supply source reassured us. 

Radiation industry report in 2005 of Japan showed that contribution of 

radiation to agriculture was decreased though use of radiation to engineering 

and medical area was increased. Analysis of Ratio of radiation use 따6%) and 

that of nuclear energy 띤4%) in nuclear side inflect that nuclear technology is 

more contributing to people' s life. 

ln another analysis of intemational nuclear trends, trends of Kazakhstan' s 

nuclear energy policy and its implications, prospects and major issues of year 

2030 wor1d nuclear energy, and perspectives of nuclear policy change of Obama 

administration and its implications were studied.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Kazakhstan is emerging as one of major uranium export countrie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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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uranium reserves and intemational cooperation, and also plans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intemational fuel service markets. Major countries having 

large scaled nuclear power industry such as Russia, China, lndia and France, 

strengthen the cooperative relations with Kazakhstan in nuclear fuel and 

uranium for securing uranium resources 떠ld nuclear fuel refIeding energy 

securiη. From the point s of views stable supply of nuclear fuel and securing 

uranium resources are pre-requisite for expansion 때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없1ts. Uranium diplomatics and investment strategies with Kazakhstan 

become import떠lt 없ld strengthening nuclear cooperative relations with 

Kazakhstan are required in fields of nuclear fuel and export of nuclear power 

plants. 

lntemational energy organizations released reports prospeding nuclear 

renaissance and the use of worId nuclear power in the year of 2030 would be 

increased up to 609~740 GWe, two times compared with present level. And this 

would be largely increased up to t070~4，500 GWe in case of expansion of use 

of nuclear power to reduce an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and introdudion of 

nuclear power in the developing countries worIdwide. With expeding rapid 

expansion of worId nuclear power, concems about capability shortages of 

supply of nuclear power plants become deepening in short terms, it is also 

expeded that China and lndia w ilI be emerging as major exporting countrie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worId nuclear industries would be restrudured into a 

few integrated large consortia. ln addition, international efforts w ilI be also 

expeded to be strengthened due to increasing concems of nuclear proliferation 

by spreading nuclear power plants worIdwide 

Obama administration was inaugurated on January 2α 2009 and it is 

expeded that USA efforts would make various efforts to strengthen the roles of 

USA in the implementation of new foreign policy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 leadership in fields of energy, climate 래ange， and non-pr이iferation. lt is 

also expected that changes are expeded in the nuclear policy with changes of 

nuclear energy including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in the USA. And it 

is also worthy to note w hether new govemment continues to support the 

intemational joint projeds such as GNEP, GIF, lTEK and INPRO or not. 

To cope with an important role to accomplish the national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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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low carbon power technologiesf role is essential. So the aim of this 

analysis is to assess the Global Warming Potential(GWP) during the whole life 

cycle for each technology and to estimate how much they emit GHG by 

introducing low carbon energy sources up to 2020 in Korea. 

Among the low carbon power technologies, the common feature of the 

nuclear 없ld renewable power systems is that their emissions of GHG are 

indirect or associated, that is, they arise from diHerent stages of a life cycle 

other than a power generation. GHG emissions from the nuclear, WP and PV 

power plants are 28.2t 64.84 and 81.11 g-C02-eqjkWh respectively. Analysis 

showed that when an additional 1%, 5% and 10% power generation per year is 

assumed, it was reduced by 14.7, 47.3 없ld 98 .2 m-t-C02-eq. respectively in terms 

of the cumulative total from 2010 to 2020. 

Korea should adopt a more aggressive transform policy than the current 

inadequate policy for perform Koreafs responsibilities as a member of a global 

society. So in order to achieve a low GHG emitting economy, introduction of 

nuclear which has a high energy density is inevitab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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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990년대 중반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간 

에너지 안전 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는 석 

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증가하고 이들은 지구표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에너지의 

방출을 억제하고/ 지구표면으로 재차 반사하는 온실효과로 야기된 지구온난화는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유엔 기구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회의도 개최되는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 

가스 방출 규제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는 국민 생활과 국가발전에 펼수적인 요소로 공급안보와 산업발전/ 

국제협력 측면에서 많은 주목올 받고 있다. 특히 개도국틀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 및 경제개발 등으로 에너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에너지 자원은 가용량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자간 또는 다자간 해결방안 모색 

과 산업체간의 협력의 새로운 패턴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류의 에너지소 

비에 따른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에너지 

의 안정적 확보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에너지 

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의 이용 확대는 동시에 우라늄자원의 

확보l 핵연료주기 서비스 공급보장/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 

분/ 핵확산 방지 등 국제적으로 정치 사회적인 문제도 또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원자력 이용개발과 관련하여 법적인 지원 방안 연구와 국제협력 

의 활성화 방안 마련도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력 이용개발과 관련한 법적 기반마련을 위한 분석 및 국 

제공동연구 등에서의 법적 지원 방안 분석/ 자유무역협정과 기후변화협약의 분석을 

하고/ 일본에서의 지구온난화 대응에서의 원자력 역할/ 카자흐스탄의 원자력정책 동 

향I 2030년 세계 원전 전망과 시사점/ 미국 오바마 신행정부의 출범과 국내 원자력 



계 시사점/ 저탄소 발전원 도입의 녹색효과에 대한 평가를 주요 목표로 수행하였다. 

2_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법무 수행을 통해 원자력관련 법률의 제·개정과정에서 원자력연구의 발 

전 방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으며/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원 운영 

에 관련된 법률 및 법무 분쟁에서 연구원의 법인이 보호되도록 노력했다. 

2) 국제 원자력동향 분석에 있어 일본의 지구온난화 방지와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한 국가정책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방사선이용에서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사선이용 부문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원자력정책 동향 분석 I 2030년 세계 원자력 전망과 주 

요 이슈 분석/ 오바마 미국 신행정부의 추이에 따른 원자력 관련 정책 변화 전 

망을 분석하였다. 

3) 녹색성장에 있어 저탄소배출 발전기술들이 녹색전력 성능을 온실가스 배출 계 

수의 측면에서 평가하였고/ 전력시스템에 도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서 저탄소 발전원틀의 배출저감 능력을 평가하였다. 

3_ 연구 추진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한된 전문 인력 

과 예산/ 정보 등으로 체계적인 연구 추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 분석기관의 발간 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수집 

과 분석/ 관련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위해 주요 정책 이슈의 전 

망과 분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결과 질적 수준 제고와 완성도를 높였으며/ 

성과물의 발간과 배포를 통하여 연구 성과의 확산과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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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력 법무 

제 1 절 법무지원 성과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1. 원자력법무의 성과분석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대내외의 법률 환경과 역량을 분석하고/ 원자력연구의 특수 

성에 따른 법률 수요 및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정책방향에 따른 법무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법무지원별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주요성과 

원자력법무사업의 주요성과로서 원자력관련 법률의 제/개정과정에서 원자력연 

구의 발전방향 및 연구실정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의사소통을 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획득되었다. 

2007년도부터 추진되어온 팔라스 연구용 원자로 플랜트 수출사업과 스마트사엽 

의 본격적인 패도에 올려놓기 위한 수출 및 기술사엽화 과정에도 원자력 법무 사엽 

을 통해 관련기업과의 분쟁조정 및 해결을 하는 등의 연구 산업화에 기여를 하였 

다’ 

연구원의 연구 및 일반사업에 있어서외 국/내외 계약에 대한 직접자문 및 지원/ 

협상에 참여하여 원만하면서도 신속한 사안의 해결을 통해 각 담당자들이 각 전문 

분야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연구 사업으로서 원자력기술수출을 위한 “표준수출계약서와 안내서 개발” 수탁 

과제의 성공적인 연구 및 과제종료를 하였으며/ 이 과제에서 도출된 표준수출계약 

서와 안내서는 관련 수출기업과 기관에 배포를 통해 파급효과를 확대하도록 하겠 

다. 

이에 비해 과거 연구원의 법률역량은 원내 다양한 부서에서 법률전문가의 자문 

없이 실무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일임되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연구원 관련 계약 

의 체결/ 이행/ 완료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 위험에 대한 대옹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다. 또한 외부법률자문의 경우 절차와 비용 및 대응시간의 지체로 효율적이면 

서/ 적사에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3. 



냐. 원자력법무의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원자력법무지원의 성과확산을 위한 체계는 크게 연구원 계선을 통한 지원요청 

과 연구 및 실무부서의 직접 지원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원 계선의 경 

우 정식 공문에 의한 협조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연구 및 실무부서의 직접 지원 

은 자문 및 상담의 과정에서 법률지원요청서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원전사업팀의 지원요청은 각 연구부서에서 제기된 사업관련 심의 

서류에 있어/ 그 심의의 성격이 국내외 계약이 펼요한 경우 협조공문의 발송을 통 

한 계약서의 정식자문요청서가 접수되어 법률자문이 처리되며/ 법률자문내용은 연 

구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며 의견서는 해당 연구 

실무자에게도 동시에 발송하여 투명성과 자문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연구원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분석팀은 산업재산권적 권리분석이나 기술실시에 따른 

법률적 사안에 대한 공문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연구 및 특허분석팀 실무자와 실체 

적 사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해 상대기관에 대응하게 하였다. 

행정부서의 지원으로서 홍보팀의 지원은 원자력연구원 내외 관련 대민-언론 전 

담부서로서 민감한 사건의 발생시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법률적 지원요청이 

접수되면/ 담당자회의에 참석하여 대응의 합법성과 적절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였 

다. 구매팀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의 수행상 펼요한 국내외 기자재의 구입에 있어서 

의 상대기관과의 구매계약/ 구매과정상의 분쟁/ 은행서류에 대한 지원요청이 접수되 

면 상대기관에 대해 직접대응 또는 간접지원을 병행하여 하였다 인력관리를 전담 

하는 인사팀의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수행상에 있어서의 인사 관련 법무지원요청이 

공문을 통해 접수되면/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상속법 관련 법무지원이 

시행되었다. 

기타 일반지원으로는 일반 연구부분의 연구 관련 지원과 더불어 창업보육센터 

의 입주기업의 중요한 국제계약 및 컨설팅계약의 경우/ 연구원내 관리부서의 협조 

를 통해 지원이 시행되었다. 지원방식으로는 연구원 내의 각 부서에서 직면하는 법 

률적 의문사항이나 대응은 요청서의 작성을 통해 전화 또는 면담의 형식으로 바로 

이루어지고/ 의견서 및 대응은 각 부서의 명령체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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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자력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대응 

가. 방사성폐가물관리법 몇 샤행령 

(1) 법률 주요내용 

본 법은 지식경제부의 주도로 진행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목적으로 제정되 

었다. 내용상으로 발생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 방사성폐기물 발생기관은 해당 물 

질의 발생 목적에 상관없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하는 가격 

으로 의무적으로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인도 및 비용납부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본 법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납부된 처리비용의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 

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큰 골자다. 주요 목적으로는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자력의 이용 증진에 이바지하고/ 방사성폐기물로 

언한 위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공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방사성폐기물발생물의 최 

소화 및 비용부담올 통한 방사성폐기물발생자의 적극적인 감소노력올 유도하기 위 

해 제정되었다， 

(잉 법률쟁점 및 대응 

주요 쟁점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공익적 R&D를 위한 방사성폐기물발생인 

경우에도 폐기물발생자로서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질 것인가의 문제와 이 비용의 

마련방안에 대한 것이 주요한 이슈였다. 타 폐기물발생자는 시장으로 처리비용의 

전가가 가능하지만/ 정부출연연구원의 경우에는 처리비용의 시장가격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발전보조금이 포함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정부의 협조 

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자체의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 계속적인 관계기관과의 협조 

회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획득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미비 

된 국가 R&D에 대한 대책사항을 동법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방사 

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R&D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 

물처리비용은 국가에서 지원 및 부담하는 골자로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폐기 

물의 인도장소 역시 본 연구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운반 및 기타 위험의 감소에 

큰 기여를 하였다. 

냐.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 몇 원자력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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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 관랴 규정 

혼재되었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 

령이 일원화되기 위한 제정안이 마련 및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사업의 

연구비관리/ 기술실시 및 관리/ 연구윤리의 내용 등을 망라하여 하나의 법령체계로 

묶음으로서 연구사업의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게 될 것이다. 연구원의 관련쟁점으 

로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의 원자력기금부담자의 공동소유권 및 기술실시 

료 미징수에 대한 불합리성의 사정이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투입된 모든 과제의 

연구산출물에 대해 기금부담자가 원천적으로 개발자인 연구원과 공동소유를 하는 

부분에서 연구활성화와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미흡점이 많았다. 이러한 쟁점에 대 

해 원자력법무지원이 관련 부처에 이루어짐으로써/ 통합관리법안에는 기술료 미징 

수 및 자동적으로 원천적 공동소유규정인정 조항의 삭제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2) 원자력법령 

원자력법의 개정사안으로 제기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부담기금의 확대와 기금 

부담자와의 산업재산권 공동소유 및 기술료 미징수에 대한 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l 시범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령선진화사엽의 일 

환으로 원자력법령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올 했다. 원자력손해배상계약에 관한 법령 

이 일원화 및 정비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각종 고시틀이 수정 또는 통합되거나/ 무 

용한 부분들은 삭제가 되었다. 특히/ 각 부서별로 관할 고시와 법령을 새로운 시각 

에서 검토하고/ 부가적인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은 합리성을 근거로 재검토되고 개 

정 또는 폐기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령의 선진화 및 미비한 원자력법령의 

정비는 그 의미가 있었다， 

3_ 법무지원 시사점 및 주요사례분석 

가. 공동연구 몇 워탁연구계약 

공동연구계약에 대한 법무지원은 크게 공동연구계약의 제안/ 계약서 협의/ 계약 

성립/ 계약수행에 대한 법무지원으로서/ 총 54건의 공동연구 및 위탁계약에 대한 지 

원이 이루어졌다. 협상 및 계약과정상의 법무지원 및 참여가 가장 시급히 요청된다. 

연구수행을 위한 국내외 공동연구를 추진하기에 앞서/ 연구의 목적에 따른 상대기 

관과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의 계약의 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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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상대기관과의 계약서 쟁점관련 혐의를 실시하고/ 계약 성 

과물의 소유에 대한 상대기관과의 협의를 하였으며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많은 공동 

연구는 기술실시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율하고자 하였다. 성과로는 연구 

관리팀의 공문을 통한 연구심의회의 계약서 검토요청에 대한 지원은 20건/ 과제책 

임자의 계약 전 자문 및 협상지원은 25건/ 공동연구/위탁연구 수행상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대응을 위해 20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LOGOS사와의 수소생산원자로개발연구지원을 통해 미국 LOGOS 

사와의 수소생산원자로 개발본부의 공동연구계약에 있어서 연구초기단계로서 협력 

방식과 기술소유에 대한 집중검토가 필요했다. 미국 회사의 입장은 미국 연구기관 

의 수탁사업에 대한 재수탁의 형식으로 우리의 공동 연구 참여가 요구됨으로서 개 

발된 기술의 소유에 있어서/ 여러 쟁점이 있었다. 법무지원을 통해 미국 회사의 연 

구방식에 있어서 수탁과제형식의 자문 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연구의 방향에 

있어 구체적인 지식재산권의 특허발생분야가 아님을 과제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하였다. 

ANENT 사이버플랫폼 과제지원을 통해서는 IAEA에 기부 및 기여하는 형식으 

로 본 연구원이 개발한 사이버 플랫폼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서의 인정 및 차기 

협력방식을 정하기 위해 협조가 요청되었다.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IAEA기관차원 

의 Recognition과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IAEA와 MOU 체결을 확정지었으며 

09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IAEA에서 조인식이 있을 예정이다.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 한미협력증진을 위한 과제에서는 KAERI가 주 자금 

제공을 하는 Sponsor로서 위탁연구를 미국 위탁연구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계약서의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과제를 통해 한국의 핵투명성을 인정받고 

핵연료주기기술의 미국측 협조를 얻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과제수행기관 

인 미국의 컨설팅기관에 한국의 핵투명성보장을 위한 객관적 지표를 산출 및 도입 

하여 미국 정부에게 핵연료주기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협조를 추진 중이다. 

팔라스용 핵연료개발지원을 통해서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수출용 연구용 원 

자로인 네멀란드의 팔라스 프로젝트에 사용될 핵연료개발관련 국제전문회사와의 연 

구개발에 있어서의 계약관련 지원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우리 측 권리보호가 유지되 

는 계약을 체결되어 수행중이다. 

중수로 핵연료 정보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의 국제적 협력 

의 일환으로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계약이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중수로 원 

전을 운영하는 여러 국가 간 정보교류 및 기술증진을 위한 협력으로서/ 공평한 연 

구결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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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특허 몇 가술료 분쟁 

특허 및 기술료 관련 법무지원은 원자력기술사업부 관련 부서 및 연구책임자의 

특허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의 실시에 대한 법무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원자력 관련 기업과의 기술실시 분쟁을 연구원이 유리하게 조정하도록 하였다. 주 

요 업무부서인 원전기술사업팀의 계약 관련 자문으로 연구원내 기술사업 업무를 주 

관하는 부서와의 특허 실시 및 보상/ 성과분배 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 시 

업무협력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책임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특허 및 저작권 관 

련 소유에 대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타 기관과의 연구 성과 혐의 시에 

연구원의 이익이 반영 및 달성되도록 대응하였다. 또 하나의 주요 업무인 업무상관 

성을 가진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유관기업협력과 같이 연구원과 상시적인 연구협력 

이 이루어지는 산업체와의 특허 및 기술소유에 대한 연구사업계약 및 MOU의 제/ 

개정작업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RCP 성능시험시설의 활용과 관련된 두산중 

공업과의 이행협약과정과 KNF와의 피복관 기술실시 관련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원전기술사업팀 계약 

관련 자문은 25건/ 연구과제책임자 연구성과자문 10건/ 산업계 관련 자문은 3건이 

이루어 졌다. 

구체적 지원 사례로서I SMART-P사엽의 종료 후 연속적인 스마트사엽의 수행과 

정에서 기존의 참여기업과의 스마트P 관련 기술의 공동소유에 기한 활용 및 스마트 

660의 신규인증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첨예한 상호쟁점이 파악되어 이를 해결하고 

자 하였다. 쟁점으로는 기존 스마트P 사업의 참여기업의 현재 시행중인 스마트 660 

평가인증사업과의 기술권 쟁점이며l 이에 대해서는 스마트P와 스마트 660의 무관성 

을 계속 상회기관간의 협의중에 있다， 

우라늄폐액 처라기술개발과제에서 전기화학적인 우라늄 분리회수연구의 고안된 

기술에 대한 관련 기업과의 기술소유 및 협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관련 기 

업은 실제 법률에 따른 특허기여자로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연구원의 특허개발과 

정에 기여한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상호 호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회사와의 특허 소유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본 연구원의 객관성과 공정성 

을 납득시키고/ 사업실시권의 부여 협상을 하고 있다 

EPRI와의 상호라이센스 계약에서는 EPRI와의 소프트웨어 상호이용계약에 있어 

서의 라이센스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PRI는 회원사 이외의 국제시장에 우리 

와 맺은 라이센스 계약을 바탕으로 재이전 및 판매를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계약 

의 변경이 요청됨에 따라 정보 및 자료의 제공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목적을 위해서 

는 자유롭게 공개되고 활용권을 보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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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제가술수출사업 

연구원의 각 연구부서에서의 기술수출을 위한 입찰 및 수출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핵연료기술의 수출과 네덜란드에 각각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입찰을 시 

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규사업개발팀과 수출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핵연료 기술수출과 관련하여 프랑스회사와의 핵연료기술수출을 위한 

협상과정에 참여하여 프랑스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고/ 핵연료기술과 핵연료의 수출 

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계속 혐의 중이며/ 네멀란드 연구용원자로 수출을 위 

해 현재 네멀란드의 NRG 연구소에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수출입찰지원을 통해 I차 

입찰심사를 통과 후 최종 입찰을 위한 계약서 분석 및 컨소시엄 회원사와의 조율 

과정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팔라스 프로젝트 입찰계약서 법률분석을 통해 네덜란드 

NRG에서 업찰 공고한 연구용원자로 PaIlas 프로젝트의 계약서 초안에 대한 분석 

및 컨소시엄 회원사와의 협조회의를 실시하였고 09년 I월에 수정된 계약서 초안이 

접수되면 계속적인 협상이 펼요한 실정이다. 특히 두산중공업과 대우건설사와 관련 

된 컨소시엄의 책임과 추가 참여에 대해서는 핵심쟁점으로서 해결방안이 모색 중이 

다. 

또한/ 하나로 관련 가공품 수출계약서 지원을 통해 하나로 수출가공품 관련해 

유럽 및 일본과의 무역 관세 문제 및 신규계약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를 

했다. 계약협상의 핵심사항인 기준통화를 원화로 하여 환율변동의 피해를 최소화하 

였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프로그램 계약서분석요청으로 안전평가연구본부의 컴퓨 

터 소프트혜어의 수출계약에 대한 미국법 및 계약법적인 자문이 실시되어/ 상대기 

관인 판매 업체의 시장독점성 인정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로 인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어 로열티 수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연구사엽지원 

연구원의 연구를 위한 사업 및 구매사업과정상의 국내외 회사와의 구매계약에 

있어서의 절차 및 수행상의 지원 및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상대기관과의 분쟁조정 

을 하였다. 특히/ 외국제작사의 판매대리인을 통하여 구매된 물품의 하자에 있어서 

의 내용증명의 발송 및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원의 주요한 사업중의 하나언 SMART 인증사업에 있어서의 관련기업과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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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분쟁의 해결 및 공정한 공모과정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계속되는 

SMART 사업의 법률쟁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RCP성능시험시설사업에서 연구원 

의 기반시설로 설치될 RCP성능시험시설의 있어서의 관련 기업과의 성능시험비용과 

시험보고서의 작성 책임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RCP제작회사와의 MOU 및 이 

행협약서의 도출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 합의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정읍방사선연구소의 삼영주식회사의 시설유치를 위한 협력요청으로 

주식회사 삼영의 시설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함에 있어서의 무상임대 및 투자방 

식에 대해 정읍방사선연구소에게 협조를 하였다. 협상의 쟁점인 투자방식과 무상임 

대 방식에 대한 줄다리기가 있었으며/ 지난 I월에 주식회사 삼영과의 입찰지원 관 

련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정읍 첨단과학관 건설을 위한 정읍시의 시설투자를 정 

읍방사선연구원에 유치하여 방사선기술의 국민홍보와 일부 시설의 연구원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정읍시의 기부 체납 또는 무상대여의 형태로 추진 방식이 협의되었 

다. 

마. 정부지원 몇 국제협력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원자력법 개정과 지식경제부의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연구원의 입장과 법률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정 및 

제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국제협력사업지원으로서 GEN IVjGNEP 관련하여 GEN 

IV과제에 참여하여 지식재산권의 분배와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GEN IV 워크삽의 

주제발표를 하였다. 텀원이 참여하여 획득한 성과로는 세계원자력대학(WNU) 참가 

및 IAEA 법무팀과의 방문회의 및 자료교류 등의 연구원 법무기능의 위상을 정립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의 법률자문활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의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의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자력관련기업의 법 

률지원 및 기술수출지원을 위해 중국에서 개최된 핵공업전람회 등을 방문하여 수출 

지원을 수행하였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및 관리공단의 출범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부처 중첩법령인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 및 원자력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지원을 수행하였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경우 관리공단과 기금의 

신설 및 본원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비용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있었으며/ 원자 

력법의 경우에는 본원의 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부분에 대한 주요 쟁점이 대두되었 

다. 

바. 원자력 볍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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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법률연구의 일환으로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의 학술포럼에 주제 

발표 및 교육과학기술부 수탁과제로서 해외선진국 수출계약서 사례분석 및 계약위 

험 분석을 통한 표준수출계약서와 안내서 개발 연구를 완료하였다. 또한/ 긴급법무 

지원체계를 항시 준비하여/ 연구원 관련 언론 및 대민 대응/ 연구원 운영 관련 긴급 

법률자문을 수행하였다. 

4_ 법무환경변화 및 향후 추진방안 

가. 법무환경의 국제화 맞 다각화 

연구원내 법무지원의 요구는 점차 다양화되고 국제화되고 있다. 연구계약 뿐만 

아니라 사업화를 위한 법무지원의 고려범위가 글로벌 환경에 맞게 확대되고 있으 

며/ 지원 분야 역시 해당 연구과제 및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화 및 다각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체계 및 법 

무자원의 확대는 점차 절실하게 요구될 것이다， 연구원의 글로벌 국제원자력법무의 

과제로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올 획득하는 것올 예로 틀 수 

있으며/ 연구용원자로의 수출과 같은 굶직한 해외사엽에 있어서도 연구원의 기여가 

요구되고 았다. 그동안의 원자력 기숭고도화에서 해외기술이전 및 사엽화를 요구하 

는 연구사업의 단계적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자력 법무환경 

의 국제화 및 다각화가 절실하다. 

냐. 향후 추진방안 

원자력관련 법률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체 

계적인 원자력 법률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해외의 경우 원자 

력 법률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고l 학회 활동도 많은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학 

회의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원자력전문가의 네트워크 강화가 

펼요할 것이며 기술개발자의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R&D전문기관으로서의 연구원 

개발기술의 소유권 보장 및 강화작업이 향후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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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유무역협정과 환경 및 기후변화협약 

1. 셔언: 자유무역의 확대와 지구온난화의 섬화 

wrO(WorId Trade Organization)의 근간이 되는 1947년 체결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THE GATT)의 핵심은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최혜국대우1)와 내국민 

대우원칙2)을 통한 회원국 국가 간의 무차별원칙과 더불어 관세/ 조세 및 부과금이 

외의 금지조치 또는 규제조치에 의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할 수 없다는 관세에 

의한 보호원칙3)을 천명하고 있다. 즉/ 어느 한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에 부여하는 어 

떠한 형태의 무역상의 혜택이나 특권이 있다면 이는 다른 모든 체약국에게도 무조 

건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고l 수입에 있어서의 수량제한/ 수출 또는 수입금 

지조치/ 수출업허가제도/ 최소가격제도 등의 수량제한조치는 금지됨을 규정하고 있 

다， 각 회원국의 경제발전정도가 다른 현실에서 이러한 자유무역을 위한 글로벌적 

인 합의에 이르기 위한 도표라운드l 케네디라운드l 우루과이라운드 및 도하라운드 

등의 계속되는 토의와 힘든 이해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이라는 국제적 움직임과 더볼어 우리에게는 기후변화라는 새로 

운 도전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 

용을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증가하고 이들은 지구표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에너지의 방출을 억제하고/ 지구표면 

으로 재차 반사하는 온실효과로 야기된 지구온난화는 해수면상승/ 경작면적 감소/ 

황사현상/ 홍수와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냉수성 어족의 격감/ 농업 

생산성의 변화/ 전염병 증가 등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에 이러한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여 인간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 The GATT의 Article 1이 'General Most-Favored-Nation Treatment'에 따르면 “ ......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t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을 핵 심 조항으로 함. 

2) The GATT의 Article III에서는 세금이나 부담에 있어서 " .... should not be applied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으 
로 금지하고 있다. 

3) 동 협 약 Article XI “ No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ther than duties, taxes or other 
charges, whether made effective through quotas, import or export licenses or other 
measures, shall be instituted or maintained by any contracting party on the 
importation of any product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or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of any product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4) 정서용/ 기후변화협약 체제와 중국의 전력산업/ 서울국제법연구/ 제10권 1호 (20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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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적인 이러한 생존의 위험이 되는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 

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참여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참여국에 대한 환경보호를 위한 요구사항들은 자유무역을 위한 WTO체제하의 일반 

원칙들과의 상충이 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조화가 대두되게 되었다. 본 논문에 

서는 자유무역을 위한 WTO체제하의 기후변화협약의 메커니즘을 법률적으로 이해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제반 환경보호협약들과의 연관성을 함께 보고자 한다. 

2_ WTO협약과 환경 및 기후협약의 충돌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20세기동안의 접근은 국지적이고 단발적인 그린벨트 

개발/ 토질/ 수질오염/ 건설과 자연보호의 충돌 등의 개별 국가차원에서 접근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문제/ 열대림 및 해양오염 등의 환경문제틀을 과학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지 

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UN과 OECD, NGOs의 다각적인 협약 및 활동 

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실천의 문제는 잠재적으로 기술 

및 무역의 수준이 다른 국가틀 간의 자유무역올 위한 WTO의 기본 원칙적 입장에 

서는 무역장벽으로서의 역기능 역시 탐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후변화협약틀 

에 있어서 자유무역과 조화를 모색하는 것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_ UN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972년 6월에 개최된 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와 유엔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aI Program)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자유무역의 상대국에 피 

해를 야기한다면 보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1983년의 브룬트란트 위원회와 

1992년의 리우 지구정상회담에서는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의 최소화를 통한 GATT와 

의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WTO원칙과 환경보호의 충돌의 해결을 위한 시도를 했다. 

(1) 1972년 스톡홀름 션언의 환경보호로 언한 무역피해 보상의 원칙 

1972년 6월에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는 국제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새로운 국제 환경법질서로서 시도된 것이다. 인간환경문제를 논의하자는 

스워l 덴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 회의에는 모두 1137R 국가와 137R 국제기구가 참 

석하였으며/ 환경적 위협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였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의 본질을 얄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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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사상과 원칙이 펼요하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에 관한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 

다. 이 선언에 포함된 기본원칙은 모두 26개며/ 이 원칙들과 행동계획에 명시된 권 

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법의 기본 골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선언에서는 인간환경이 인류의 복지/ 기본적 인권/ 생존권의 향유를 위해 필 

요불가결한 것이며/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류의 복지와 경제적 발전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로서/ 이를 추구하는 것이 인류의 지상목표인 동시에 모든 

정부의 의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보호 내지 개선과 경제적 개 

발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환경을 

이유로 개발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되 환경보존과 개선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환경보호 범위 내에서의 경제적 개발을 인정하는 것이 

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저개발 상태에서 발생되는 환경상의 결함이 중대한 문 

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도록 재정적·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톡홀름 선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제책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원칙 21호와 22호이다.5) 이 원칙들은 각 국가의 자원개발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균제가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지역에 피해 

를 주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개발활동이 그 관할권 밖 

의 지역에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국)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는 일반 국제법원칙으로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I 이 

회의 결과언 권고안 103조에서는 보상의 원칙을 도입하여 환경을 이유로 무역을 제 

한하거나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는 적절하게 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선진국이 반대하였지만/ 최초의 환경과 무역의 연계를 위한 논의라고 볼 수 있으며I 

엄격한 환경기준이 무역장벽으로서 악용될 경우에 대한 대응원칙으로서 의미가 있 

다. 

5) 협 약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rinciple 21 States have, in accordance with the 
αl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sovereign 
ri생lt to exploit their own resources pursuant to their own environrnenta1 policies, 
and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ctivities within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do 
not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other States or of area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Principle 22 States shall co-operate to develop further the international law regarding 1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pol1ution and other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activities witmn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such States to areas beyond their jurisdiction 

14 -



(깅 유엔환경프로그램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의 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균제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결과로서， 1972년에 유엔환경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이 조직 

이 환경문제의 중심체가 되었다. 사무국은 케냐 나이로비에 설치되었으며， 1973년 

회의에서는 선진국의 환경정책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 

며/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에 피해를 줄 경우에 대한 보상의 원칙과 더불어/ 국제환경 

규범으로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등의 국제규범 및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페 라우 유엔환경개발회의-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익 최소화 

브라질 랴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는 1267R국 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하 

여 기 후변화협 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체 

결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리우선언/과 /아젠다21'이 공표되었다. 기본원칙으로 

확산효과(SpilI-over effect)가 없는 환경문제는 각 국가별 자유대응으로 하지만l 국제 

적인 효과가 있는 환경문제는 상호 지역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해결함올 규정하였 

다， 이에 대한 일방대응원칙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의 장애요소로서의 일방 

국가의 환경규제는 지양되어야 함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 

하고자하였다 

아젠다21에서는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의 최소화/ 투명성의 확보와 더불어 개발도 

상국의 특수사정이 고려되어야 하고/ 환경기준의 격차에 따른 비용차이를 줄이기 

위한 무역조치를 사용하지 못함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리우선언과 아젠다21을 평가 

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개발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성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과 자유무역과의 조화를 위한 원칙으로서 특히 리우선언원칙12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체제수단은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였으며/ 아젠다 21의 제2편에서는 범지구적 환경문제를 위한 조치는 

국제합의를 기초로 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불필요한 무역규제를 피하고/ 환경관련 

무역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 합의를 통해서만 자유무역과 충돌되지 

않고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힌 점에서 자유무역과의 조화를 위한 원칙을 보여주 

었다. 

(4) 가후변화협 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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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본 협약은 유엔환경프로그램이 1988년에 제기하였고/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서 체결되었으며 온실가스배출량의 억제를 주요목적으로 한다. 각국에 공통으로 적 

용하는 일반의무조항과 선진국에만 적용하는 특별의무조항이 있다. 일반의무조항으 

로는 첫째/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대상물질이외에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 

과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를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 

약발효 후 선진국은 1994년 9월까지/ 개도국은 1997년 이내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야 하며/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둘째/ 각국은 기후변화방지에 기여 

하는 국가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 수송/ 산업의 기술개발/ 기후변 

화/ 관측체계의 확립 및 산림 등의 흡수원을 보호하는 등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사회/ 경제/ 환경정책수립 사에 기후변화문제를 반드시 고려한다는 사항이 있 

다. 

선진국에게 적용되는 특별의무조항으로는 부속서 1에 포함된 체약국은 규제대상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억제정책을 시행하고/ 경제적 수단을 활용함으로 

써 2000년까지 10년 전 수준으로 감축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경제적 수단의 활용에 

있어서 국가 간 공동으로 의무이행이 가능하도록 국제적 조화를 이루고/ 마지막으 

로 부속서 II에 포함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올 해야 함올 

의무로 부과하고 았다. 특히 무역관련 조항으로는 협약서 저113조 5항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무역제한수단이나 부당한 국가 간 차별수단으로 악용되어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협약의 순수성과 더불어 자유무역원 

칙과의 조화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5) 교토의정서 

UNFCC의 후속협정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의 특별의무로서 규정된 선진국의 온실 

가스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의정서이다. 본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서는 1990년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부속서1 국가를 포함하여 55개국이상의 비 

준서를 기탁하고 90일의 기한이 경과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한다.야 교토의정서 제3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부속서1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설정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 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부속서A에 규정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도 온실가스배출량에 대비하여 평균5%이상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분명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각 국의 

의무를 명문화하였으며 후속적 의무강화를 위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6) 교토의정서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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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감축의 수단으로 신축성체제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에 교토의정서의 의 

의가 있다，7) WTO 자유무역원칙과의 검토가 특히 펼요한 본 의정서 관련 메커니즘 

으로서 공동이 행 (Joint lmplementation), 청 정 개 발제 도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8) 

(6) 발라 로드맴 (Bali Road Map) 

교토의정서의 부속서 I 국가들의 감축의무완료이후의 포스트 2012년 체제에 대 

한 협상을 2009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2007년에 시작되어 2년 동안의 회의 및 계획 

수립을 통해 발리 행동계획 (Bali Action Plain)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과 개 

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참여를 명시화하고자 하며/ 감축(Mitigation)， 적응 

(Adaptation), 기술(technology)， 파이낸스의 블록을 구축하여 개도국에게도 참여의 

무를 부과하고자 한다. 감축은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의무부담이나 감축행동을 통해 

부속서1국가 대 신 선 진국(Developed cOtmtry)으로 감축의 무국 명 칭을 변경 하고/ 개 

도국의 지속성장을 보장하면서 감축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 적응( adaptation)은 최 

빈국/ 군소도서국가/ 아프라카의 적응활동 이행을 위한 협력을 도출하고/ 기후변화 

에 취약한 개도국의 재앙감축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기술(Technology)에서는 친환 

경기숭의 접근성올 높이고/ 기숭협력 및 촉진올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파이 

낸스에는 재원마련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후변화협약하의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tmder the Convention)을 설치 하여 구체 적 인 협 상 

및 결과에 대한 참여국 모두의 강제력 있는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냐_ OECD 

OECD는 선진국들의 협조를 통한 세계경제와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1961년 

9월에 설립되었다. 이 기구에는 65개 환경관련규정이 있으며/ 환경정책위원회 

(Environment Policy CommiUee)에서는 환경정책연구/ 조사/ 유독화학물질의 관리 

및 폐기정책에 있어서의 국제적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관련규정은 화학물질분 

야/ 폐기물분야/ 환경정책일반분야/ 대기에너지 및 소음분야/ 수질 및 연안관리분야/ 

초국경적 환경오염 및 개발원조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7) 최석영/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협사의 쟁점과 향후 전망/ 통상법률/ 통권 제43호 
(2002년 2월)，91면 

8) 교토의정서 제6조/ 제12조/ 제17조 

17 -



(1)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원칙천명 

OECD는 일찍이 환경과 자유무역과의 조화 및 연계의 필요성에 따라 1972년에 

기본원칙으로서 GATT의 원칙을 반영한 환경원칙을 공개하였다. 환경보호의 필요비 

용은 오염자가 부담하는 오염자부담원칙 (PolIuter Pays Principle), 환경 정 책 의 국제 

적 조화원착 (Hannonization Principle), 자유무역을 위한 GATT원칙과의 조화를 위 

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National Treahnent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마지막으로 보상적 수입세 및 수출보조금 금지원칙 (Compensating 

lmport Levies and Export Rebate Principle)을 통해 각국의 환경 기 준의 차이 로 인 

한 경쟁력의 차이를 상쇄하기 워하여 수입세를 부과하거나 수출보조금을 기업에게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다_ WTO에셔의 환경 몇 가후변화협약에 대한 접근 

위에서 보았듯이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을 보면서 공통적인 성 

격의 하나는 바로 자유무역과 환경규약들 사이의 충돌가능성을 인지하고 조화를 모 

색했다는 점이다， 유엔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여러 협약에 있어서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보호조치로 인한 피해국가에 대해 /보상의 원칙/올 정립하였고/ 환경보호규정 

의 최소화를 통한 자유무역 및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교토의정 

서에 있어서도 국가별 개발수준과 경제현실을 고려한 적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에서도 오염자부담원칙의 환경논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GATT의 원칙(내국민 

대우와 차별금지)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WTO와 GATT의 자유무역협정에 

서의 환경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GATT이사회 

1991년 5월 GATT이사회는 환경에 대한 GATT의 네 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첫째는 GATT의 임무는 자유무역의 증진에 있으며/ 환경정책 또는 환경기준을 설정 

하는데 있지 않으며/ 국제환경협약은 국제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최선의 방법임을 인 

정하고/ 셋째로 그에 따른 무역조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환경정 

책의 대안으로서 무역조치가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마지막으로 환경협약에 의한 

일국의 무역조치는 다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GATT와 실질적인 마찰을 

야기해서는 안 됨을 원칙으로 선언하였다. 

(잉 GATT 사무국의 i무역과 환경“ 보고서어 

9) GATT, Trade and the Environment, 'Factual Note by the GATT Secretariate, Feb, 1992 

18 -



1992년 2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무역자유화 

는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무역을 증진시킴으 

로서 복지증진 및 기술 확산과 주요한 환경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 

다. 또한 다자간 협력을 통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 만이 무역상대국과의 마찰 

을 줄이고 지역적/ 및 세계적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수입품에 차별정책을 강화하거나 긍정적 및 부정적 인센티브를 무역 

규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과 동시에 성급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국제무역체 

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시각에서의 GATT의 입장은 많은 환경론자들의 반 

박을 야기하게 되었다. 세계자연기금 (w orId Wide Ftrnd for Natur리은 반박보고 

서 10)에서 교역물품에 대한 환경비용이 생산가격에 포함되어 내부화11)되지 않으면 

단순한 가격경쟁력의 우위에 의한 자유무역확대는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간 환경기준의 격차는 생산비차이를 초래하여 경쟁력을 왜곡시키므로 생산방 

식의 차이에 대한 무역제한조치1깅를 금지하는 GATT의 원칙은 폐기되어야 하며/ 국 

제환경협약의 주체가 UN이라는 상위조직이므로 GATT의 원칙을 UN의 국제환경협 

약에서 고려할 펼요가 없음올 주장하였다， 이런 첨예한 자유무역과 환경보호원칙간 

의 충돌에 있어서의 핵섬은 범세계적인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국의 엄격한 환경규정올 대외수입물품의 생산방법l 생산가격결정 및 수입과정에 

도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GATT의 자유무역원칙이 

국가 간의 기술 및 경제수준의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점차 정립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환경위기에 대한 국제협력 및 국가 간의 환경기준에 의한 생산 및 무역규 

제는 분명 GATT협정의 무역장벽의 철폐라는 목적과 충돌되어왔고/ 이에 대한 

GATT의 자유무역우선입장은 양보하기 힘든 부분일 것이다. 

(페 GATTηVTO 협 정 문 

GATT 협약문에 따르면/ 자유무역원칙에 있어서의 예외가능 경우를 제20조에서 

10) WWF, The GATT Report on Trade and Environment/ A Critique by the World Fund 
for Nature, March, 1992 

11) 상품의 시장가격은 환경자원의 사용/ 공해유발/ 폐기물관리비용등의 환경비용을 국외수 
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환경관세 등의 정수를 통해 반영되도록 국가가 

수입물품가격에 개입하는 것을 내부화라고 함. 
12) GATTjWTO에서는 정부가 제품의 생산 및 공정방식에 근거하여 해당제품의 교역에 제 
한을 가하는 것은 자유무역원칙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 
돌고래분쟁에서 미국 해양포유동물보호법에서 돌고래 보호를 위해 건착망사용이 금지되 
어 있으므로/ 생산방식에 있어서의 위법을 이유로 건착망으로 포획되는 멕시코 참치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이에 대한 멕시코의 /미국참치와 유사한 멕시코 참치의 차별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으며， WTO에서는 GATT 20조의 예외조항이 자국 영토밖에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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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환경과 관련된 경우는 b항과 g항이다，13) 인간과 동식물의 생 

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여야 하며/ 고갈가능성이 있는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써 국내의 조치와 더불어 유효하도록 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환경목적의 무역제한조치를 위한 근거조항으로서 GATT에서 인 

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제적용을 위해서는 내국민대우원칙하에 국내외 물 

품에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국가간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로 

악용되지 않는 펼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wro협정문의 전문에는 /각기 다른 경제수준에 있는 회원국이 자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의 보호와 보존의 추구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위한 자원의 적절한 이용보장/을 중요한 wro협정의 목적으로 명시하 

고 있다，14) 이외에도 기술장벽협정에서는 인간/ 동물과 식물/ 환경을 위한 공정 및 

생산방식도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정의에 포함되어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15)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에서도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관련조치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환경보호를 위한 자국의 

무역조치틀을 위한 기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wro의 무역과 환경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구성한 점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자유무 

역과 환경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올 경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wro의 무역환경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다 

자환경 협 약(Multilateral 맘wironmental Agreement;MEA)의 무역 조치 와 다자간 무 역 

체제(MTS)와의 관계에 관한 이슈(의제1) 인 MEA의 목적 달성을 위한 무역조치를 

wro 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조건 및 수용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비차별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와 환경보호체제 

는 상호 보충적이어야 함을 확인하면서도/ 이러한 상충과 조화라는 문제의 해결을 

13) GATT제20조 제(b)항 간l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과 
조항 (g)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표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띠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셰 의한 경우에 차별적 대우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14) UR 협 정 문 전문을 보자면 ' .. while allowing for the optimal use of the world's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eking both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to ehhance the means for doing so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needs and concerns at differenct levels of 
econornic development.’를 규정하고 있다. 

15)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전문에 는 'Recognizing that no country 
should be prevented from taking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quality of its 
exports, 0 1"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0 1" health, of the 
enviromnent, ..... ’로 환경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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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GATI 저1120조의 일반예외조항을 개정하여 MEA상 무역조치를 사전적으로 수 

용하자는 EU안(案)， WTO회원국이 MEA상의 차별적인 무역조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례별로 WTO협정 저119조의 의무면제(waive끼조항을 활용토록 하자는 홍콩/ 

ASEAN(案) 및 양 제안을 절충하여 MEA상의 무역조치를 구체성 (spe뎌ficity) 여부 

및 당사국간 조치 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WTO 내에서 차별적으로 수용하 

자는 한국/ 뉴질랜드의 제안 등 9개 제안이 제출되어 각 제안의 장단점에 대한 분 

석 및 평가가 있음에도 MEA의 규약을 무역조치로서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핵심 쟁점사안은 선진국은 무역과 환경 이슈의 논의는 

제반 WTO 협정과도 수평적으로 연관을 갖고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여타 특정 분 

야에 대한 논의 또는 협상과는 달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WTO에서 

MEA의 규범을 포함하는 접근을 하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도국이 무역 편향의 시 

각을 갖고 현상유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무역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있는 WTO가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역 

할에는 한계가 있으며/ 선진국의 높은 환경 기준 및 일방적 환경규제 특히/ 환경세/ 

환경마크제 등 WTO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동종 상품 개념의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 

는 PPMS16) 요소가 WTO에 도입될 경우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접근에 부정적 영향 

을 마치고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여 다년간의 어려운 협상의 결과로 합 

의를 통해 도출된 회원국간 권리/ 의무 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 

여 논의의 급격한 진전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17) 

3_자유무역과 환경원칙 및 기후변화협약 매커니즘의 조화 

환경협약의 핵심원칙으로서의 오염자부담과 예방원칙의 국제자유무역으로의 초 

국경적 확대적용에 앞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WTO적 시각에서의 접 

근이 펼요할 것이다， 

가. 오염자 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오염자가 환경보호 및 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 이 원칙은 OECD의 환경 지도원칙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후 생산과 소비 

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은 상품의 비용에 반영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로 인해 생산자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과 그로인한 수출시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16) III장에서 설명됨. 

17) 나라경 제 1999년 2월호 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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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서는 많은 반대를 하였다. 하지만/ 국가내부적인 환경원칙으로는 각국이 수 

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제무역에 적용될 시에는 WTO의 기본원칙과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수입국이 자국의 생산자에게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 

여 환경비용을 부과하면서 동종의 물품에 대한 해외경쟁회사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에 수입국은 수출국의 상품에 환경비용을 수입국 생산 

자에게 오염자로서 국내생산자와 동일하게 부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이 비 

용은 상계관세에 의한 자유무역의 왜곡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오염자부담원칙 

의 국제무역에 반영에 있어서 각 국가별 환경비용이 여건에 따라 상이할 것이므로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와 높은 나라에 맞게 수입국이 책정하여 부담시키기가 현실적 

으로 어려울 것이고/ 인위적인 형평성 없는 적용의 개연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염자 부담원칙이 대표적인 환경원칙임에도 자국이외의 수출국 

또는 해외 생산행위에 있어서의 규제부과는 WTO의 자유무역의 원칙과는 조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냐 . 예 방의 원 칙 (Precautionary PrinCÌple) 

유엔의 라우선언에서는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위험이 예상될 경우 

에 과학적인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비용효과를 

감한한 우선조치가 선호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18) 환경에 있어서는 과학적 환경 

유해성의 입증에 있어서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방의 원칙이 적용되 

는 것이 합라적이지만 이러한 예방의 수준 역시 국가별 수준과 단계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이에 기한 무역규제가 나라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면 WTO의 무역차별 

금지원칙과의 충돌아 일어 날 것이다. 대표적인 WTO의 충돌규정으로는 위생 및 검 

역규제 조항19)을 보면 충분한 과학적인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만 관련조치가 가능함 

18)리우선언에서 원칙 15로 제시되어 있는 이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보호를 위하 

여 각국은 능력에 따라 사전예방적 접근을 폭넓게 활용하여야 한다. 심각하거나 비가역 
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파괴를 방지 
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언 조치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과학적인 확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심각하거나 비가역적인 경우에는 
정책결정자는 비용-효과적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현상이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책결정자는 그 결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았다는 그야말로 절묘한 원칙이고/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학에 뒤따 
르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과학을 앞서 갈 수도 있다는/ 정책결정 
방식의 숨통을 트l 어주는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원칙은 정책 
결정자가 과학을 앞서서 규제조치 등을 결정하는 경우는 그 피해가 심각하거나 비가역 
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조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의 과학성을 동 
시에 유지하고 있다. 김정섭사정예방원칙에관한소고" (2008.10.23.방 
문)<http://www.emc.or.kr/information2002/spring/forunm.htm>. 

19) WTO의 위 생 및 검 역 균제 협 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얹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제2조 2항 'Members shall ensure that any sanitar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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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의 예방의 원칙의 예방적 조치는 WTO의 자유무역원칙과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다_ WTO원칙에서 본 가후변화협약 메커나즘 

기후변화협약의 후속협정인 1997년의 교토의정서의 메커니즘은 공동이행/ 청정 

개발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이 세 가지 

실행 시스템은 가장 최근의 기후변화원칙으로서 WTO의 자유무역과의 적용에 있어 

서의 조화를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WTO와 탄소배 출권거 래 제 도 (Emissions Trading System) 

CD 탄소배출권 메커니즙 개요 

탄소배출권이란 말 그대로 탄소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배 

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협약의 후속협정으로 체결된 교토의정서의 제3조 각 참여 

국별로 할당된 배출량감축공약을 위해 당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허용량올 부여한 후 국가 간의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20) I거래/라는 

상엽적인 교환권원을 부여하여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올 정한 다 

음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올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한도를 념는 

경우에는 정해진 양올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배출권올 구매하도록 한 시 

스템으로서 경제발전단계가 각기 다른 가입국틀임에도 탄소저감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감축의무 대상 국가는 캐나다·일본·유럽·러시아 등 38개 선 

진국이며y 이들 국가는 2008부터 201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5.2% 감소가 의무 되었다，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l 온실가스의 흡수원이나 저장원을 보호해야 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연구·개발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2008년부터 이산화탄소·아산화 

질소·메탄·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불화유황 등 6가지의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본격적 

phytosanitary measure is appli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is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and is not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7 of 
Article 5.' 

20) 교토의정서 17조의 배출권거래조항원문을 보자면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define the relevant principles, modalities, rules and gUidelines, in particular for 
verification" reporting and accountability for emissions trading. The Parties included 
in Annex B may participate in emissions trading for the purposes of fulfilling their 
commitments under Article 3. Any such trading shall be supplemental to domestic 
actions for the purpose of meeting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commitments under tha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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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행되며/ 교토의정서에는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정해져 있다. 의 

무적인 대상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과 보고를 위한 각자의 제도를 마련 

해야 하며/ 각 국가의 환경당국은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권을 비교하여 보고 

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배출권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배출허용량을 줄이거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원래는 국가 사이의 거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나라들이 민간 기업 

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할 것으로 보여 민간기업 차원의 거래도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인다. 배출허용량이 마리 설정되기 때문에 환경목표를 세우기가 쉽고/ 장기 

간에 걸친 배출권을 미랴 구매할 수 있어 기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환경당국은 기술발전 또는 경제여건 변화 때마다 실시하던 세율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염물질 배출량을 수시로 감시할 수 없고l 국가나 기업체의 비용이 

증가하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3년 캐나다의 전력회사인 트랜스알타가 온 

실가스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칠레의 양돈회사인 아그리콜라사로부터 10년간 175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한 데 이어 도쿄의 전력공사도 아그리콜라사로부터 

200만 톤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배출권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 1 

차(2008~2012년)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포함되어 제외되었지만， 2차 

(2013~2017년)에는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 및 기 

엽틀은 기후변화대응올 위한 툴로써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섬올 기울이기 시작했 

으며 탄소 시장의 가치는 약 3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선진각국에서는 탄소배 

출권거래를 위한 거래소를 개장하여 운영에 들어갔다，21) 

@탄소배출권의 분류 

탄소배출권의 종류는 위에서 언급한 배출권 쿼터를 받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대 

상국 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서의 할당감축량 

(Assigned Amotmt Unit)이외에도 선진국 국가로 구성된 교토의정서의 부속서1 국 

가22)들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Joint lmplementation)에 따른 

탄소배 출권23)을 의 미하는 ERU (표nission Reduction Unit)와 부속서 1국가가 개 발도 

상국으로 구성된 비부속서1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실적 

의 일부를 부속서 1 국가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 (Clean 

21)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현황에 따르면 EU는 EIS라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27개국이 참여하여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시카고 기후 거래소/ 지 

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등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VEIS라는 일본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중이며/ 호주역시 기후 

거래소를 2007년 7월에 개소하였다. 몬트리올 기후거래소 (MCX)는 캐나다가 2020년까 

지 2006년 기준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22) 비준을 거부한 미국을 제외한 EU, 일본을 포함한 38개국 
23) 교토의정서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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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Mechanism)에서 나오는 탄소배출권을 의미하는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24)의 개념이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ETS) 

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인 EUA(European Union Allowance)이 있다.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 정과 

탄소배출권 거래의 정확한 의미는 할당된 탄소배출허가량의 감축분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감축실적의 거래라는 측면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배출감축실적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KCER)의 거래를 

위한 현행 법률근거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제14조의 2 제1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에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이 2005년부터 온 

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등록소로 지정되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I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 

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허 

용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에 의해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매 등이 가능함을 동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인 협약체결기업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등록하 

고 있으며 I 2008년 9월 17일 기준 감축 사업등록수가 139건이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균모는 56억 원에 달하고 있다. 

@ 가후변화대잭기본법안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사업자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할당 및 배출 

권거래체의 근거를 마련하여 일정 배출량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게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며y 배출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앙) 

이 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허용량에 대한 의미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일정한 양η으로서 정부/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온실가스배출의 산정할당량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6) 

동 법안에서는 정부의 권한으로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당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배출허용량을 할당함으로써 온실가 

스 배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기 위 

한 금융l 세제상의 지원도 허용하고 있다，27) 또 하나의 특징적인 법안내용을 보자면 

제21조의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위해 배출허용량을 보유한 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받은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수 

24) 교토의정서 제12조 

25)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제20조 및 제21조 
26) 동법안 제2조 제9호 
27) 동법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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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통해 배출권을 직접 교환 또는 거래소의 매입을 통한 중계거래가 가능하도 

록 정하였다. 이는 활발한 배출권거래를 위한 외국의 거래소와 같은 국가공인 거래 

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 탄소배출권의 법적성격 

탄소배출권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문정의를 보면 탄소배출권의 거래에 있어서의 의미로 탄소허용량은 f allowancef로 

표현하고 매매를 위한 권리가치 의미로 fcredit"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혼용하고 있다.28) 이렇듯 allowance의 의미로서 매매이전단계까지는 회사의 배출허 

용량(量)이라는 눈에 보이는 상품(商品) 성격이지만/ 매매의 단계에서는 상품의 이동 

이 아닌 대기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의 이동이므로 유가증권적인 의미가 있 

다. 상품으로 보는 견해는 탄소 자체 또는 배출될 수 있는 /탄소배출량에 중점을 

두어 탄소 자체가 유체물은 아니나 무체물로서의 실물적인 상품과 유사하다는 입장 

이다. 그런 측면에서 허용량의 의미로서의 allowance나 상품의 commodity로 본다 

는 것이다. 하지만/ 탄소배출권이 기초자산이 된 파생상품을 금융상품으로 본다. 유 

가증권으로 보는 근거로는 탄소배출권을 /일정한 양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right)'라는 의미에서 상품에서 파생상품으로서의 금융상품이 아닌 그 자체가 온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라가 표창된 증서 또는 증권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거래권(EUA)은 상품적의미로 배출할당량으로서의 

AIIowance 로서 이해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선도)， 옵션/ 스왕거래는 금 

융상품거래로 보고 있다.29)미국의 경우에도 상품적의미로서의 탄소배출량으로서의 

allowance를 사용하며 교환을 위 한 의 미 로서 의 신용수단의 미 의 credit이 라는 의 미를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탄소배출권의 의미로서 /권리/라는 의미로서의 자격 (license) 

로 보는 견해가 있다， 독일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에관한법 

률f (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TEHG)의 제3조 제4항에 는 탄소배 출권 

(Berechtigung)을 /탄소등가물 1톤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자격 f (Befugnis)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법률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품/ 유 

28) wikipedia의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정의/ 표현을 보자면 'companies or other groups 
are issued emission permits and are required to hold an equivalent number of 
allowance (or credit) which represent the right to emit a spec표ic amount. The total 
amount of allowances and credits cannot exceed the cap, limitng total emissions to 
that level. Companies that need to increase their emissions must buy credits from 
those who pollute less' 

29) 영 국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의 Emissions Trading 
Systems에 대 한 설 명 을 보자면 'Emissions trading allows companies to emit in excess 
of their allocation of allowances by purchasing allowances from the market. Similary, 
a company that emits less than its allocation of allowances can sell 언 surplus 
allowance .' 라고 하여 상품의미의 allowance로서 이해했다. www. defra. gov. u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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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증권/ 또는 자격으로 탄소배출권중의 하나로 규명됨에 따른 WTO의 적용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배출권에 대한 WTO협정의 적용 

배출권거래의 /거래/가 기업이나 정부이외의 자 사이의 거래라는 측면에서는 

WTO 협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WTO협정의 취지가 정부의 무 

역과정에서의 개업에 대한 국가 간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에 정부가 개입 

하여 시장의 왜곡현상을 야기하게 된다면 WTO 협정이 적용될 수 있다. WTO의 협 

정아래 정부의 개입에 의한 시장왜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의 탄소배출권의 

법률적 성격규명은 매우 중요하다. WTO협정은 GATT의 상품거래만을 규정하는 단 

점을 벗어나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도 협정문으로 포괄하고 있다. 배출 

권이 상품이라면 GATT와 WTO의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협정에 있어서 상품의 

다자간의 상품무역협정이 적용될 것이고/ 자유무역의 일반원칙인 내국인대우와 차 

별금지규정/ 최혜국대우아래 배출권거래에 있어서의 정부의 시장왜곡현상을 바라봐 

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는 배출감축의무기업에게는 배출권의 상업적 거래로 인해 물품의 생 

산 가격반영요소로서 교토의정서에 의해 부담이 되는데/ 만약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 체약국위주의 부속서 1 국가만 자국 기엽틀의 배출권올 국가거래소를 통한 

매매를 허용한다면 비 부속서 1 회원국가에게는 WTO협정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배 

출권거래제도 자체가 어기는 것이 되며/ 정부의 자국기업만의 배출권 거래허용 역 

시 내국인대우와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됨에 따라 WTO 협정에 따른 제소의 대 

상이 될 것이다. 배출권이 상품이 아니라면 WTO의 서비스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30)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권 그 

30) 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197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무역규범화를 위해 약 7년에 

걸쳐 다국적간에 교섭이 있었다. 그 결과 93.12.15 (스위스 제네바) UR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무역교섭위원회σNC)에서 GATI 사무총장의 제출로 승인 채택된 협정으로 1995 
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WTO 설립협정 부속서 IB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6부 29개조의 본문과 부속서 및 결정·양해각서 등의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이 협정은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UR 서 비스 업종분류표에서는 서 비스를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등 12개 분야로 대별하고 있다 GATS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모든 서비스교역에 일률적 의무는 최혜국대우(MFN)및 공개주의이다 둘 

째/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는 양허계획서에 기재된 조건및 자격요건에 대해 각 체약국이 
자국의 유사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다른 체약국에게 부여해야 한다. 세째/서비스교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위해 각 체약국은 
해당 서비스교역(예 금융)에 대해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 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 약속 
이행에 대한 구체적 일정및 약속의 발효시기 등을 포함한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상한다. 즉/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은 회원국은 다른 회 
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최혜국대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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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서비스/로서 소비자를 위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GATS 

에 따른 검토역시 부적절할 것이다. 다만/ 배출권거래에 따라 펼연적으로 출현할 관 

련된 중개/ 거래소 운영/ 파생금융에 대해서는 분명 GATS에 따른 서비스관련 WTO 

의 적용대상으로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배출권이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WTO협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l 또 하나 

의 WTO의 관련영역언 지적재산권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독일에서 정의한 면허 

(License)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WTO에서는 토지소유권/ 

면허/ 국가부채 그리고 화폐의 국경 간 판매에 관한 규정은 적용대상이 아니다，31)는 

견해가 있음을 고려할 때 면허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WTO의 직접적인 영역으로 보 

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듯 배출권의 법적성격의 모호성으로 WTO의 적용의 필요여 

부의 합의 및 결정은 쉽지 않다. 배출권 자체의 법률적 성격에서 본다면 배출권의 

I allow ance'라는 개념에서의 상품에 적용되는 WTO협정이 유일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적 상품의 고유특성이라 할 수 있는 유형적인 성격의 유체물이 아니 

고/ 전력이나 통신과 같은 인위적으로 통제가 되는 자연력이라고 하기에도 많은 의 

문이 든다. 하지만/ 배출권 자체를 위한 WTO의 새로운 개념창출의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의 틀 안에서 정책적으로 상품에 관한 WTO협약으로 관리하는 

것도 배출권이 갖는 국제무역에서의 효과 및 영향력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출권의 거래를 위한 중계/ 금융의 영역은 분명한 WTO의 서비스 협약의 영 

역이므로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배출권의 거래에서도 항상 지켜져야 할 것이 

다’ 

또 다른 WTO협약의 적용펼요에 대한 논거로서 배출권제도의 국가시행이 갖는 

보조금효과를 들 수 있다. 보조금협정은 정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시 

장기능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무역행위로서 WTO의 가장 핵심적인 협약중의 

하나이다. 배출권이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각 국의 감축분이 결정되고/ 시장을 통한 

배출권 거래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정부가 도입초기에 무료 혹은 배출권의 국제가 

격에 대비 저가로 산업 또는 기업에 배정한다면/ 그로인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 

력 없이도 유려한 세계시장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산업 또는 기업은 세계시장 

에서 일종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배출권할당의 초기에 

는 무상 또는 저가로 이루어지고/ 추후 배출권거래시장의 활성화로 가격이 정상화 

될 경우 선규시장 진업자는 시장진입비용이 커지면서 공정경쟁을 하기 어려운 효과 

도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철강이나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의 탄소배 

출권을 할당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야할 부분일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환경기 

31) Steve C1tanovitz는 Trade and dimate: Potential Conflicts and Synergies, Working 
Draft,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Guly 2003) p10에 서 'regulations of lands 
of title, license, title은 WTO의 대상이 아니 라고 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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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탄소배출권의 할당에 있어서 동종 산업별로 배출단가를 국제적으로 통합 및 

통일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배출권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는 방 

안을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경제체제하에서 대표적인 탄소배출사업군의 기술수준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각국 정부가 동일한 탄소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보조금효과의 분쟁을 차단하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잉 WTO와 공동이행 및 챙쟁개발제도 

교토의정서의 38개 국가들(부속서 1 체약국가)32)이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설 

정하고 경제적이고 유연성 있는 수단으로서의 배출권거래시스템(표nission Trading) 

을 인정하면서 공동이행제(Joint lmplementation)라는 선진국간 공동사업을 통해 다 

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 

정하는 제도와 더불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통해 선진 

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 

축량으로 허용하는 기술 및 투자교류를 통해 전 지구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메커니 

즘을 갖고 았다. 현행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배출권의 교환 및 투자시스템의 주체를 

온실가스의 배출감축 의무있는 부속서1국가들로 한정하고 있다. 바로 이 투자의 주 

체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WTO협정의 합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친다. 감축의 

무의 부과는 선진국의 배출량에 대한 감축필요에 따른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제도에서의 감축올 위한 제3국의 투자가능지위국올 

부속서1 국가들만으로 제약하는 것은 WTO협정의 무역국의 상품을 차별하는 효과 

를 내게 된다.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로 인해 기업업장에서는 저렴한 탄소배출권 

을 취득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인바/ 생산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한l 교토메커니즘을 위한 투자자에 속하는 투자 상담/ 개발자/ 감독자/ 중계자의 경 

우에도 부속국 1 국가로 한정되는 것에 대한 WTO의 서비스협정(GATS)의 내국민 

대우원칙과의 충돌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제도의 적용은 WTO체제를 벗어난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선진국만이 부담하고 있는 배출권감축의무에서 기인한 것 

이므로 특혜적 성격은 아닐 수 있다. 하나의 타협점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탄소감축 

의무는 사기에 따라 결정하면서도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제도는 개발도상국이 언제든 

32)회원국별 감축목표량과 해당부속서 I 국가로는 92%(-8%)군은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 
아/체 코/덴마크/에스토니 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 스/아일랜드/이 탈리 아/라트비 아/리 히 텐 

슈타인/리투아니 아/룩셈부르크/모나코/네 렬란드/포르투갈/루마니 아/슬로바키 아/슬로베 니 φL 

스페 인/스웨 덴/스위 스/영 국(유럽 연합15개 국)，93%(-7%)은 미 국(부시정 부는 아직 비 준하지 
않았음) 94%(-6%); 캐나다/ 헝가리/ 일본/ 폴란드 95%(-5%) ‘ 크로아티아 100%(:1:0%) : 뉴 
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101%(+1 %) 노르웨이 108%(+8%) 오스트레일리아 

110%(+10%) : 아이슬란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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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발적으로 주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_ WTO체제의 그련라운드 

위에서는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메커니즘이 탄소배출권의 거래와 국제 

투자를 통한 국외 감축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의 교토메커니즘과 WTO협정과의 

상충과 조화를 보았다면I WTO의 그린라운드라는 직접적인 자국의 엄격한 환경기준 

에 의해 수입국의 생산 공정이나 방식에 대한 제약이 국외 생산국의 상품에도 초국 

경적으로 적용되어 수입상품의 판매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는 직접적인 충돌이 이슈 

화되고 있다. 

EU시장에서는 2005년 8월 WEEE(전기전자 폐기물처리지침)가 발효되었고I 2006 

년에는 ELV(폐차 처리지침)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규제가 국제무역의 실제적인 장벽 

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는 GREEN라운드라는 초국경적인 글로벌 환경보호를 이 

유로 시장개방확대와 자유무역추구라는 WTO협정의 원칙에 반하는 선진국에 의해 

위장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규제로서 두 가지 유형을 분 

라하자면 제품자체에 대한 수업 금지를 하는 규제와 생산국의 상품의 공정 및 생산 

방식 (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대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환경가준에 따른 국내외 생산 상품에 대한 작접척언 급지 

자국의 환경기준 (Product 5tandard)을 적용하기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제품에 대한 동일한 제품 관련 환경기준을 따르기를 요구하는 것 

은 GATT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자동차배출기준이나 환경호르몬 배출허용치 등의 

공공보건을 위한 기준으로 자국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공평한 기준적용은 내국인 

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WTO원칙의 20조 규정에도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있으 

며/ 또한 국내외 상품에 대한 차별 없는 기준준수 요구이므로 /정부의 개업에 의한 

시장왜곡/현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원칙은 1973년 GATT의 동경라운드에서 체 

결된 기술장벽협정 (TBT)에서 나라별 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 관련제품의 수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환경기준외 과도한 요구나 

요청을 위한 목적이라면 위장된 규제로서 WTO에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기술장벽협정(URjTBT)의 제2조에는 규제조치와 정당한 타 목적 간에 비 

례성을 유지하는 할 것을 요구하는 최소무역제한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환경목 

적상 펼요한 조치는 최소기간에 한정하며/ 과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잉 공정 및 생산방식에 의한 수입금지(PPMs) 

수입품의 생산공정이나 생산방식의 차이를 들어 자국 상품과 유사한 상품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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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국 내의 거래에 있어 차별을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단순한 제품의 

사용 및 소비에 대한 규제로서의 직접적인 수입금지는 글로벌 환경위험의 대응으로 

불충분한 조치이므로/ 타국의 제품생산의 원료투입에서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주기(Life Cycle)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금지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 공정 및 생산방식에 의한 수입금지이다. 이 규제의 논란의 핵심은 

규제국의 자의적인 운용에 의한 피규제국의 주권침해적인 효과 때문이다. 자국의 

영토만의 문제가 아니면서도 범지구적인 환경보호를 이유로 타국의 생산과정이라는 

주권초과적인 지역에 자국의 강제력을 발휘시키는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PPMs를 통해 후진국들의 저렴한 생산단가의 원인이 환경오염에 

의한 경우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지구오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환경오염은 선진국의 과거행위의 결과 

이며/ 이러한 PPMs를 통해 선진국의 가격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임에도 외국의 수입 

제품은 생산 공정상의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그 기준의 모호함과 악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수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규제가 자국 내 생산품과 동일하 

게 부여되는 것은 최혜국대우와 내국인 대우원칙의 가장 기본이 된다. WTO에서는 

현재까지는 이러한 PPMs에 의한 규제는 금하여 왔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규제기 

준과 소비자틀의 기대수준/ 무엇보다도 기후변화협약올 통한 회원국틀 간의 공감대 

를 통해 PPMs에 의한 규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4. 결연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본 환경협약은 그동안의 국내적 오염현상의 심화와 

더불어 공기와 대기순환 등의 자연환경의 글로별적 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실천을 

위한 협의의 결과물들이다.OECD와 UN을 주축으로 환경에 대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예방의 원칙오염자부담원칙교토메커니즘/의 책임 및 거래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면서도 I보상의 원칙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최소화 및 무 

역구제/라는 자유무역의 일반원칙과의 조화를 항상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실효성 있는 범지구적 환경보호를 위한 참여 및 의무부여는 자유무역과 직 

접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교토메커니즘의 탄소 

배출권에 대한 법적으로 새롭고도 다의적인 성격 및 해석으로 인해서 처음 적용되 

는 단계의 보조금효과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 및 왜곡현상이 잠재적으로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있어서의 WTO 협정상의 관할규정 및 원칙을 적용하 

기 어려운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WTO협정에서도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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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의 조화를 위해 환경을 위한 정부규제의 허용을 인정하는 예외도 인정하고 있 

으며/ 최소한의 무역제한성을 비례적으로 입증한다면 환경기준을 통한 직접규제 역 

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았다. 또한 PPMs의 생산공정 및 방식에 대한 규제 역시 현 

재의 부정적 입장은 점진적인 회원국 간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잠정적인 입장 

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심각한 환경위험을 야기하는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 

해서는 인정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또한/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다자간 환경협약(MEA)에 포함된 무역 

제한조치를 WTO규약에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 

하였지만/ 상호보충적관계라는 데에 있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첫 출발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환경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로서의 무역규제에 대 

한 제소의 경우에도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심판이 가능한 길을 열은 면에서는 

조화를 위한 큰 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업장에서는 점차 자유무역의 원칙이 환경협약상의 의무요구를 반영하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생산 공정이나 방식에 있어서의 친환경기술 개발 및 적용을 서 

둘러야 할 것이며/ 온실가스감축의무가 잠시 유예된 점에 있어서는 교토 메카니즘 

에 따른 부속서l국가들의 감축의무와 더불어 독점적인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의 

선진국의 투자자지위획득에 대해 WTO상의 서비스협정의 큰거를 둔 중계인/ 지원 

자/ 또는 거래자로서 과감한 선도적 참여를 통해 유리한 지위선점을 위한 부속서l국 

가들과의 경쟁과 협력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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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원자력 정보 

제 1절 알본의 원자력 동향 

.!:;!A-f 
L.!.... -. 

1.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과 원자력연구개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본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 

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97년에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온실효과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 

토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움직임으로는 2007년 11월에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lntergo、r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평 

가보고서33)에서 인류의 경제활동 확대에 따른 온실효과 가스(이산화탄소 등) 배출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2008년 7월 일본에서 개최된 

G8 훗카이도 토우야호 서미트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 2050년까지 세계 전체 

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의 적어도 50% 억제를 달성하는 목표에 합의하였다3외. 

일본 국내에서도 이러한 지구 온실가스 배출올 위한 활발한 정책올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산엽성 자원에너지청에서 발표한 “장기 에너지수급 전망"(2008년 5 

월)에서도 국제에너지 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핍박을 지적하고 향후 최첨단 기술을 

최대한 도업하여 국가 전체가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 

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8년도에 일본 국내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주요 정책 

동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지구환경보전 맞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원자력벼전을 생각하는 

간담화 (2008.3) 

내각부 자문기관인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지구온난화 대책과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해 원자력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원자력/ 에너지/ 환경/ 경제 등 다방면의 전문 

33) IPCC 4th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IPCC Plenary 
27, 2007.11.12-17 

34) αlair's Summary Hokkaido Toyako, 9 July 2008, 
http://www.mofa.go.jp/policy/economy/summit/2008/doc/doc080709_09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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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을 위원으로 한 “지구환경보전-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원자력 비전을 생각하 

는 간담회”를 설치하여 2007년 9월부터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지구온난화대 

책으로서의 원자력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2008년 3월)35) 

제시된 지구온난화 대책으로서의 핵비확산/ 원자력안전/ 핵안전보장 확보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제로 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세계적으로 

대책 1 

지구온난화대책에는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공통인식을 형성하고 이용확대를 위한 국제체제 구축 

처 
"L.:. 

이를 위해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핵비확산/ 원자력안전 및 핵안전보장 확보를 전제로 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 

이용 확대는 에너지 소비 절약/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재생가능 에너지이용 

확대 등과 더불어 지구온난화대책으로서 이러한 것이 펼수적이라는 공통인 

식을 배양해야 함. 

e 원자력 에 너 지 를 청 정 개 발체 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와 공 

동이행제도(JI; Joint lmplementation) 등의 대상으로 포함시킴. 

@ 핵비확산/ 원자력안전/ 핵안전보장 확보를 전제로 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려는 국가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 

@ 교토의정서 제1약속기간 이후가 되는 2013년 이후의 차기 범위에 원자력에 

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효과적인 지구온난화대책으로서 포함시킬 것. 

대책 2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의 전제가 되는 핵비확산， 원자력안전， 핵안전보장 

확보를 위한 국제적 대응에 충실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엇보다 필요하므로 

한다.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다음과 같은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응에 무 

추진해야 

@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원자력안전조약 등 이 국제적 대응에 관 

련되는 각종 조약을 실시하기 위해 IAEA에서 부가하고 있는 조치가 충분히 

실시되므로 IAEA를 인재/ 자금 측면에서 강화하는 대응을 추진함. 

35) 日 本原子力委員會地球環境保全安定供給原子力考銀談會報告"， 200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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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비확산/ 원자력안전/ 핵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IAEA나 OECDjNEA에 의한 

기준과 권고 책정 활동의 고도화를 위해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한 협력을 

강화함. 

@ 핵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국가들과 IAEA 간의 추가의정서 체결을 목표로 

하는 IAEA 보장조치 강화에 계속적으로 기여하고/ 핵확산 위험 증대 억제 

를 위한 연료공급 보증 체제 구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다국간 협의와 체 

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함. 

대책 3 

각국의 원자력에너지 평화이용 추진을 위한 기반정비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 

인재/ 법/ 규제/ 방사성폐기물관리 등의 기반정비에 IAEA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 

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일본의 높은 기술기반을 활용하여 

IAEA에서 추진하는 지원활동에 전문가 파견 등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 

하고/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등 다국간 협력이나 양국간 협력음 통 

해 언접 아시아지역올 중섬으로 원자력에너지이용의 신규도입이나 확대를 

하는 국가틀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 건설/ 운전·보수 등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협력/ 지원으로 각 국가들의 원자력에너지 평화적 이용 확대에 효과적인 기 

여를 할 수 있도록 금융/ 보험제도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대책 4 

세계적인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원자력에너지 

공급기술의 성능향상을 목표로 한 일본의 연구개발 활동 강화 

이를 위해 다음과 갈은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가진 차세대 경수로/ 다양한 수요에 대 

응한 규모/ 기능과 경제적 경쟁력을 가진 중소형원자로/ 고온가스로에 의한 

수소제조기술 등의 원자력에너지이용 다양화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 

발/ 실증 및 실용화 

@ 장기간에 걸친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선진 핵연료주기 실현을 

위한 고속증식로와 관련 주기기술의 연구개발 

@ 장래 영구 에너지 공급 기술 실현을 목표로 한 핵융합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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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GenlV)， 

국제원자력에너지 파트너십 (GNEP)， IAEA 등 국제기구에서의 연구개발 협력， lTER 

계획(국제열핵융합실험로) 등 다국간 체제와 양국간 체제를 통한 국제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상의 대응은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대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지만/ 일본이 

지구온난화대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 가기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국내에서의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대책 5 

일본의 원자력정책에서의 과제에 대응을 강화 

일본은 원자력장기계획인 “원자력정책대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노후화 대 

책이나 신·증설/ 핵연료주기의 추진/ 고속증식로 주기기술 연구개발을 비롯한 원자력 

연구·개발·이용을 착설하게 추진하면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에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원자력시설 내진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올 최우선으로 하며/ 자연재해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안전 확보의 방식으로 조속히 반영시키는 등 리스크 관리활 

동을 강화해야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후세대로 미루어서는 안되고 현세대에서 실시 

해야 하는 국민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국가/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NUMO), 전력회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각계 각층과의 커뮤니케이션 

을 더욱 더 충실히 하고/ 처분에 대한 안전 확보 업무/ 처분장 입지의 공익 

성/ 업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발전 지원 등에 관해 상호이해를 심화시키는 

활동을 강화하여 착실히 추진되도록 해야 함 

@ 국민이해를 얻어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안전규제 시스템을 통해 온실효과 가 

스 배출억제에 대해 효율적이며 즉시 효과가 있으며/ 각국에서 이미 실시되 

고 있는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정격출력 향상과 설비 이용률 향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책 6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응에 관한 국민과의 상호 

이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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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지구온난화문제와 에너지 소비 절약/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재생가능 에너 

지 이용과 병행하여 지구온난화대책으로서 원자력에너지 이용이 해야 할 역 

할에 대한 교육 및 국민들에 대한 정보 홍보를 충실히 해야 함. 

9 원자력에너지 이용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웅에 대해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 
보하고/ 폭넓게 국민들이 참여하여 논의 결과를 대응에 적절하게 반영시키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개량·개선하도록 해야 함. 

@ 에너지문제에 관한 국민/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정부 관계자간의 대화 기회 

를 질적·양적으로도 확대하여 각종 에너지 특성 등 광범위한 정보 공유를 추 

진하고/ 지구온난화 문제와 원자력을 새로운 대화 주제에 포함시키는 등 원 

자력에 관한 과학적 커뮤니케이션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해야 

함. 

냐. 환경에너지 가술혁선 계획 

2008년 5월 일본총합과학기술회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억제 

에 혁신적인 기숨을 개발하여 국제사회에 보급하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선도적인 

역할올 하기 위해 “환경에너지 기술혁신 계획”올 발표하였다. 

온실효과 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존 기술의 향상과 보급을 정책 

적으로 추진하지만I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을 반감사키기 위해 필요한 삭감량의 

약 60% 정도를 혁신기술의 개발과 도입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혁신기술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새로 개발된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펼 

요하다. 특히 포스트 쿄토의정서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혁신기술의 도입과 보 

급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제안한 계획에서는 온실효과 가스의 대폭적인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l 에너지 안전 보장l 환경과 경제의 양립/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 우수한 일본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에너지의 공급 및 수요 양 측면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관점과 행동을 고려한 

기술의 보급 대책이나 펼요한 제도의 개혁 

@ 일본의 혁신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보급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과 배출삭감의 동시에 추진 

@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을 위해 필요한 국제 자금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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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일본의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통한 리더십 발휘 

(1) 져탄소 사회 잘현을 위한 열본의 기술 전략 

일본은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향후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큰 폭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의 개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삭감이 가능한 혁신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 

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이들 기술을 사회에 보급하는 또한 

중요하므로/ 단·중기적으로는 기존기술의 향상과 사회에 보급하는 것이/ 중장기적으 

로는 혁신기술 개발이 중요할 것이다 . 아래에 2030년을 기준으로 한 각 대책별 주 

요 기술들을 제시하였다. 

(가) 단·중가적 대잭(2030년정까지)에 펼요환 기술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의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저탄소 

화 추진을 목표로/ 수요 측면에서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단·중기적으로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을 기대할 수 있는 기존 기술의 보급과 

각 기술의 정확한 성능 평가를 통해 효율 향상/ 비용 저감/ 성능 평가를 위한 기술 

개 발을 추진하도록 한다. 

더 많은 배출 삭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술의 배출 삭감 효과/ 보급에 

필요한 제도 개혁 l 비용 등을 감안하고 도입 시기를 충분히 겸토하여 항상 최적 기 

술과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 등 대규모 설비들은 개량 및 교체 시기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배출 

삭감 효과가 더 높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이 증대 

하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 기반 정비 등 국가 전체가 보다 적극적으 

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제조·가공을 비롯한 산업 부문에서도 더 높은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도입이 펼요하다. 

바이오매스 이용은 생태계 보전과 지속적 생산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도 

록한다， 

@ 배출 삭감 효과가 큰 가술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석탄 및 천 

연가스 화력발전의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고/ 현 상태에서도 배출 삭감 효과가 높은 

원자력 발전(경수로)을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해 나가기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 효과는 크지 않지만/ 송전에서 2020년부터 시작될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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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시기에 

추진한다. 

전 케이블의 

전 기술개발을 

맞추어 일본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초전도 고효율 송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는 열 분야의 

환기의 효율 향상 및 비용 저감/ 운송 

진/ 에너지 절약형의 가전·정보 기기나 

삭감 효과가 큰 기술의 효율 향상과 

고효율 히트 펌프 보급·확대와 냉매나 열교 

부문에의 전기자동차 도입 등 전기사용의 촉 

그것들에 파급하는 전력용 전자공학 등 배출 

보급을 추진한다. 

주요 기술; 

에너지 공급 : 경수로의 고도 이용36) ， 고효율 화력발전(석탄，천연가스) 

에너지 수요 : 하이브리드 차·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전기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고효율 조명， 고효율 히트 퍼효 I그 에너지 절약 가전 정보 

기기 / 、 1 

./ .,' '\ "1 

@지역 전체적으로 온설효과 가스 삭갑을 위한 기술 

에너지 수요를 더 많이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기뿐만이 아니라，lT를 활용하여 

주택/ 오피스/ 교통기관 등 지역 차원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시스템이나 생활환경 변화를 통해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올 추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교통시스템(lTS)에 의한 교통이나 물류의 효율화/ 생산지 소비형의 

자연 에너지 이용/ 셀룰로스계 자원올 이용한 바이오 연료 제조와 이용l 스톡형 사 

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주택의 장수명화/ 에너지절약/ 철도의 효율적 이용 등 공공 

교통기관의 에너지절약/ 채택근무(telework)를 가능하게 하는 lT 이용 등의 

술개발과 보급을 추진한다， 

높은 기 

. 
주요 기술: 

민간 분야 : 에너지 절 약 주택， HEMS!BEMS37), CASBEE(건축물 종합 환경 서느 C그 = 
평가 시스템 )38) 

지역 중심 :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고효율 철도 차량‘ 교통 물류의 고도화 

(lTS) , 어|너지의 면적 이용(지역 차원의 EMS, 에 너 지 의 cascade 

이용39) 2), 재택근무(lT 고도 이용) 

36) 경수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보다 효과적 또한 효율적으로 전력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 
발(원자력 안전 확보 기술/ 핵연료주기 기술/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원 
자력 기초·기반기술 등) 

37) HEMSjBEMS(Home Energy 
System) 

Management SystemjBuilding Eenrgy Management 

38)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39) 고온의 열원을 발전에 사용해/ 다음에 동력/ 다음에 냉난방/ 마지막에 급탕에 사용하는 

등/ 에너지를 다단계 (cascade)에 유효 활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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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잘효과 가스 배출 삭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 제휴 

재생가능 에너지와 전력 저장기술과의 결합/ 분산형 열·전력공급(열병합) 시스템 

등 다른 기술과의 제휴를 통해 개별 요소 기술 효과가 더욱 커지고/ 보급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기술들을 결합시켜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시킨다. 

고 

주요 기술: 

저장장치 (2차 전지 ·축전기)， 

정용 연료 전지 ， 고효율 화력발전(석탄·천연가스)과 이산화탄소 회수·저장(CCS) 

발전)와 전력 에너지(태양광 발전·풍력 재생가능 

펼요한기술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 효과가 큰 기술이나 그 기술의 

도입으로 사회구조를 크게 변환시켜 에너지 수요를 대폭적으로 삭감시켜 배출을 근 

본적으로 삭감하는 기술에 대해 전략적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대 책(2030년 이후)에 (냐) 중장기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추진한다. 

@ 배출 삭갑 효과가 큰 혁선가술 

단계에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면 삭감 

2030년경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올 

현재는 기초연구 

되는 기숭에 대해서는 

박막형이나 새로운 원리에 

전망되는 원자로의 대체 

하는 고속증식로 개발I 목표로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발전 효율을 더욱 향상시킨 

근거한 제3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추진하며 I 2030년 전후로 

위한 차세대 경수로나 2050년 이전에 실용화를 

저장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려
「
 

를
 
전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는 코크스의 일부를 대체하는 수소를 이용하는 수소 환원 

제철 운송 부문에서는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 효과가 큰 전기 자동차의 핵심인 

혁신형 전지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수소 이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수소 저장·수송 

기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수소 제조의 저비용화 등이 필요하다. 

주요 기술: 

태양전지， 저13세대 기술)， 고속증식로주기 : 원자력(차세대 경수로 그
 
디
 

고
 
( 
]에너지 

수소 제조 기술 

에너지 수요 : 수소 환원 제철 

장해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 가술 혁션을 잘현하가 위한 기반기술 

새로운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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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촉매나 재료(내열·고온 재료/ 초전도 재료/ 백금 대체 

촉매 등 ) 등을 개발하는 기초·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이러한 기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혁신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대학이나 공공 연 

구기관에서 과학적인 원랴·현상 규명을 위한 기초 연구와 온난화가스 배출 삭감 목 

표 달성을 위해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시스템 하에서 관련된 기관과 연구 조직이 연 

계하여 효율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초장기적으로 잘현이 가대되는 기술 

실용화가 2050년 이후 예정되어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온실효과 가스 

배출 “0"를 목표로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기술: 

에너지 곰급 : 핵융합， 우주 태양광발전 등 

(잉 혁선적 환경 에너지 가술개발 추진 방안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온 

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삭감시키는 대책에 있어 세계를 리드하기 위해서 

는 계속적으로 환경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계획은 「혁신기술 전략」 의 일환으로/ 이하에서 제시되 

는 추진방안에 따라 효율적으로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을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 

하도록 하고 았다. 

(가) 연구 개발 투자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술의 향상에 주력 하지만/ 장 

기적으로는 장래의 기후변화 안정화를 고려한 혁신기술 개발에 중심을 옮겨 가는 

것이 펼요하다. 이 때 사기적절하게 각각의 기술 발전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하여 

항상 효율적인 기술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를 통하여 장래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 로드맴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착실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펼요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실용화가 될 연구개발은 민간 주도로 실시하고/ 국가는 보급 

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국가는 연구개발 리스크가 높은 기 

술(주로 혁신기술)에 주력해야 한다.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근본적으로 삭감하는 관 

점에서 삭감 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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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사회/ 세계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 

다. 이 때 일본의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인 전략에 

근거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초·기반 연구를 동시 추진하는 

것도중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00억 달러 정도를 환경·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에 

투입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총합과학기술회의는 매년 자원 배분 방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에 자원의 중점적인 배분을 실시한다. 

초기 시장의 원활한 형성이 기술개발에 큰 인센티브가 되므로 정부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 경제 영향/ 삭감 효과에 관한 충분한 사전 평가를 통하여 온실효과 가 

스 배출 삭감이 큰 기술에 우선하여 조달한다. 연구개발과 시장성과 관련된 로드맴 

수립과 정기적 재검토를 실시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들이 달성 목표/ 

비전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여 타 업종 및 타 분야와의 융합을 촉진한다. 

(냐)연구 개발 체제 

혁신기술의 연구개발은 기초연구에서 응용·개발연구까지를 일괄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보다 혁신적인 기숨을 보다 조기에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학관의 총력을 결집하여 부처 차원올 념은 연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구자의 소속 조직올 념어 아이디어를 기동적으로 결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 

다， 이 때 기숭 로브맴을 이용해 탈성 목표/ 방향성을 공유하도록 하고/ 대규모 프 

로젝트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관리를 일원화하여 보다 강력한 조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기술이 시장에 투입될 때까지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펼요하므로 충분한 

사전평가를 통한 국가의 장기적 전망과 전망에 따른 안정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 

며/ 연구개발 관련기관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자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공급을 위한 구조를 확립한다. 

연구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종 목표뿐만 아니라 중간 목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정하고l 국제 연구개발 동향을 고려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 

야 하며/ 주변의 환경변화도 고려하여 연구개발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기술 로드뱀 

의 재검토/ 자원의 능동적인 배분을 실시하도록 한다， 

(죄 결론 몇 시사점 

일본은 이번 계획을 자국의 온실효과 가스 삭감 전략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 

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기여하고 그것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세 가지 방안을 전 세계에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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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을 선도하며 

그 성과를 적극적으로 세계에 이전하도록 함. 

방안 2: 환경 에너지 기술 이전은 민간을 주체로 하며/ 정부는 측면 지원을 함. 

방안 3: 민간 부문의 기술이전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서 환경 모델 도시의 추 

진을 국제제휴를 통해 추진함. 

이상과 같이 일본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선진국으로서/ 세계를 리드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녹색성장 등의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 주변국들/ 특히 일본과 같은 선진국 

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혁신기술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 열본 경제성장 전략 대강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신국가에너지 전략"(2006년 5월)을 토대로 일본 정부와 

여당으로 구성된 /재정·경제 일체개혁회의/에서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성장 전략으 

로서 "경제성장 전략대강”을 수립하였다(2006년 7월 발표). 이 전략은 인구감소를 

극복하는 새로운 “일본형 경제성장 모텔”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 

제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지역·중소기업 활성화/ 개혁 추진으로 인한 새로운 수 

요 창출/ 생산성 향상형 5가지 제도 인프라(인재업국/ 생산수단 인프라 혁신/ 금융혁 

신/ 기술혁신/ 경영력 혁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자원 에너지정책의 전략적 전개에서 세계 최첨단 에너지 수급구조 

실현을 위해 원자력입국계획을 추진하도록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초기투자 부담의 평준화 등 전력자유화 시대에서의 원자력발전의 

신·증설 설현을 위한 투자환경 정비/ 원자력발전 확대와 핵비확산을 동시에 추진하 

기 위한 국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극적 관여/ 차세대 기술개발과 인재 유지·강화I 

방사성폐기물 대책 강화를 추진하여 보다 효과적인 안전규제를 도입하여 정착시키 

고/ 기존 원자로를 대체할 시기로 예상되는 2030년 전후에도 원자력발전이 발전량 

에서 30-4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핵연료주기의 착실한 추진/ 고속증 

식로 주기의 조기 실용화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고/ 핵융합에너지 기술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략은 매년 수정·보완되어 2008년 6월 제2차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자원·에 

너지 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원자력입국 계획과 자원외교 및 환경·에너지 협력 

등의 종합적인 강화 측면에서 원자력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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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입국계획에서는 에너지의 안전보장 확립과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을 동시 

에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이용을 계획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 

며/ 국제적으로 핵비확산/ 원자력안전/ 핵안전보장을 대전제로 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위한 대응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자력발전 확대와 핵비확산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국 

제 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미국 등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미·일 원자력 

에너지 공동행동계획/ 프·일 원자력협력 추진) 등 국제적인 정책 협조를 강화하며/ 

차세대 기술개발과 인재의 유지·강화/ 방사성폐기물 대책 강화 등을 추진하며/ 보다 

효과적인 안전규제와 보장조치 체제를 도입하여 정착시키며/ 기존 원자로의 본격적 

인 대체시기인 2030년 전후에도 원자력발전이 총 전력 발전량의 30~40% 이상을 차 

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플루서멀(Pu-thennal)을 포함한 핵연료주기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고속증 

식로 주기의 조기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하며/ 핵융합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을 국제 

협력 체제하에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서방 선진국들이 신규 원전건설 중단 시기에도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 

게 신규 원전건설올 추진해 온 국가로/ 제조기술올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원자력산엽의 국제 재 

편 과정에서 일본 기엽이 중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에너지 안전보장과 지구온난화 대책이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 

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 

고 있으며/ 세계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장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 

대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살리기 위해 미국 등 해외에 

서 일본기업이 참가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해 일본국제협력은행(JBlC; 

Japan Bank for lntemational Cooperation) 융자 등을 활용하여 금융 측면에서의 지 

원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 세계 표준을 획득하여 차세대 경수로를 개발하고 

고속증식로 주기 개발에 있어서도 핵비확산과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하며I 핵심기 

술이 세계 시장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며/ 미국 등과의 협 

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자원외교/ 환경·에너지 협력 등 종합적인 강화를 통하여 세계 에너지시장의 안 

정에 공헌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포괄적인 환경·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자원의 안정적 확보/ 원자력발전 도입·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통하여 세계를 라드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2008년 개 정 된 경 제성 장대 강의 원자력 관련 내용들을 단기(-2008년)， 중기 (-2010 

년)， 장기 (-2015년)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3-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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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경제성장대강에서 원자력관련 추진내용(1) 

전 
제 1 개 

국 
제1--

쟁 
려 

혀 
강 
화 

항목 

(4)원자력 

업국계획 

3 

자
원
 ·
애
너
지
쟁
책
의
 
전
략
적
 

단가 

(-2008년도) 

중기 

(-2010년도) 

장기 

(-2이5년도) 

。2030년까지 발전전력량에 

차지하는 원자력비율을 

30~따)%의 현재수준y 

그 이상으로 함 

혹은 

。원심분리법 우라늄농축기 

술에서의 신형원심분리기 

개발 및 회수우라늄이용을 

향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내에서의 핵연료주 

기 관련 산업올 강화함. 

(핵연료주가 조속한 확립) 1 (핵연료주기 조속한 확립) 1 (핵연료주기 조속한 확립) 

。롯차쇼재처리공장의 조업 102010년경의 신형원심분리|。핵연료주기에 관한 이해 

기의 도입， 2012년의 경수| 촉진활동과 필요한 기술개 

로 MOX연료 가공공장 준| 발의 추진 등의 대응을 계 

공~조업 개시， 2010년도까| 속함. 

지의 16~18기의 플루서멀 

도입 등을 목표하는 이해 

촉진활동과 펼요한 기술개 

발의 추진 등의 대응을 계 

소함. 

(고속증식로주기의 조족한 1 (고속증식로주기의 

설현설현) 

조족한1 (고속증식로주기 의 

실현) 

조족한 

。고속증식로 「몬주」 의 운|。실용화전략조사연구 페이|。고속증식원형로 「몬주」 

전올 재개함 즈H 의 평가를 바탕/ 고속| 의 운전 재개 후， 10년 정 

증식로 주기에 관한 연구| 도 이내를 목표로 발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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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을 계속해 진행함 
。실용화전략조사연구 페이| • 1 

즈R 의 평가를 바탕하여」。고속증식로 주기의 연구개| 나트륨취급기술의 확립 등 
고속증식로 주기에 관한| 발에서 실증실용화단계에| 의 소기의 목적올 달성함 
연구개발을 계속해 추진| 의 원활한 이행을 향한 겸 102015년경까지 고속증식로 

토를 계속하여 실시함 주기의 적절한 실용화상과 

랜트로서의 신뢰성의 실증1 

실용에 이르기까지의 연구 

개발계획을 제시함. 그 제 

시를 향해/ 실용화를 향한 

도입기술의 선정/ 개발을 

실시함 

。실중로 및 관련 주기시설 

의 2025년경까지의 실현을 

목표함. 

개시와 플루서멀의 추진 

등/ 핵연료주기에 관한 이 

해촉진 활동을 강화함. 

당l 
I그 ‘ 

。실종로와 관련 주기의 실 

증시설 도입기술의 선정· 

개발을 향한 연구개발측과 

도입자측 등 관계자간에서 

의 검토를 진행함. 



<표 3-1> 경제성장대강에서 원자력관련 추진내용(2) 

3 

자
원
 ’
에
너
지
정
책
의
 
전
략
적
 

제
1
 

국
제
쟁
쟁
력
의
 강
화
 

단가 | 중가 | 장가 

(-08년도 (-10년도 (-15년도) 

(4)원자력 I (원자력발전확대와 핵버확 I (원자력발전확대와 핵벼확 I (원자력발전확대와 핵버확 

업국계|산 양립을 위한 국제적 체|잔 양립을 위한 국제적 체|산 양립을 위한 국제적 체 

획 |제 구성에 관여제 구성에 관여제 구성에 관여) 

항목 

전 
개 

。필요에 따라 구체적 국제|。필요에 따라 구체적 국제|。필요에 따라 구체적 국제 

연구협력을 계속하여 실 

시함과 동시에 그 연구성 

과를 토대로 한 국제적 

틀의 구체화에 협력함 

(미국과 전략적관계 구축 1 (미국과 전략적관계 구축 1 (미국과 전략적관계 구축 

동 국제 정책협조의 강화) 1둥 국제 정책협조의 강화) 1동 국제 정책협조의 강화) 

연구협력을 실시함 연구협력을 실시함 

。 r일·미 원자력에너지공동 10 r일·미 원자력에너지공동 10 r일·미 원자력에너지공동 

행동계획」 에 기초하여J 행동계획」 에 기초하여， 1 행동계획」 에 기초하여， 

미국의 신규원전건설에 | 미국의 신규원전건설에 | 미국의 신규원전건설에 

참가하는 일본기업컨소시| 참가하는 일본기업컨소시| 참가하는 일본기업컨소시 

엄에의 지원 등 구체적인 | 엄에의 지원 등 구체적인| 엄에의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올 질시 협력올 설시 협력올 설시. 

(차세대를 지지하는 기술개 1 (차세대를 지지하는 기술개 1 (차세대를 지지하는 기술개 

발과 연재 의 유지-강화발과 연재 의 유지-강화발과 연재 의 유지-강화) 

。사업화초사의 결과를 토대 |。사업화 초사의 결과를 토 102030년 전후로 예상되는 

로 차세대경수로의 본격| 대로 차세대경수로의 본| 대체시기에 대한 본격적 

적인 개발단계로 이행함. | 격개발단계에 이행함 인 도업올 목표하고f 차세 

。현장기능자의 육성·기능승 대경수로의 개발과 인재 

계에의 지원(개별기업의 의 육성올 계속하여 실시 

틀을 념는 지역의 조직에 

의 지원)올 계속 실시함. 

。대학 등에서의 원자력 인 

<3"1-
P' 

재육성의 충실을 도모하 1 
|。산·관·학에서 대학 등에서 

기 위해원자력인재육| 
| 의 원자력의 이후의 인재 

성프로그램」 의 실시를| 
| 육성방책에 대해 검토함 

통해， 연구교육기반의 정| 
1 과 동시에 그 방책에 따 

비 1 교육과정 충실I 실습 

교육의 충실/ 기반기술 분 

야의 연구지원에 대응함 

라 대학 등에서의 원자력 

인재육성의 충실 및 강화 

에 대응함 

(핵융합에 너지기술의 연구 1 (핵융합에 너지기술의 연구 1 (헥융합에 너지기술의 연구 

개발 추진개발 추진개발 추진) 

。합의된 일정에 따라， ITERI。합의된 일정에 따라， ITERI。합의된 일정에 따라， ITER 

건설 활동 및 폭넓은 어 | 건설 활동 및 폭넓은 어 | 건설 활동 및 폭넓은 어 

프로치를 착실히 실시함 | 프로치를 착실히 실시함 | 프로치를 착실히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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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경제성장대강에서 원자력관련 추진내용(3) 

3 

자
원
 ·
에
너
지
정
책
의
 
전
략
적
 

제
1
 

국
제
쟁
쟁
력
의
 강
화
 

단가 | 중기 | 장기 

(-08년도 (-10년도 (-15년도) 

(4)원자력 I (방사성폐기물대책의 강화) I (방사성폐기물대책의 강화) I (방사성폐기물대책의 강화) 

항목 

업국계|。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의|。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의 10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획 | 최종처분지의 후보지선정을| 최종처분지의 후보지선정| 최종처분을 개시함 

향해f 지역지원의 실시/ 전|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실 

국 각지에서의 홍보강화. 1 시함. 

。지층처분기술의 신뢰성·안전 。관계기관에서의 검토 등을 

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포함해/ 핵연료주기시설에 

을 계속적으로 실시함 | 서의 폐기물의 클리어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의 |。노심 등 폐기물 등의 여유| 스제도를 위한 규제기준 

지층처분을 대상으로 한 지| 심도처분의 안전심사에| 등의 정비를 진행함， 

펼요한 규제기준 등의 정 

비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의 지층처분을 대상으 

로 한 가이드라인의 책정 

을진행함 

(보다 효과적연 안전T제의 1 (보다 효과적연 안전균제의 1 (보다 효과적인 안전균제의 

도엽·정착도엽·정착도입·정착) 

침 수립을 추진함. 

。원자력발전소의 노후화대책|。계속하여f 원자력발전소의|。원자력발전소의 운전 년수 

올 계속적으로 착설허 운용| 노후화대책의 질적올 바| 를 고려한 노후화대책의 

함. 또한 안전연구의 추진， 1 탕으로 가이드라인 등의| 계속적 개선올 도모함. 

산학관의 연계 강화 등올| 수정올 함. 

추진함. 
。검사의 유효성을 계속적으 

또한， 노후화대책의 기술| 로 높이기 위해I 규제활동 

정보기반의 정비를 추진| 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자 

하기 위해， 계속하여 산학| 기평가하고I 검사제도의 

관의 연계 강화 등을 도| 계속적 개선을 도모함. 
전 
개 

모함. 

。 r검사 형태에 관한 검토10 r검사 형태에 관한 검토 

회」 의 결론을 바탕으로 품| 회」 의 결론올 바탕으로 

질보증을 중시한 검사제도| 품질보증을 중시한 검사 

를 충실·강화하고/ 또한 현| 제도를 충실·강화하고f 또 

재/ 운전 정지중에 집중하| 한 현재l 운전 정지중에 

고 있는 검사에서 운전중을| 집중하고 있는 검사에서 

포함한 개별플랜트의 보안| 운전중을 포함한 개별플 

활동전체를 적확히 확인하| 랜트의 보안활동전체를 

는 검사에의 이해하고l 안| 적확히 확인하는 검사에 

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임 . 의 이해하고f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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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경제성장대강에서 원자력관련 추진내용(4) 

항목 
단가 

(-08년도) 

중기 

(-10년도) 

장기 

(-15년도) 

흐
 
안
 
제
 
속
 

바
 및
 
한
 
계
 

? 

요
 
을
 

아
 
싸
미
 
필
 
워
〕
 

뻐
 백
 해
 

) 

도
 
핵
 
위
 

폐
 

뻗
 
인
 의
 
를
 
프
C
 

팩
 
남
 
에
 

보
 
비
 

1E 

트
 4-41 

정
 

치
 

베
 
스
 
전
 
도
 

냉
 
。

흐
 
안
 

차
 
및
 

아
 
산
 

시
 
확
 

네
 
떼
 

) 

도
 
청
 

력
 

인
 의
 

볍
 
남
 
에
 

녁
 
트
 
탄
 

‘X 

베
 
스
 

낸
 
。

스
 
전
 
정
 
시
 

흐
 
안
 
도
 
실
 

자
 

제
 

까
 
및
 

속
 

3 

한
 
계
 

아
 
산
 
요
 

써
 확
 
필
 

필
 

) 

다
{
 
빡
 꿰
 *
γ
 

닙
덕
 
기
니
 」
‘

。
-
-
-

볍
 
남
 의
 
를
 
-
。

댁
 
트
 
에
 

보
 --

꺼
 
베
 
탄
 
확
 
벼
 

댐
 
。

함. 
전 확보를 위해 펼요한 

실시함. 

。베트남에의 안전 확보에 관 

한 인재육성 지원올 계속 실 

시함. 

。원자력르네상스의 τζE 트르 
'::":""";'!Te 

제도정비 등의 지원을 계 |。베트남에서의 원자력도입 

속 실시함 계획의 진전에 따라/ 적절 

| 한 협력올 해나간다， 
。베트남에서의 원자력도업 | 

계획의 진전에 따라 적절|。원자력르네상스의 조류를 

한 협력을 해나간다 수용r 카자흐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l 핵 

비확산/ 원자력안전 및 핵 

안전보장확보를 위해 펼 

요한 기반정비를 국제협 

력을 통해 촉진함. 

아
 
에
 
협
 

시
 
정
 
지
 

아
 
환
 
너
 

@ 

3 

자
원
 ’ 

에
너
지
정
책
의
 

전
략
적
 

제
1
 

국
제
쟁
쟁
력
의
 강
화
 

수용f 카자흐스탄y 베트남/ 

인도네시 아 등에 대해/ 핵 

비확산/ 원자력안전 및 핵 

안전보장 확보를 위해 펼요 

한 기반정비를 국제협력을 

통해 촉진함. 

전 
개 

력전략 |。중국의 신규원자력발전소건|。중국의 신규원자력발전소 

설에 참가하는 우리나라기| 건설에 참가하는 우려나 

업올 최대한 지원함과 동시| 라기업올 최대한 지원함 

에 인재육성지원올 계속 실| 과 동시에 인재육성지원 

시함 | 을 계속 실시함 

(원자력안전확보를 위한 지 I (원자력안전확보를 위한 지 I (원자력안전확보를 위한 지 
역 협력 체제 설립) 역 협력체제 설립) 역 협력체제 절렵) 

。북동아시아지역에서의 원자|。아시아의 원자력신흥국에|。아시아지역에서의 원자력 

력안전규제기관의 연계아| 대한 안전 측면에서의 협| 안전능력의 향상을 도모 

래/ 구체적 원자력안전에 | 력을 적절히 해나간다. I 함과 동시에 규제기관간 

관한 지역내 협력을 실시해 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나 

간다. 구체적으로는 일중한 간다. 

의 규제기관 톱에 의한 의 

견교환을 정례적으로 실시 

하는 것에 의해 상호신뢰관 

계의 구축을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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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경제성장대강에서 원자력관련 추진내용(5) 

3 

자
원
 ·
에
너
지
정
책
의
 
전
략
적
 

제
1
 

국
제
정
쟁
력
의
 강
화
 

단가 | 중가 | 장가 

(-08년도 (-10년도 (-15년도) 
(4)원자력 I (보다 효과적인 보장조치체 I (보다 효과적언 보장조치체 I (보다 효과적인 보장조치체 

업국계|제의 도업·정착제의 도업·정착제의 도업·정착) 

획 |。국제약속에 따라 보장조치|。계속적으로 국제약속에 기|。국제약속에 따라 보장조치 
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 반한 보장조치를 보다 효| 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 

기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1 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하기 위한 시스템의 도업 

시스템 구축 추진 및 정책을 추진함. 

(5) 자원외교/ 환경·에너지협력 둥의 종합적 강화 

@종합자 If자원확보 전략 강화와 자원 1 (자원확보 전략 강화와 자 

원 확|국과의 종합적 관계강화) I 원국과의 종합적 관계강화) 

항목 

보 전|。위험관리 공급 등 핵심 기 
략 | 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자원 

개발기업에의 지원을 함， 

。적극적인 정상급·장관급에서 

의 자원외교 등을 통해I 에 

너지이외의 분야도 포함 자 

원국가의 총합적 관계강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자 

주개발비율을 거래량베이 

스에서 40% 올라는 것을 

목표함， 

를 진행함 

。자원확보 방침올 토대로 정 

부개발원초f 정책금융f 무역 

보햄 등의 경제협력과의 전 

략적 연계를 도모함. 

전 
개 

。우라늄과 희금속 등의 광물|。우라늄과 회금속 등의 광|。우라늄과 회금속 등의 광 

자원에 대해l 자원국에서| 물자원에 대해1 자원국에| 물자원에 대해r 자원국에 

관계 깊은 경제협력조건의| 서 관계 깊은 경제협력조| 서 관계 깊은 경제협력조 

발굴강화I 적절한 경우에 21 건의 발굴강화， 적절한 경 | 건의 발굴강화， 적절한 경 

국간협정 등의 정비를 진행| 우에 2국간협정 등의 정| 우에 2국간협정 등의 정 

하는 등f 계속하여 자원외| 비를 진행하는 등f 계속하| 비를 진행하는 등f 계속하 

교를 강화함. 또한 위험관| 여 자원외교를 강화함 또| 여 자원외교를 강화함 또 

리의 공급/ 주변 인프라 정| 한 위험관리의 공급/ 주변| 한 위험관리의 공급l 주변 

비지원 등의 경제협력과 무| 인프라 정비지원 등의 경| 인프라 정비지원 등의 경 

역보험과의 연계I 해외탐광| 제협력과 무역보험과의| 제협력과 무역보험과의 

용 출융자제도의 활용 등| 연계f 해외탐광용 출융자| 연져11， 해외탐광용 출융자 

을 통한 자원의 탐광 및 개 | 제도의 활용 등을 통한 

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함.1 자원의 탐광 및 개발에 

특히 2007년 4월말 경제산| 대한 지원을 추진함. 

업성 장관 주도의 민관합동 

미션의 구체적 조건의 발전 

을 위한 공동성명에 기반 

해r 카자흐스탄측과의 착실 

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함. 

제도의 활용 등을 통한 

자원의 탐광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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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혁선가술개발 로드맴 

(1) 배경 

2007년 6월 독일·하이리겐담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 

처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세계의 온실효과 가스 연간 배출량을 적어도 50% 억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2007년 발행한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거나 늦추기 위해 

목표로 해야 할 온실효과 가스의 대기중 농도에 대해서 몇 가지 안정화 수준을 제 

시하였다. 

제시된 안정화 수준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산화탄소 환산 농도 445-490 

ppm)으로 대기중 농도를 안정화시켜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2.4 oc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전세계의 온실효과 가 

스 배출량을 10-15년 이내에 감소로 전환시켜 2050년경에는 2000년 배출량의 50% 

이하로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았다.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맴은 2008년 1월 /혁 신기술창조전략/ 및 /환경에너지기 

술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충합과학기술회의 산하 전문조사회에서 추진하여/ 

2008년 5휠 「환경에너지기술혁신계획」 올 내각부 총합과학기숭회의에서 결정하였 

다， 이를 토대로 2008년 7휠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지구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는 원자 

력 기술의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에 대해 목표로 하는 비전/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할 기술시스템/ 기술 시스템에 요구되는 성능/ 비전 실현을 위한 대응을 검토하여 

지구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는 원자력 혁신 기술개발 로드랩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맴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50%로 감소시켜 궁극적으 

로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제로(O)J 로 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환경에너지기술 

혁신 계획J (2008년 5월19일/ 일본총합과학기술회의)과 함께 지구온난화 대책에 공 

현하는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7월 개최된 일본 훗카이도(北海道) 토야호(洞節湖) G8 정상회담에서는 

r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의 최소한 50% 억제를 목표로 하는 비 

전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모든 체결국과들과 공유하고/ 이 목표를 

UNFCCC 교섭에서 이들 국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채택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의 주요 내용 

지구온난화대책에 공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5가지 원자력비전을 제시하였다. 

벼전 1: 기존의 원자력발전 기술이 온실효과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발전기술로 

서 국내외에서 사회에 수용되면서 현재 보다 한층 효과적 또한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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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구온난화 대책에 공헌할 것 

버전 2: 기존 기술을 

료된 후에도 

발전·개량시킨 원자력발전 기술이 기존 시설의 

장기적 지구온난화 대책으로서 국내외에서 

수명이 완 

폭넓게 채용될 

겨 
/\ 

벼전 3: 장래 

발전 

공급 시스템이 

더 많은 공 

지속 가능성이 높은 혁신 원자력 에너지 

도입되어 원자력 기술이 탈탄소 사회 실현에 

사회에서 

부문에 

헌을 할 것 

비전 4: 원자력 에너지 공급 기술이 

서 담수화/ 수소 제조 등의 

온실효과 가스를 배출하지 

열수요를 충족시킬 것 

。}느二 
1극5'- 열원으로 

인프라/ 에너지 기술 

기술 공급이나 혁신에 

과학기술이 에너지 산업의 기술 

일부로서 지속성이 높은 에너지 

벼전 5: 원자력 

라의 

혁신 

공헌할 

인프 

7.-1 
/、

그라고 비전 달성을 위한 원자력기술로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중심으로 추진 

하도록 하였다， 

@기존 경수로 기술/ 

(2)경수로 핵연료주기 기술/ 

@원자력 안전 확보 및 핵비확산 기술/ 

@차세대 경수로 기술l 

@중소형로/ 

@고속증식로와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 

@핵융합 에너지 연구개발/ 

8원자력에 의한 혁신적 수소 제조 기술/ 

@양자빔 기술 연구개발/ 

@원자력 기초·기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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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원자력 기술개발이 목표로 하는 비전과 그것의 달성을 위한 기술 

1:11 기 경 황정 차 
3 ;;ζ「 주고 핵융합 켈정 자 양l'Il 원자력 처-....:. ξ1죠- 4- 세대 -까~、- 기속 

달 경 로 휩。 

술 기종로-. 
」생:L 4- 핵연 술안 경 로 에 술 기 기 

로 처-....:. -/A「-
와 

너 의한 술 .3ζ'--

료 로 지 . 
위한 술 기 • 'T'-ι 확 관 여'--' 기 

가 보 기 
련 

연 
신 혁 구개발 반 술 구개발 기 

기 
q; R1 

핵연 
연 

술 
술 ~’r 

구 

료 ~、-

반짚l 

기존 

원자력발전기술이 
。 。 。 까듀 

「、
。

온난화 대책에 

공헌 /". 
(단기적 관점) 

첼 
비책 2 

l 
개량기술이 

력 장기적인 온난화 。 。 。 。 。

71 대책에 공헌 

술개발 (중기적 관점) 

비전 3 이 

I-E1 혁신적 원자력 
표 에너지 기술에 。 。 。 。

로 의한공헌 

(장기적 관점) [一
"c" 

1:11 비전 4 
처-....:. 

원자력 에너지 。 。 。 。

기술이 열원으로서 

공헌 

비천 5 

원자력 과학기술이 。 。

기술혁션에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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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원자력기술개발에서 요구되는 주요 성능 요구 

성능 
요구 

안전성·선뢰성 지속가능성 정제성 
업지 제약 

원자력 
완화 

가술개발 

-경수로:플루서멀 -경수로 : 장래 

현재와동등 
(Pu-thermal) 설비 이용률 

정수로고도 계속적 추진 90% 
이용 

또는 그 이상의 
-U농축: -U 농축: 국제 

안전성 
t500tSWUj년 수준의 경제성 

달성 달성 

-플랜 E 설계 수명: -건설기간: 

차세대 피폭 선량 80년 307R월 이하 내진성: 면진 

쟁수로 대폭적 저감 -사용후핵연료 -설비 기술 채용 

발생량삭감 이용률:97% 

현재와동등 
개발도상국 

중소형로 또는 그 이상의 
전력 계동에 

안전성 
대한유연한 

대응 

-U, TRU의 -원자로 건설비: 

-노심 손상 
폐기물화 20만엔jkWe 

Jl 즈근는r 1 ;ζ)" λ ~~二
확률 : 10-6 j원자 

이행률 : 0.1%이하 이하 내진성: 면진 
주가 가숭 

로년 미만 
-저제염 TRU -재처리·연료제조 기술 채용 

연료에서 증식비 비 0.8엔jkWh 

1.2 이상 이하 
l -~2010년: 

원자력에 
열효율: 약 40% 

의한 수소 -노심 손상 확률: 
저l조 혁신 1(J7 j원자로 미만 -~2050년: 

기술 
열효율: 50% 
이상 

원형로 건설 
고효율(고압력) E라륨 고밀폐 판단까지 E리륨 

핵융합 
기능 증식/ 회수 기능 

정상운전법 

실증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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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수로고도이용 

2000 

r될"'1릭뿐뿔'1올 
2ffiO 2040 2030 2020 2010 

’ 초기 원전 40년 경과 
• 내진 back-check, 뿌l!!i'I'XIξ!“틀 토대료한 내전안전 픽보 
• 현형 경수료의 노후화 대응， 고연소도화 
• 가동률항상(검사진단기술. 러스크 정보 를용. 장주기 운전.노줄력 향상) " 'l'양때 );1진 2007.7.1 6 일롤 니카타현 中옐때에서 일샘힌 CH 규모 );1 진a-. ~6. 8) 

! 초기원전 6떤 경과 

.2030년대 목표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처문개λ| 

윈/'I t력의 /'1 1옥쩍 왈용을 위만 기울깨빌 
• 우라늄 농축， 신연료 기술 
• 방사성폐기툴 처리 쳐운기술 

• 사용후쩍연료 재처리기술 

• 원자럭시 설 폐지조치 기술 

액헌료쭈'It흰 '1슬 

(2)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기술개발 

i!l1II!I ι!i.킹강 !!fi!!t:I~킹 HI'한'f 용강 ·차세대경수로 지에|대농수로 

• 국내 원자로 교쳐I~I 01듬 
• 써 l계 표준원자료료서 해외시징진줄 

i!I!lJÁIi!f i9~(XlAI[J 강수로 등 a홈3자로g는 XI!!!8 Ál i!ffff [J강므로 AlJt i9줄 질ë!) 

iε l 

l 훌 n 대폭직 ccmpact화，유지비 용저강을 
l t.~--I l 흩힌 경제성 항싱찌| 기여하는요소기술 

3)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기술개발 

· 중소형로 총소영로 

우'è!Þ> :l/f!! 01용릉 UI !!fl!i 흘강 
f!/ÁHliiI끼/울 q쪽'f 강二ι 

상용윌);1혹댐驚擊 원헝로’온주 "94년 밍껴l 
현재 운전재개 준U I풍 

고욕흥식로"1잉 2inpl술 

짙 힘로 ’조요’ '77년 밍껴l 
현재까지 운전풍 

액융돔에IL1"'1 

><Sa‘011’e Tokamak 계획 1TER 설현을 위해 JT-60을 왈용한 연구개발계획 

온갈효iI 껑을 /JI줄 a는 킹a으~. [J 걷γ'i!f. f'fi!f'f 수쏘g조 

(4) 원자력 헥열이용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 활동 

1 원I문센| 잉얀 억싣 수소 껴|초'1술 .고온가스로 수소제조 시 스멍 
• 기술기반“S공정.고온가스로) 픽링 

고온가스로에 의한 수소제조시험 
잉껴l 

· 공잉재료즐 미용한 피01릇틀랜트에 
의한기술확립，성능검응 

(5) 혁신 원자력 기술개발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기술개발 

1 원R턱 요뻗표뱉쩍tll획싣 1울 

• 짜여|대 경우로， 융쪼헝로1 고옥응익로，액융압， 원/'I t력이| 의얀 우모매|쪼 등 역인 원/'I t력'1 올여| 린면된 얀먼엉 , 인뢰엉 
• 액먹깐머양엉을높이 '1 위만연구개발 
등을 꾀괴의 '1울깨발 과멍이| 포암"1=에 일깨|액으로 쭈민 

• 기존경수로의안전운전 효을화，노후화대쩍 

• 원 자럭에 대한 국민의 안전/신뢰 확보 

• 새 로운 원자력시 스밍 개올때l 필요한 기반기술 획보 

핵공학/로공학 

연료/재료공학 

환검/잉사션공학 

원/'I t력의 "1쪽쩍 왈용을 위얀 '1올재벌 
·해수우리늄회수기술 

· 운러연환기술 

원I흠’ '1초 기반기술 

• 환경내성/정화석물신풍증개랑 

• 연료전 XII수쇼쩌잠재료 개알 

• 고알전효을 태양전지 패널 개발 
• r:: .. hnn Nø，.""，I(E‘4톰~~l~DI ~ξ?'A딩 

(6) 어|너지 혁신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1 양지빌'1술역| 의믿 "'1구흰정늪빨'1술'1블 

수정되는 것을 

o f!!;l/잉 ;11줄 고도화를 동흩 n~71!!!!!I HJ~한혹 i9!i! 

현시점에서의 전망이며/ 추진내용은 각 단계에서의 평가를 거쳐 은
 

맴
 
함
 

드
 

로
 

이 

전제로 

※ 

혁신 기술개발 로드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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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그림 3-1> 분야별 



마_ 2100년 벼전 

지구온난화로 인해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 및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 

고 있는 가운데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하 rJAEAJ )에서도 r2100년 원자력 비 

전」 을 발표하였다. 이 비전은 2100년까지의 일본의 에너지 수급 추이를 전망하고/ 

현재 개발중인 다양한 에너지 관련기술의 실용화의 시기 및 규모를 가능한 객관적 

으로 전망한 후 정량화 및 단순화 한 에너지 수급 시나리오 형태로 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위한 2100년까지의 인구/ 경제성장률/ 환경에 대한 배려/ 자원제 

약 등의 기본조건들을 설정하여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 분야별(민생/ 산업l 운송)과 

에너지매체(전력/ 수소/ 화석연료)로 나누어 살펴보고/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재생가 

능에너지/ 화석연료/ 원자력 등의 1차 에너지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기간을 2100년으로 설정한 이유로는 화석연료(특히 원유)의 채취가능 기간/ 발 

전설비나 산업분야에서의 대규모 제조설비(예를 들면/ 용광로나 화학 콤비나트 

(combinat)) 등의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면/ 초장기적으로 지속가능 에너지 수급 구 

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향후 100년 이상이 펼요하므로 대상기간을 2100년 

으로 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정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올 목표로/ 

수요측면에서는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절약올 추진 

하고l 최종소비단계에서의 화석연료 연소 기회를 줄이기 위해 최종에너지 매체의 

집적화/ 전력사용(민생l 산업/ 운송)， 수소사용(산업l 운송)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옵션의 사례로는 전체 주택의 전력화/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 

차/ 철광산업의 환원재로서의 수소 이용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1) 210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 시스템 전망 

@수급사스탬 

장래의 에너지수급에 관한 주요 가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 2100년 인구를 6407만명， 1인당 GDP는 현재 의 2배 

- 2030년까지 13% 에너지절약/ 그 이후에는 일정 수준으로 함 

- 화석연료 의존 저감 

- 전력시스템/ 수소시스템을 대폭적으로 도입 

- 재생가능 에너지/ 원자력을 적극 도입 

- ccs 도입을 고려한 화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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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제조에서의 원자력 도입 

이 러한 가정을 전제로 계산한 결과로는 <그림 3-2>과 <그림 3-3>와 같이， 2100 

년의 최종 에너지 소비(수요)는 현재 대비 42% 감소/ 전력 소비는 약53% 증가가 되 

어/ 최종 에너지 소비에 차지하는 전력의 비율은 현재의 24%~62%의 큰 폭으로 증 

대될 것이다. 

PJ 

20000 

15앉입q 

10당00 

5000 

o 

PJ 
20000 

15000 

10000 

5000 

Q 

2000 2020 2딩40 2060 20앉원 깅 100 

※ PJ ; peta joule(1015 joule = 1，000조 joule) 

<그림 3-2> 최종 에너지 소비의 분야별 내역의 추이 

기타(재생가능l 핵열증기 등) 

g잉00 202앙 강040 20흉앉 2080 2100 
연도 

<그림 3-3> 최종 에너지 소비외 에너지 매체별 내역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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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소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8%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에너지 소 

비 매체로서의 화석연료 사용을 가능한 한 줄여/ 상당 부분을 전력과 수소로 조달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급측의 I차 에너지원으로서는 재생가능 에너지(태양광/ 

풍력/ 태양열/ 지열/ 수력 등)나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이 보다 쉽게 될 것이다.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경우에서도 설비를 규모를 크게 하거나 집중시키기 위해 이산화탄 

소 회수·저장(C영 Carbon Capture and Storage) 시스템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을 보다 쉽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측 사스탬 

앞서 언급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 공급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전력 공급을 위한 1차 에너지원 구성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태양광l 풍 

력/ 수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가능한 한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 중 핵분열 원자로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증설 단계/ 천연 우 

라늄 자원 조달을 무리없이 실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화력발 

전에서 원자력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핵융합로는 연구개발 진 

척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여 전원 다양화로 에너지 안전보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현 단계에서는 차세대 경수로의 증설올 추진하고， 2045년부터는 고속증식로 

로 추진하여， 2055년부터는 핵융합로 도입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PJ 1000억 kWh 

7양00 r 20 
18 
15 
13 
10 
g 

5 
3 

o L g 

2000 2020 정Q셰。 2060 208α 2100 

※ 1 kWh=3,600,OOO J 

<그림 3-4> 전원별 발전 전력 량의 추이 

- 57 -



이상의 결과 <그림 3-4>과 같이 2100년 발전전력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율 

은 핵분열 원자로가 53%(그 중 경수로 18%, 고속증식로 35%), 핵융합로가 14%, 

합계 67%로 예상된다. 

석유 화력은 2050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석탄 화력은 원자력과 

대등한 기간전원으로서 천연가스 화력은 양수식 수력 발전과 더불어 계절이나 시간 

대에 의한 전력 수요의 변동에 따른 예비 공급력으로서 모두 C영 시스템 도업을 

전제로 계속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전력량을 공급하기 위한 각 전원의 설 

비 용량을 <그림 3-5>에 나타내었다. 

전력의 설비용량에서 원자력 점유율은 핵분열 원자로가 31%(그 중 경수로 10%, 

고속증식로 21%), 핵융합로가 9%, 합계 40%로 추정하였다. 한편 재생가능 에너지 

중 수력을 제외한 재생가능 에너지(태양광 및 풍력)는 자연 조건에 의한 발전량 변 

화가 크므로 결과적으로 설비이용률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설비용량에서의 점유율은 

발전 전력량 비율보다 훨씬 크다. 

GWe 
450 
400 

350 
300 
껄흘g 

웰00 

150 
100 
휩업 

g 

저|요” 

2000 20강g 

도
 

鋼연
 

월060 월g용o 2100 

<그림 3-5> 발전 설비 용량의 추이 

수소 제조를 목적으로 한 고온가스로에 의한 열공급 시스템 실용화는 2030년대 

까지 설계-건설에 펼요한 준비를 실시하여 2040년부터 상용화하도록 하고 있다. 

2050년경부터는 제철 산업에 있어서의 환원재인 코크스(석탄 제품) 대체재로 수소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온 가스로와 IS 법에 따르는 수소 제조는 화석연료를 원재료 및 열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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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 방법에 비해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정이며/ 

배출 억제를 위한 ccs 도입이 펼요 없다. 또/ 다른 일차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이 
용하는 전해법보다 종합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상의 결과에서 일본의 일차에너지 공급량의 추이를 <그림 3-6>에 나타내었다. 

현재 85%를 차지하는 화석연료의 비율을 30%에 축소시켜/ 일본의 에너지 안전보장 

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의 비율을 70%로 확대시키고 있다. 최종 에너지 소비의 에너지 매체 대부분 

을 전력과 수소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고속증식로나 핵융합로에 수소 제조 설비를 

병행하여 설치함으로써/ 장래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서도 원자력 설비의 가 

동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력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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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1차 에너지 공급외 에너지원별 추이 

(잉 환경과 자원의 관계 

상기 전망에 따라 210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림 3-7>에 나타내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50년에 약 54%, 2100년에는 90% 억제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대폭적인 억제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논의가 계속될 예 

정이지만/ 선진국이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의 

의가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 대책으로서의 배출권 거래 

제도의 추이에 따라 일본이 큰 외교력과 경제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2050년의 억제 목표를 54%로 하고는 있지만， 60%로 억제 목표를 설정 

할 경우 이번 비전에서 제시하지 않은 미개발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다 강력한 에너 

지절약 대책을 추진하고/ 산업구조에서의 제조업 비중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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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JAEA에서 첨단 방사선이용 

기술로 개발중인 “양자빔 기술”의 경우/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여 방사선 

가공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제조할 수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기술을 실용화시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 

의 상당 부분을 억제할 수 있으며/ 석유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백만톤-C02 

140α 

‘1200 

10암g 

80α 

월암Q 

4양o 

강앙Q 

g 

2000 

32% 삭감(2005년대비 ) 

90% 삭감 

g엉20 휠잉40 2060 2080 2100 
연도 

<그림 3-7>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이 

<그림 3-8>은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의 기술 요인별 기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원자력과 다른 기술을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한 것으로/ 

이 

가 

장 아랫부분의 「비전」 값은 <그림 3-7>과 일치하고 있다. 2100년의 배출 억제를 

위한 기여도에서는 원자력발전에 의한 배출 억제는 38%, 고온가스로의 산업이용에 

의한 배출 억제는 13%로 원자력이용에 의한 배출 억제는 합계 51%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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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요인별 기여도의 추이 

2100년까지의 화석연료(석탄l 석유/ 천연가스) 수요량 추이를 <그림 3-9>, 천연 

우라늄의 누적 수요량 추이를 <그림 3-10>에 나타내었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지만/ 이 때문에 천연우라늄 수요가 증 

가되어 우라늄 시장에서의 공급부족올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이나 고온가스로를 이용하여 전주기에서 총비용에서 연료비 비율을 화력 

발전에 비해 낮추거나/ 만약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격 상승 자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JAEA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해수에 용해되어 있는 천연우라늄 회수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양자빔 기술개발 일환으로서 고선택성 금속 포집재 개발 

을 추진중이지만/ 장래 우라늄 공급 상황에 따라서는 조기에 상업화로 연결될 기술 

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핵분열 원자로)의 계속적 이용에도 불구하고， 2100년경부터는 천 

연우라늄은 거의 수업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핵분열 원자로를 

운전하면 핵연료 물질인 플루토늄이 원자로 내에서 생성되고 이것을 MOX연료로 

제조하여 이것을 경수로발전에 이용하는 플루서멀(Pu-thennal)을 추진하고 있다. 제 

조된 핵연료 일부는 고속증식로의 본격적 운전을 개시하는 2045년까지 기간 동안에 

는 경수로를 이용하여 고속증식로의 도입 개시에 필요한 양을 축적할 계획이다. 고 

속증식로의 도입 개시 이후에는 재처리 시설의 설비 용량을 확대시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경수로에서 고속증식로로 이행하는 과정을 <그림 

3-11>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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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화석 연료 수요량의 추이 

( 10000tonU) 
살 50 

용00 

재 래 형 자 원 10% (Uranium 2007) 

150 

100 
재래형 

월o 

얹 

짤Q따Q 강뼈끊뼈 
연 도 

월 l 않o 

<그림 3-10> 천연 우라늄 누적 수요량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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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까지의 경수로 및 고속증식로의 설비용량 추이를 <그림 3-12>, 수소 제조 

를 담당하는 고온 가스로의 설비 용량의 추이를 <그림 3-13>, 핵융합로의 설비 용 

량의 추이를 <그림 3-14>,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설비 용량의 추이를 <그림 3-15>에 

각각 나타내었다.<그림 3-15>에는 고온가스로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필요한 

설비 용량도 포함되어 았다. 

(G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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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앉 

2000 20룹Q 

연도 

2100 

※ FBR 상용 이용 개 시 (2045년) 이 전에 몬주 및 섣증로 도입 

<그림 3-11> 경수로로부터 고속 증식로에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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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경수로 및 고속 증식로의 설비 용량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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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0ε 경수로 : 약 0.33)를 곱해야 함) 

<그림 3-13> 고온 가스로 설비 용량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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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핵융합로설비 용량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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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설비 용량의 추이 

(페 향후 과제 및 시사점 

2100 

일본은 상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합의 형성 l 지구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원자력 고유의 과제 등에 대한 해결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D 사회적연 합의의 형성 

이산화탄소의 배출 억제와 에너지 안정공급의 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급 시 

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전환을 위한 단계 및 대규모 설비 갱 

신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큰 방향성에 관계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 사회 구성원들이 명확한 당사자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에 근거 

해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가해야 함 

- 장기간에 걸쳐 합의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정확 

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야 함 

- 합의가 도출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 당사자들뿐만 아 

니라/ 필요한 자원 등에 대한 합의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JAEA는 현시점에서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고속증식로/ 고온가스로/ 

핵융합로의 연구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들 시스템을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 

해 전주기를 통한 경제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것을 사회에 보다 알기 쉽게 홍보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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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지구 차원에서의 과제 해결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인류 공통 과제이며/ 그것의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 또한 장래의 기간 에너지원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았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력에너지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일본은 원자력개발·이용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일본의 원자력산업 기술력은 

세계 시장의 선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2]. 또한 앞으로도 원자력산업에 

대한 기술적 우위성을 계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포함한 

과학기술 기반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므로， JAEA가 원자력의 핵심적 연구 

개발 기관으로서 기초·기반 연구의 추진이나 주변 기술 영역에의 파급효과 창출/ 인 

재육성을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고유의 과제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등 「연구 

최종단계 대책」 이 전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16>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과 그것의 처분올 위해 필요한 처분장 누적 

면적의 추이를 나타내고 았다. 원자력 에너지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 최종단계 대책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 

가 있다， 

현재 JAEA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서 장기간에 걸쳐 방사선을 방출하는 장수 

명 핵종을 분리하여 고속증식로나 가속기 구동 시스템을 이용해 이들 핵종을 단수 

명 핵종으로 핵변환하는 기술(분리변환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3-16>은 

고속증식로에 의해서 발생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이 기술을 적용한 그래프이지 

만/ 경수로에서도 별도의 핵변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분리변환 기술의 적용이 가 

능하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처분해야 할 폐기물이 천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보 

관·유지하는 잠재적인 유해도를 1/100 정도로 저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열성 

핵분열 생성물의 분리와 장기간(100~300년간) 보관을 동시에 할 수 있음으로써 처 

분장 면적을 수분의 1에서 백분의 1 정도로 축소할 수 있다. 

원자력 이용 확대로 상기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폐지에 따른 발전소 폐기물이나 재처리 공장에서 발생되는 장반감기 방사성 폐기물 

등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저준위 방사성폐 

기물의 처리·처분이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처분 시설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콜라어란스(Clearance) 제도(방사성 수준이 일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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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밑도는 폐기물을 일반 산업 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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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고화체 제작 후/ 예를 들면 50년간 냉각 후 처분하지만/ 여기에서는 유리고화체 제작 

년도의 발생량을 처분장 면적으로 환산했을 경우를 나타내므로/ 실제로 매년도에 필요한 

처분장 면적과는 다름. 

<그림 3-16>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추이 

우랴나라에서도 2008년 8윌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이 녹색성장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명시됨으로써 

2030년에는 원전의 설비용량은 36-41%, 발전비중은 52-59%로 전력생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 

해서는 앞서 일본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 

이므로 이들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야 할 것 

이다， 

2. 멸본의 2005년 방사션이용 경제규모 

본 내용은 2007년 12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 내각부 위탁사업으로 

수행한 '2007년도 방사선이용 경제규모에 관한 조사보고서에서 발춰l한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1997년 방사선이용 경제규모에 비해 방사선이용뿐만 아니라 에너지이용을 

포함하여 경제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원자력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 시 

장가치를 산출한 것이다. 단/ 경제적 파급효과는 포함하지 않고 직접적인 경제성과 

만을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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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규모 산출방법 

경제규모 산출은 방사선의 공업이용/ 농업이용/ 의학·의료이용/ 에너지 이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그룹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체제로 실시 

되었다. 

공업 분야에서는 관련제품은 매출액에 방사선이용 기여율을 곱하고/ 방사선발생 

장치는 기기 매출액으로 하였다. 각 제품 매출액의 객관적 통계치가 없는 경우 관 

련회사에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조사이용/ 돌연변이 육종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농산물 

로서 각 매출액으로 하였다. 

의학·의료분야에서는 의료보험이 되는 국민 의료비 중 의과/ 치과에 대해 MRI 

(자기공명단층촬영)를 제외한 화상진단/ 방사선치료l 검사의 비율에서 계산하고/ 기 

타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방사선이용은 합산하였다. 

에너지이용에 대해서는 각 전력회사의 경상수익에 원자력발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참고값으로 경제규모와 시점을 기업/ 건설회사의 입장에서 원자력발전 주 

변기기제조/ 관련 작업의 경제균모도 계산하였다. 

평가대상 연도는 2005년도로 하였으며， 1997년도에 발표한 경제규모의 내용과의 

비교를 위해 일본의 국내기업물가지수(2007년 일본은행조사통계국)를 이용하여 아래 

와 같은 실질가격 수정인자( deflator)4이를 활용하여 조정하였다. 

연도 

실질가격 수정인자 

냐.평가컬과 

(1) 공업분야 

1997년 

103 

2000년 

100 

2005년 

97.7 

경제규모 조사대상 공업분야는 @ 조사설비(전자가속기/ 진단용X션장치)， (2) 방 

사선계측기기 등(방사선측정기/ 방사선방호기기 등)， @ 비파괴검사，@ 방사선멸균 

(전자선， y선에 의한 사용후 의료용구 멸균)， (5) 고분자 가공(래디얼 타이어/ 전선 

케이블/ 발포체 등)， @ 반도체 가공의 6개 항목이었다. 

상기 제품에서 차지하는 방사선 기여율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도체 

40) 경제량을 계열별로 분석할 때/ 실질가격변동 산출을 위해 이용하는 가격수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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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은 25%, 래디얼 타이어 가공은 4%를 적용하고/ 다른 방사선 가공제품은 제품 

출하 금액을 그대로 경제규모로 산정하여 계산하였다. 

- 반도체 가공 : 집적회로 제조 핵심인 전자선 인화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래디얼 타이어 가공 : 조사(照、좁) 대상인 고무 부품이 래디얼 타이어 전체 양 

에서 차지하는 중량비 

(잉 농업분야 

경제규모 조사대상 농업분야는 @ 조사(照흉)이용，(2) 돌연변이 육종， @ RI 이 

용·방사능 분석 의 3개 항목이 었다. 

경제규모 산출은 대상 농산물에 관련된 방사선조사·분석의 사업규모/ 방사선을 

이용한 농산물/ 제품/ 육종에 대해서는 방사선이용 가치가 그 성질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어 금액 산정은 그 제품의 출하 금액으로 하여 기여율을 적용 

하였다. 

(페 의학·의료분야 

경제균모 조사대상 의료·의학 분야는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에서 방사선을 쪼인 

환자나 피검자들이 그 대가로서 의료기관에 지볼한 금액을 계산한 방법으로 평가하 

였다. 의료행위를 보험진료와 그 이외의 진료로 나누어 분석하여 쌍방을 합하여 산 

출하였다. 

2005년도 외과/ 치과의 경제규모는 건강보험과 DPC41)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1 

조 5，854억 원으로 평균가격 비율은 외과진료 행위가 91.9%, 치과진료 행위는 8 .1%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DPC를 고려한 경우의 외과/ 치과의 전체 평균 

경제규모는 1조5，061 억 원으로 의학·의료 방사선 이용 합계의 97.93%이며/ 개인이 

지급한 진료의 경제규모는 2%정도로 국민들의 대부분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1) DPC(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의 일 

종 정액제로 지불되는 포괄평가제도로 보험진료 지불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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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방사선 공업이용 경제규모 

(억엔) 

조사 \항목 \\ 연도 
1997년 2005년 

펴가균격 실질가인자격 평균가%격) I가엿균격 실질가자격 평균가격 수정 수정인 
적용 비율( 적용 비율(%) 

@조사설비 4,274 4,150 19.6 4,647 4,756 20.2 

@방사선계측기기 728 707 3.3 1,014 1,037 4.4 

@비파괴검사(RT) 315 306 1.4 1,100 1,126 4.8 

@방사선멸균 2,147 2,084 9.9 1,703 1743 7.4 

@고분자가공 1,206 1,171 5.5 999 1022 4.4 

@반도체가공 13,103 12,721 60.2 13,490 13,808 58.8 

합계 21,773 21,139 100.0 22,952 23,492 100.0 

※ 실질가격 수정인자 열은 2000년 물가지수를 기준(100)으로 한 수정인자 보 
정값 

<표 3-5> 방사선 농엽이용 경제규모 

(억엔) 

F싫져t 
1997년 2005년 

평가균격 수 실정질가인자격 평비균율가(%격) 펴가균격 수 실정질가인자격 평균가%격) 
적용 적용 비율( 

@조사이용 110 106 3.5 102 104 3.7 

식품조사 18 17 9 9 

해충구제 77 74 67 68 
멸균 15 15 26 27 

@돌연변이육종 2,971 2,884 95.5 2,539 2,598 91.1 

벼 2,935 2,849 2,453 2,510 

기타 36 35 86 88 

@RI 이용 29 28 0.9 145 148 5.2 

RI를 이용한 연구 7 7 4 4 

방사능분석 21 20 140 143 

C-14 연대측정 1 1 1 1 

합계 3,110 3,018 100.0 2,786 2,850 100.0 

※ 실질가격 수정인자 열은 2000년 물가지수를 기준(10이으로 한 수정인자 보 
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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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의학·의료분야의 방사선이용 경제규모 

(억엔) 

조사항 ~목\ ~\ 연도 
1997년 2005년 

췄뀔 
실질가인자격 평균가격 가 I엿균격 실질가인자격 평균가%격) 수정 수정 
적용 비율(%) 적용 비율( 

@의과진료행위 10,926 10,607 91.4 14,570 14,912 91.9 
RI를 이용한 검사 2 2 0.5 0.5 

화상진단(MRI제외) 10,360 10,058 13,492 13,809 

방사선치료 564 547 1,077 1J02 

@치과진료행위 1,032 1,002 8.6 1,284 1,314 8.1 

화상진단 1,027 997 1,279 1,309 

방사선치료 5 5 / 5 5 

의과+치과 경제규모 // 

(지건강 않보음험)/ DPC 고려하 11,957 11,608 15,854 16,226 

의과+치과 경제규모 
12A61 12,098 99.98 15,061 15A16 97.93 

(건강보험， DPC 고려) 

개언지급 진료의 경제규 3 3 0.02 318 325 2.07 
모 

의학· 의료 방사션이용 
12,464 12,101 100.00 15,379 15,741 100.00 

합계 

※ 옳질가격 수정인자 열은 2000년 물가지수를 기준(100)으로 한 수정인자 보정 

(4) 원자력 에너지이용 

원자력외 에너지이용 분야는 발전/ 화학공업 프로세스/ 원자력선/ 해수담수화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본의 총 발전 전력량의 약 1/3을 차지하 

는 원자력발전의 판매가격으로 경제규모로 평가하였다. 또한 원자력산업 부문에서 

의 평가를 위해 원자력기기 수출도 평가에 포함시켰다. 

2005년 원자력발전 판매가격은 1997년에 비해 실질가격 수정인자를 적용한 경 

우에 약 15% 정도 감소된 것이 특정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사건/ 사고/ 고장 등 

으로 원전의 평균가동률이 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자력기기의 수출은 

1997년에 비해 약 6배인 379억 엔으로 도시바(Toshiba)의 WH사 인수 등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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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원자력 에너지이용 경제규모 

(억엔) 

조꿇각f 
1997년 2005년 

췄캘 수 실정질가인자격 평균가격 가 펴균격 수 실정질가인자격 평비균율가(%격) 
적용 비율(%) 적용 

@원자력발전 판매가 57,849 56J61 99.9 47,039 48J46 99 .2 

@원자력기기 수출 67 65 0.1 371 379 0.8 

합계 57,916 56,226 100.0 47,410 48,525 100.0 

다. 결론 맞 샤사점 

<표 3-8>은 일본의 1997년， 2005년도의 방사선 및 원자력에너지 이용의 경제규 

모를 나타낸 것이다. 1997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총 경제규모는 앞서 언급한 

에너지이용 합계가 18% 정도 감소됨에 따라 1997년에 비해 7% 정도 감소되었지만/ 

공업분。k 의학 · 의료분야의 증가로 방사선이용 합계는 1997년에 비해 1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방사선 및 원자력 에 너 지 이 용 경 제 규모(1997년， 2005년) 

1997년 2005년 

구분 실질가격 
평균가격 

실질가격 
평균가격 

평균가격 수정인자 평균가격 수정인자 
적용 비율(%) 적용 비율(%) 

공업분야 2t773 2t139 23 22,952 23A92 26 

농업분야 3J09 3,018 3 2,786 2,852 3 

의학/의료분야 12A64 12,101 13 15,379 15,741 17 

방사선이용 합계 37,346 36,258 39 41,117 42,085 46 

원자력발전 수요 57,846 56,161 61 47,039 48,146 53 

원자력기기 수출 67 65 0.1 371 380 0.4 

애너지이용 합계 57,913 56,226 61 47,410 48,526 54 

[총계l 95,260 92,485 100 88,528 90,6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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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력이용과 방사선이용부문 경제규모는 <그림 

3-17>과 같이 에 너 지 이 용이 54%, 방사 

선이용이 46%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 2005년도의 방사선이용 부 

문별 경제규모를 비교해 보면， 2005년도 

의 방사선이용은 1997년 대비 10% 증 

가되었으며/ 부문별 증감은 공업이용 

23%, 의학·의료이용 5%, 농업이용은 

-10%로 공업과 의학·의료 부문이 증가 

하고 농업부문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7> 원자력이용 경제규모 (2005년) 

(억엔)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997년 

10'l. 

5 '.1; 

- 10 '.1; 

23'.1; 

2005년 

1997년， 2005년 에 너 지방사선 

이용의 경제규모에서는 2005년도 

원자력이용은 1997년 대비 7% 감 

의학/의료 소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에너지이 

이용 용은 18% 감소되었지만/ 방사선 

농업이용 

공업이용 

이용은 10% 증가된 것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3-18> 방사선이 용 분야별 추이 (1997년/ 

2005년) 

이상에서와 같이 일본의 방사 

선 및 원자력에너지 이용 분야에 

서 원자력에너지 이용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방사선이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원자력에너지 이용뿐만 아니 

라 방사선이용에 대해서도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산업회의에서 발간되는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가 있지만/ 이는 원자력발전사업체 및 원자력공급산업체 등 원자력에너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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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엔) 

100,000 -7% 

80,000 

-18% 

60,000 

40,000 

20,000 10% 

0 
1997년 2005년 

에너지이용 

용에 대한 조사로 국한되어 있으 

며/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발간하는 방사선이용실태조사와 

방사선이용통계에서는 주로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에 국한되어 조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과 같이 방사선이용에서 

농업이용/ 공업이용/ 의학·의료이용 

등 다방면의 이용에 대한 조사를 

방사선이용 통해 원자력이용에서 방사선이용 

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2001년 7월 제251차 원 

자력위원회에서 확정된 “제2차 원 

<그림 3-19> 원자력이용 분야별 추이 (1997년/ 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방 

2005년) 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 

을 통해 원자력 매출액에서 비발전분야의 비중을 30% 수준(현재 10%)으로 증대시 

킨다“는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이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방사선이용 확대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업 / 농업/ 의료 등의 각 분야에 어느 정도 기여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장래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의 기 

초자료의 조사가 펼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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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제동향 주요 이슈 분석 

1.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정 책 동향 

가. 개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1991년 12월 Belovezhsk 협정 체결로 구소련 체제의 와해 

가 기정사실화 된 직후 카자흐스탄은 12월16일 구소련 구성 공화국 중 가장 늦게 

독립을 선언하고 同年 12월21일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하면서 신생 독립국이 되 

었다. 이후 1993년1월 헌법을 채택(이후 1995년 8월 신헌법 채택과 1998년10월 개 

정)하였으며 대통령제와 상원하원/ 지방자치제등을 채택하고 있다 

국토 면적은 2,724,300 km2로 세계 9위이며 국경선은 총 12J87 km로 러시아 

6A67km, Uzbekistan 2,300km, 중국 t460km, Kyrgyzstan 980km, Turkmenistan 

380km로 이웃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요충지대로 위치하고 있다. 인구는 15.6백만명 

(2008년 추정/ 인구 밀도 5.5명jkm까으로 2003년 - 2007년의 평균 인구 증가율은 

0.9%에 추정되고 있다. 수도는 Astana (1997.12.10 이후/ 인구는 52만 8천명)이고 2 

개 특별사 (Astana， Almaty)와 147ß 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4개의 주요 

도시가 있다. 국어는 카자흐스탄어이고 러시아어는 공용어로 사용되며/ 종교는 이 

슬람교(수니파)와 러시아 정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종 구성은 카자흐인(855만/ 

57.2%), 러시아인(407만， 27.2%)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 우크라이나인/ 우즈벡 

언/ 독일인으로 구성되어 았으며 한민족(고려인)은 10만으로서 0.7%를 차지하고 있 

다. 

※ 출처 NTI Country Profile. Kazakhstan 

<그림 3-20> 카자흐스탄의 독립시 주요 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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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1991년 12월 구소련 붕괴시 중거리 탄도미사일， TU-45 전략폭격 

기/ 순항미사일등 총 t4107~ 의 탄두(세계 4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Semipalatinsk 

핵무기 실험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우라늄 채굴/ 정련/ 광물 처리 관련 227~ 

시설과 폐기물 저장 및 처분 시설 4개/ 그리고 4개의 연구로와 핵연료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1991년 12월 구소련에서 독립시 러시아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핵무기의 러 

시아로의 반환/ 고농축우라늄의 미국으로의 이전/ 핵실험장의 폐쇄 등이 진행되었 

다. 반면 산업폐기물/ 토양오염/ 사막화/ 

각한 환경문제를 또한 가지고 있다. 

핵실험장 방사능오염 등 카자흐스탄은 심 

에너지자원의 경우 카자흐스탄은 160여개의 석유와 천연가스 부존지역이 있으 

며 추정매장량 7억톤(확인매장량 19억m3， 2007 BP 통계)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또한 석탄은 107~ 의 주요 탄광지역을 포함하여 155개의 

탄전이 았으며 t600억톤의 추정 매장량(확인 매장량은 313억톤， 2007 BP 통계)을 

가지고 았다. 그라고 tOOO-t100억베럴(확인매장량 398억배럴， 2007 BP통계)의 추정 

석유 매장량 등 8.7 trilIion US$ 가치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라고 주요 광물자원의 보유 추정량은 크롬/ 바나륨/ 비스무스/ 볼 

소는 세계 I위이며/ 철/ 납/ 아연/ 령스댄/ 몰리브덴/ 인산염/ 구리/ 나트륨/ 카드늄은 

세계 주요 자원보유국에 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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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카자흐스탄 주요 광물자원의 세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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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카자흐스탄 경제 동향 

카자흐스탄은 1991년 독립이후 구소련 경제체제로부터의 분리에 따라 1995년까 

지 경제성장 둔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신생 독립국가연합국 중 다양한 국가 개혁 

을 통하여 2001년 이후 10% 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GDP 성장률은 9.5%에 달하고 있으며 2007년 추정 GDP는 1，038억 

달러로 추정되며/ 산업구조는 서비스 54.8%, 제조업 39.4%, 농업 5.8%로 나타나고 

있다. 

※ 출처: Country Profile 2008, World Bank 

<그림 3-22> 카자흐스탄의 독립이후 경제성장율 추이 

카자흐스탄 경제는 농업과 광업이 주요 산업이며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의 경 

제의존도는 74.1%에 달하고 있다. 2007년 수출은 483.5억 달러/ 수입은 332.1 억 달 

러에 달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은 석유와 석유제품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 

다.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 스위스/ 중국/ 러시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I 주요 

수입품으로는 기계 및 장비류가 50% 수준이며 이외 금속류와 광물/ 화학제품이 차 

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러시아가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중국과 

독일/ 미국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65만 bjd로 증가하였으며， 2020 

년에는 400~800만bj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요 석유 수출국으로 부상이 전망 

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2008년부터 가스 순수출국이 되었으며 천연가스 생산 

량은 2007년에 약294억 m'이었으나 2015년에는 360억 m' (수출량은 248억 m' )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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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카자흐스탄의 무역 현황 (2007) 

주요 수출품 2007 비율，% 주요 수입품 2007 비율，% 

광물 69.7 기계 및 장비류 46.6 
그 -쇼 p ---, 17.1 그 -쇼 p ---, 13.3 

농산물 4.3 7f1T둥 ~ 13.1 

화학제품 4.0 화학제품 10.6 

주요 수출국 2007 비율，% 주요 수입국 2007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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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카자흐스탄의 석유 생산 추이 

카자흐스탄은 가격 자유화/ 무역구조 왜곡 완화/ 중소기업 민영화 등 구소련국 

들 중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외국인 투자유치 체제 구축I 

전력분야의 민영화/ 은행개편과 연금제도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공공 부문 

관리체제 도업과 석유와 광물자원분야로부터 수입 일부를 국가 재원(nationaI Fund) 

조성을 포함하여 현대화된 공공서비스 기반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반면 재정 및 

예산 절차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농촌지역의 토지 개혁/ 중소기업 여건/ 부패 

청산면에서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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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외국 차관 및 상엽적 투자 등에 따른 건설과 금융에서의 과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로 건설과 금융분야 (지난 2년간 국민총생산 

이 절반 정도 해당)의 확대가 둔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둔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급측면의 제한도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많은 전 

문분야 노동력의 부족/ 부족한 하부 구조/ 전력부족/ 대도시의 교통 정체 (bottleneck) 

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과제로는 효과적인 석유 이익금 관리/ 기업 여건 개선에 

따른 경제 다변화/ 인적자본 개발/ 농업 및 수자원 개발 관리/ 정부 정책 개발기능 

의 강화/ 기업 여건 개선을 위한 하부구조의 개선 등 경제개혁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2008년-2012년의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6~8% 수준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경제개혁 지속과 기간산업 인프라 투자l 자원 생산 확대와 수출을 통하여 경 

제위기 극복과 고도 경제성장 지속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잉여 석유 수입금의 

일부를 국부펀드(National Oil Fund of Kazakhstan)로 조성 (2007년 10월 200억 달러 

규모)하여 경제 개발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카자흐스탄 원자력 정책 동향 

(1) 에너지 소바 및 전력 수급 동향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소비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주로 의존해오고 있으며/ 그 

림 6.은 독립 이후 일차에너지 소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이후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에너지소비도 50% 수준으로 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01년 경제회복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력 수급의 경우 5개 수력발전소를 포함 71개 발전시설(시설용량 17GWe)이 

가동중이며， 2007년 기준 전력생산량은 76.34 Billion kWh, 소비량은 76.43 Billion 

kWh, 수출량은 3.7 Billion kWh, 수입 전력 량은 4 Billion kWh에 닿하고 있다. 발 

전량 구성은 수력이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화력발전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석탄화력은 2/3를 점유하고 이중 80%정도가 열병합발전)은 석탄이 

풍부하고 중공업이 밀집한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력도 북부지역의 lrtysh 

강에 위치하고 있다. 독립이후 국영전력회사 KEGOC(kazakhstan Electricity Grid 

Operating Company)를 1997년 설립하고 발전부문은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전 

력분야의 인프라 부족 및 시설 낙후 그리고 경제 성장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발전.송전.배전 설비 투자 부족으로 전력부족은 심화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독자적인 전력망이 없으며/ 송전망은 러시아와 연결된 북부지역에 

2개/ 중앙아시아 네트원에 연결된 남부지역 1개가 있다. 러시아로는 전력을 수출을 

그리고 중앙아시아로부터 전력 수업을 하고 있고 북부에서 남부로 송전이 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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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카자흐스탄의 일차 에너지 소비 추이 

루어지고 있으며 송전선의 낙후와 송전의 장거리로 송전 손실이 15%정도로 추정되 

고 있다， 전력기자재는 대부분올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GE는 발전기/ 

ABB는 송배전 부분과 발전부문의 공학적 설계/ 기기 공급올 하고 있으며 이외에 

독일과 러시아가 주요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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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OECDjIEA, Energy Statistics 

<그림 3-25> 카자흐스탄의 전력 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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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USDOEjEIA Country Profile 

<그림 3-26> 카자흐스탄의 송전망 

(잉 원자력 정책 동향 

(가) 원자력행정체제 

카자흐스탄 원자력행정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원자력 이용개발을 관장하고 있 

으며 관련 조직으로 원자력위원회(Committee of Atomic energy)와 원자력국 

(Department of Atomic energy)이 있다. 원자력위원회는 구 원자력기구((Atomic 

Energy Agency))를 개편하여 설치되었으며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핵물질 통제를 담 

당하고 있다. 원자력국은 우라늄 산업과 원전사업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 

하에 국영원자력산업체(Kazatomprom)， 카자흐원자력센타(NNC)， 원전기술개발 지원 

기관/ 원자력안전기술 지원기관(Nucelar Technology Safety Center), 그리고 원전설 

계 및 타당성 연구센타/ 카자흐-러시아 합작산업체가 있다. 

(냐) 원자력발전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없으며/ 구소련시절 해수담수화와 발전 겸용인 고속로 

BN-350 (전력 135MWe + 해수담수화 8α000 m3j day, 17%-26% 우라늄 농축 핵연 

료 사용)을 1972년 가동하였으며 재정 및 기술적인 문제로 1999년 가동 중단 및 해 

체를 결정하였다. 2000년에 핵연료를 인출하였으며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폐로 

와 관련한 안전성 분석 등 BN-350의 해체가 국제 지원으로 진행중에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경제성장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점유율을 20%까지 증가하는 장기 원전 도입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2년 8월 20일 2002-2030 우라늄산업과 원자력공학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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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development of a ur빼빼때때iur뼈n in뼈n떠1띠du많stry a빼n띠d nu떠1 

200따2-깅203애o ye많ar염떼s히)을 승인하였으며 최근 2008-2030원전 산업 구축과 개발 계 획 

(Nuclear Power lndustry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08-203이이 수립 되 었다. 카자흐원자력 센 타(NNC: National 

Nuclear Cente이는 2030년 전력 장기 예측 및 추가 전원 분석/ 원자력 발전(600MWe 

기준)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해왔으며/ 전원구성을 현재 화력 (88%)과 수력( 12%)중 

심 에 서 2030년 화력 55%, 수력 15%, 원자력 20% 로 목표로 설정하고 원전설계 기 

관 설립/ 최신 연구로 건설/ 원전건설을 위한 제조업체와 기자재 업체의 통합 기업 

출범 Semipalatinsk test에 폐기물저장고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리 시설 건 

설/ 혁신 원자로 개발 및 핵연료 개발/ 인력 양성 및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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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차자흐스탄 원자력연구센타(NN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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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카자흐스탄의 원자력행정체제 

2030년까지 원전 도업 계 획을 보면 2030년까지 3600~4，OOOMWe(원전 점 유율 

17~22% )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고 국내 가용자원 활용 극대화 및 원전 설계와 건 

설의 국제협력/ 안전성 확보/ 재순환주기의 실현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원전노형으로 Gen-lll, lll+ PWR( 또는 BWR) 도업을 계획하고 West Kazakhstan에 

900MWe (300MWe급 371) 원전 도입과 South Kazakhstan에 3,OOOMW e ( 600-1,000 

MWe 급 원전 3~571 건설)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도시에 열과 전기 

공급을 위한 소형원전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2011년 Aktau(BN-350 부지/ 현재 우즈백에서 전력을 수입)에 러시아와 협력으 

로 신규 원전 2기(VVER-300)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6년 7월 

카자흐는 러시아와 협력으로 합자회사 Atomnye Stantsii(중소형로의 설계/ 건설 판 

매)를 설립하였으며 러시아의 Atomstroyexport사가 최초 호기 건설이 전망되고 있 

다. 2007년 12월 Kazatomprom은 지 방정 부가 2009년에 완료 예정 인 타당성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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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7만 

고온가 

승인을 하였으며/ 정부도 이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임을 밝힌 바 있다. 

카자흐원자력센타(NNC)는 2007년부터 쿠루차토프시에 열출력 5만kW(열공급 

kW, 전력: 1.5만kW) 고온가스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열병합발전 

스로 연구)를 위하여 일본과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묘
 

등
 

핵실험과 환경문제 

중요해지고 있다. 

시절 행해진 

수용성 확보도 

반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은 구소련 

반대움직임도 있어 원전이용에 대한 사회적 

1998년 설립되었으며 핵물질의 

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카자흐스 

점유)국으로 지난 50년 동안 

자원량은 6개 지역 50개 광산에 

남부 중앙지역에서 지층 침출(in 

있게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지원해왔으며/ 우라늄 채굴산업은 

Kazatomprom은 정부 소유의 원자력산업체로 

수출입을 포함 우라늄 탐사와 채굴과 다른 원자력 

호주에 이어 세계 2위의 자원량 보유(세계 

중요한 공급국 역 할을 해오고 있다. 우라늄 

15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110만톤은 

situ Ieaching) 방식 으로 환경 친 화적 이 고 경 제 성 

았다. 러시아 중심으로 우라늄 수출 증대를 

1994년 민영화를 추진하여 1998년 완료하였다. 

(마) 우라늄잔업 

20% 탄은 

우라늄 

서 

되고 

~.è~~!l!f.t:l‘6:~q:~‘~t.l:l!öStn.'t““j ‘Ktat.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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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or1d Nuclear Association Annual Symposium, 8-10 냥ptember 2004. London 

우라늄 생산 추이와 신규 개발 계획 <그림 3-28>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생 산량 41，279톤중 16% 인 6，637톤을 생산. 카 카자흐스탄은 2007년 세계 

국가이며(Kazatomprom은 세계 4번째 우라늄 

생산 1위국 도약을 목표로 외자유치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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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세 번째 

우라늄 

나다 23%, 호주 21%에 

생산 회사입) 2010년까지 세계 



우라늄 광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생산업체로는 Kazatomprom 

과 Stepnogorsk Mining Chemical Complex, 그 리 고 Kazatomprom Joint Ventures 

가 있다. 

라.핵연료주가 

2008년 7월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최대 생산국으로 도약과 함께 선행핵주기 전 

반에 참여를 밝히고 합작투자(Joint Venture: JV)를 통하여 세계 우라늄변환시장의 

6%, 농축시 장의 6%, 핵 연료가공(fuel fabrication)은 30% 등 핵 연료주기 서 비 스 시 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UMP(Ulba Metallurgical Plant, 

Kazatomprom 소유이며 34%를 Russia의 TVEL가 지분을 갖고 있음/ 아래 사진)를 

주력 산업체로 육성해오고 있다. 

UMP는 1976년부터 러시아 농축우라늄을 이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WER/RBMK 용 핵연료 펠렛을 생산하여 왔으며/ 우라늄 탐사 및 생산뿐만 아니 

라 우라늄 정련/ 변환/ 농축/ 핵연료제조 등 선행핵주기 전 분야와 원전건설까지 사 

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Kazatomprom은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핵 

연료 공급추진과 함께 카나다/ 프랑스/ 미국 등과는 핵연료생산업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표 3-10> 참조). 

Kazatomprom은 핵연료 펠렛 또는 가공된 핵연료 수출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세계 핵연료가공 시장의 1/3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핵연료 펠렛 

을 미국에도 수출해왔으며 2007년에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러시아와 협력으로 농축서비스 확보를 통하여 핵연료공급체제 구축을 적극 추 

진해오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06년 TENNEX와 우라늄농축 협정 체결 등 러시와 

의 농축서비스 구매에 우선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와 합작투자로 시설용량 5 

Mil1ion SWU의 원심분리 농축시설(Angarsk 인접지역， 2011년까지 완료 예정， 50% 

지분 참여， 2013년 시설용량 5 Mil1ion SWU) 건설과 국제우라늄농축센타(IUEC， 

2007년 10월 가동， Techsnabexport 소유)에의 지분도 10%를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외에도 우라늄 탐사와 생산/ 핵연료주기 서비스 시장 진출 및 핵연료 시장 등을 위 

한 국제협력을 표.2에서 보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 중국/ 프랑스/ 카나 

다 등과의 전략적 인 협 력 관계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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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카자흐스탄의 국제협 력 추진 현황 

국가명 

러시아 

카나다 

익보 = L-

감
 
섬
 

협력내용 

。 2006년 7월 100억달러 규모의 원자로/ 우라늄생산/ 농축분야 합작 투자 
협정체결 

1) JV Atomniye Stantsii 
- Kazatomprom과 러시 아의 Atomstroyexport 합작 
- 카자흐 기본 로형으로 OKBM의 VVER-300으로 시작/ 혁신적인 중소형 
로의 개발과 판매 

Atomstroyexport는 최초 호기 건설이 전망됨 

2) JV IUEC(국제우라늄농축센타)의 10% 지분참여 
- 2006년 TENNEX와 우라늄 농축 협정 체결 

- 카자흐스탄에서 생산한 우라늄 6，000톤의 농축을 추진 

- On September 5, 2007 정식 가동 
3) JV Akbastau 

- Zarechnoye JV에 보완적 임 
- 남부 카자흐스탄 Stepnoye 지역 Tenex와 우라늄 탐사 및 채굴 

o 2006년 8월 카자흐스탄 우라늄 개발 일본기업에 대한 지원과 자금 지 
원 협정 체결 

02007년 4월30일 고위급 에너지 협력 협정이 서명 

- 일본에 대한 우라늄 공급/ 핵연료주기 개발과 원자로 건설에서의 
일본의 기술지원이 포함 

- 도시바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10% 참여 
o 2008년 5월 우라늄 공급과 Ulba fuel fabrication plant upgrading의 일 
본 지원 협정이 서명 

- 2010년부터 일본의 천연우라늄과 가공 핵연료 시장의 40% (약 4,000 
톤) 공급을 목표 

。 2008년 6월 KAEC와 JAEA와 열병합발전용 고온가스로 연구 협력합의 

。 2006년 12월 Çua;ngdong Nuclear Power Group Holdings(CGNPC)과 
전략적 협력협정을 체철 

。 2007년 5월에는 우라늄공급과 핵연료가공 협정 

。 2007년 9월에는 중국의 카자흐 우라ìïW작 투자기업의 중국 참여와 
중국 원자력산업에서의 Kazatomprom 투자에 대한 협정을 체결 
。 2007년 후반 Kazatomprom은 GCNPC 및 CNNC와 카자흐의 2개 의 
우라늄합작투자 JV의 중국의 49% 지분 참여와 카자흐스탄의 년간 2,000 
톤U의 CGNPC 공급 협정을 체결 
。 1995년 1따ai Joint Venture (JVI) 설 립 

- 2야4년 Chu-Sarysu basin 개 발 착수 
- 2007년 5월 Cameco는 우라늄전환공장 설립조사 및 기술지원， 60% 
지분을 갖고 있는 lnkai mine의 우라늄 생산확대를 위한협정체결 

- 이 와 함께 2，000톤에 서 4，000톤으로 시 설 확장 합의 

。 2008년 6월 Cameco는 Ust-Kamenogorsk의 Ulba Metallurgical Plant에 
서 의 12,000 . tj yr uranium hexafluoride ~onversion plant 건설을 위 한 새 
로운 JV - Ulba -Conversion LLP 설 립 을 발표 

- Cameco는 기술지원과 지분 49% 참여， 타당성 연구는 2009년 
중반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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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COGEMA와 JVKATCO 설립 
- 1999년 카자흐 남부 지역의 Muyunkum의 우라늄 탐사 및 채굴 

허가를 받음(이후 3년간 성공적으로 가동 
- 2004년 4월 Areva와 KazAtomProm은 공동 생 산프로젝 E 로서 

산업화단계에 합의하고 2005년 첫 번째 공정라인을 완공 

- 2006년 6월 Moynkum in-situ leach (lSL) uranium mine을 포함 
가동( 시설용량 1，500톤/ 표로젝 E 지역 총 우라늄 매장량 : 

표라“-거、 28,661 tU) 
。 2008년 6월 Areva는 Kazatomprom과 전 략적 협 력 협 정 서 명 

- JV KATCO의 시설용량을 4，000톤U으로의 확장(2039년까지 

생산， Areva가 전량 판매 담당) 

- 두 번째 JV로 Ulba Metallurgical Plant에 t200톤 규모의 핵연료 
가공공장 설립 (Areva 기술지원/ 지분 49% 참여/ 표랑스 원전용 

핵연료 가공 400톤 포함) 

- 세 번째 JV로 핵연료 판매회사(Areva 51% 참여) 설립 

0 한-카자흐 원자력협력협정 (04.9.20 서명) 

- 제I차 한-카 원자력협력협의회 개최 

한국 
- 제2차 한-카 원자력협력협의회 2008년 6월 개최 

o 2005년 4월 우라늄 F 설립 
- 년간 tOOO톤 규모로 2008년 가동을 목표 

0 핵연료공급협정 체결 추진 

마. 결론 및 샤사점 

카자흐스탄은 선생 독립국으로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이용을 통하여 외자 유 

치와 경제개발을 적극추진해오고 았다. 최근 고유가 지속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 

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면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선진국들의 자원외교 경쟁도 치열 

해지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세계 2위의 우라늄 자원 보유국으로서 우라늄 수 

출을 통한 핵연료주기 국제시장의 진출과 핵연료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 

으며/ 우라늄 자원과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과 선진 

국간의 협력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시절 우라늄자원 개발 경험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문인력 양성 및 연구시설도 보유하고 있어 독자적인 원자력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발전 기여를 노력해오고 았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우라늄자원을 토대로 세계 우 

라늄 수출국으로의 부상과 세계 핵연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또한 

추구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원자력시설은 구소련 시절에 건설되어 개. 보수가 필 

요하며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문인력은 구소련 시절 양성된 인력 

으로 노령화가 진행중이며/ 신 기술개발과 기술협력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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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국제적 안전 수준에 맞는 기존 시설의 보수/ 러시아 및 신생독립국(CIS)과의 과 

학/ 기술/ 건설 분야의 협력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축/ 핵물질 안전조치 및 보안 

체제 구축/ 구소련 시절 행해진 핵실험 영향에 대한 후속 조치/ 방사성폐기물 저장 

과 처분체제 구축/ 원자력 이용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그리고 투자 재원 확보 등 

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평가되고 았다. 

원전 이용에는 우라늄 자원 확보와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적으로 원자력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원전 이용확대 

와 신규 도업이 국제적으로 크게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우라늄 자원외교도 더욱 중 

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자원외교와 투자 전략이 중요 

해지고 있으며 최근 한국과 카자흐스탄과의 우라늄과 핵연료 협력 등 원자력 협력 

확대와 강화는 의미가 크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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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0 세계 원전 전망과 시사점 

가. 개요 

21세기에 들어 고유가 지속과 기후변화에 대한 IPCC의 보고서 발표l 에너지자 

원의 고갈 우려/ 중국과 인도의 고도 경제성장과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 전망 

등으로 에너지 문제는 국가 정책 아젠다의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았다. 

화석에너지에 인류가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화석에너지 소비에 따 

른 이산화탄소 방출이 불가피해지며 기술적인 해결이 없는 한 이에 따른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지구 온난화는 피할 수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석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연료는 식량자원의 에너지화로 인하여 곡물 가격의 

급등을 야기하고 식량의 국제적인 수급 불균형을 유발하고 있어 에너지문제는 환경 

문제에 이어 식량안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가용량의 한계는 공급 

불안 유발과 함께 가격의 폭등과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을 유발하여 국제 안보의 불 

안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틀어 에너지 안보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등과 함께 국제적 

인 주요 이슈로서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국제적인 전 

문연구기관들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및 산업개발l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과 에너 

지 안보 문제l 온실가스 방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중장 

기적인 변화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기관들의 분석 보고서들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설정과 추진/ 산업체들의 대응 방향/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상/ 

나아가 미래 지향적인 국가 전략 설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냐. 에너지 장가 전망 

국제 주요 연구기관 보고서들은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의 대부분은 개도국에서 나라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인구는 현재 

60억 명에서 2030년 80억 명으로 1.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시 

아와 아프라카 개도국들의 인구 증가가 세계 인구 증가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한편 세계 산업 총생산은 현재보다 2.5-3.0 배가 증가할 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 (UNDP) 2004년 보고서는 인간개발지수와 일인당 에너지와 전력소 

비량과의 관계(<그림3-29>)에서 개도국 경제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은 에너지 소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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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91 



경제협력개발기구 에너지기구(OECDjlEA)는 2006년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에 

서 1971년부터 2002년까지 30년간 세계 에너지소비는 87%가 증가하였으며 2003년 

부터 2030년까지 또 다시 6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2050년까지 세계 에너 

지소비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에 

너지수요의 증가는 향후 세계 경제의 주도가 예상되는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의 수 

요 증가에 대부분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와 같은 장기적인 세 

계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에너지 

가 90%를 충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2030년에 현재보다 1.5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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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OECDjlEA)는 2006년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 

<그림 3-30>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수요증가를 

이슈를 발표 

2030년에는 

45%를 차지 

방출도 

있다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중점적으로 다루어 이들 두 국가의 세계 에너지수급에서 영향과 향후 

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에너지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현재의 50%정도의 수요증가가 전망되며 중국과 인도는 이 수요중가의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 2개국의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은 온실가스 

57%이상 증가하여 중국은 미국의 온실가스 방출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2007 

할 

화석에너지 자원의 가용량 (세계 

자원 가용 년수) 전망을 보면 갈 

존
 
눈
 

부
 
나
 

충당하는 

소비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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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석유의 경우 2002년 43년에서 2007년 41년으로 

감소하였으며/ 천연가스의 경우 60년(2007년) 그리고 석탄은 133년(2007년)으로 감소 

하였다. 이러한 요인에는 탐사에 따른 에너지 자원량의 증가보다는 생산량의 증가 

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석유의 경우 2030년까지 세계에너지 수요의 2/3를 개도국 

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았으며/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등의 에너지 주요 

수입국들의 중동지역 석유의존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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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BP 2008 통계 

<그림 3-31> 세계 에너지 자원의 가용년 수(2007년말) 

그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에너지기구(OECD/lEA)는 에너지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장기 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핵심언 에너지안보의 제고/ 환경보호/ 경제효율 제고를 

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에 

너지수입 감소 및 전력수급 안보 제고/ 이산화탄소 방출량 감소에 효과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 방안임을 보여주고/ 또한 시장 자유화 상황에서는 투자 

지원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펼수적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세계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지역적 편중으로 에너 

지 생산과 수송에서의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다， 산유국의 정정 불안과 세계 주요 

에너지 수송로 즉 해상 수송로와 파이프라인 등의 안보 상황/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 대한 분쟁지역의 테러와 사보타지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세계의 에너지 가격은 급등을 보여주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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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ECDjIEA Wor1d Energy Outlook, 2006 

<그림 3-32> 세계 주요 지역의 중동 석유 의존도 전망 

세계※ 에너지 부존지역의 78%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 있으며 에너지 

공급지역의 불안 등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공급 불확실성이 심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예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36%가 우리나라의 경우 77%가 중동의 걸프만의 

호르무즈 해협올 통과하고 있으며 l 원유수송로의 불안은 중동지역의 원유 공급 비 

중이 높아질 전망에 따라 에너지 수송의 안보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약 t야않 
톨약 Plp~iiner 

힌‘;)Un:::8: BP 

<그림 3-33> 세계의 에너지 수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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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몰 추이(오른쪽은 2006년 통계) <그림 3-34> 세계의 해적 

에너지 자원량의 한계 전망은 자원민족주의 심화와 에너지 소비 대국인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에너지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2008년에 들어 러시아는 러시아 · 이란 · 알제랴 · 이집트 · 라비아 등 157R국으로 구 

성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갈은 천연가스 수출국포럼(GECF， 세계 가스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1% 차지 ) 결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있다. 도
 

언
 

2월 19 

5월초 

가격동향을 보면 2007년 배럴당 70U5$션에서 거래되었으나 2008년 

배럴당 104.04달러로 거래되면서 유가 100달러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들어 120달러， 7월에 들어 140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석유가격 급등 

은 투기자본의 유업으로 유가상승 기대가 커졌으며 이와 함께 이란핵문제의 장기 

화/ 나이지리아 정정불안/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분쟁 등 석유 공급지역의 지정학적 

라스크가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달러화 약세도 

한 몫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 7월 G8 정상회의에 국제에너지기구가 보 

고한 자료에서는 현재 고유가는 제3차 석유위기로 보고 있다. 

석유 

일에는 

에 

2007년 10월 Energy Watch Group의 석유공급전망 보고서는 석유 생산량이 

2006년 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세계 65개국의 석유 

생산국중에서 54개국이 최고 생산치가 과거에 있었으며 감소추세에 있다. 미국은 

1971년에 최고치 도탈이후 현재 11%가 감소되었으며/ 영국은 1999년에 최고치 도달 

이후 27%가 감소되었다. 또한 호주의 겨우 2001년 최고 도달후 26%가 감소하였으 

며/ 노르웨이는 2001년 이후 13%, 멕시코의 경우는 하루 최고 생산량인 210만 배럴 

에서 2007년 170만 배럴로 감소되었다. 석유 생산최고치는 미래 문제가 아니고 과 

거 문제로 단정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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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고공행진은 세계 경제에 부담을 키우고 있으나 최근 OPEC 석유장관 

회의 이후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계 

석유수요는 2008년 하반기에 공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세계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한 공급부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 

유가는 석탄가격의 3배 상승 등 대체에너지가격 상승 동반을 야기하였으며 바이오 

연료 상승은 또한 곡물가격 상승을 유발 세계적으로 식량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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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당ud oil : The Supply Outlook, Energy Watch Group, 2007 

<그림 3-35> 세계 석유 생산 최고치에 분석 

<표 3-11> 석유가격 급등과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 원인 

구분 원유 소맥 전가동 철광석 

공통 투기 (1위) 투기 (1위) 달러화 약세 (1위) 달러화 약세(1위) 

요인 달러화 약세 (3위) 달러화 약세 (3위) 수급(2위) 수급(2위) 

수급(4위) 수급(4위) 투기 (3위) 
:::τ← /ι「‘

요인 
지정학적 수출규제 

파업 (4위) 
IBig 31의 

라스크(2위) 정책 (2위) 시장지배력 (3위) 

※ 주 : ( ) 내는 기여율 순위 
※ 출처 : 원자재 가격의 급등원인과 전망， CEO lnfonnation, 2008.4.2, 

삼성경제연구소 

- 96 -



F 야~ .'"‘ !',1 J J 꾀‘ S~:;:N[) 
2.)07 

<그림 3-36> 세계 주요 곡물가격 동향 (FAO, 2008.4) 

다.가후변화협약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발효되고 당사국들은 2008-2012년 기간 

중 평균적으로 1990년 대비 5% 감축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이 가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서명이후 유럽연합은 주도적으 

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방출 감축 노력을 주도해오고 있으며， 2007년 G8정상회의 이 

후 유엔 주도아래 기후변화는 국제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 오고 있다. 

2007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PCC: lntergovemmental Panel on 

Clima te Change)은 4개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월 지구온난화의 물리적 과학적 

근거를 다른 특별보고서 발표에 이어 4월에는 기후변화의 영향(lmpacts， 

Adaptability and Vulnerability) 그리고 5월에는 기후변화에 대응(Mitigation of 

Climate Change)보고서를 2007년 11월 12-17일 스페 인 발렌시 아에 서 개 최 된 IPCC 

27차 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원자력역할을 다시 강조하였다. IPCC는 유엔 산하 기 

관으로서 환경장관 고위급 회의를 통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브리핑과 전문가 토의 

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 제시와 기술적인 대응 방안 등을 제안해오고 있 

다. 이중 IPCC의 기후변화에 대한 4차 특별보고서는 미래의 기후변화 전망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요약 보고서로서 기후변화 관측결과와 과학적인 기후변화 모 

델을 이용한 향후 전망도 제시하였으며 기후변화에서의 인류 활동의 기여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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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IPCC의 대기중 C02 농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전망 

최종 대기중 최대 C02 2050년까지량 
지구전 평망균(온U C도) 지해구수 평면균 

C02 농도 방출 기간 C02 화 방(출 
(ppm) 전망 변 %) 상승 ) 상승전망 (m) 

350 - 400 2000 - 2015 -85 to -50 2.0 - 2.4 0.4 - 1.4 

400 - 440 2000 - 2020 -60 to -30 2.4 - 2.8 0.5 - 1.7 

440 - 485 2010 - 2030 -30 to +5 2.8 - 3.2 0.6 - 1.9 

485 - 570 2020 - 2060 +10 to +60 3.2 - 4.0 0.6 - 2.4 

570 - 660 2050 - 2080 +25 to +85 4.0 - 4.9 0.8 - 2.9 

660 - 790 2060 - 2090 +90 to +140 4.9 - 6.1 1.0 - 3.7 

※ 출처 :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AR4), 200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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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OECD jIEA 2007 WEO 

<그림 3-37>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으로 안정화하는 겸우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랴에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가 197개국 

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발리 로드맴이 채택되었으며 이와 함께 발리 행동계획 

이 채택되었다. 발리 로드맴의 채택은 향후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책에서 중요한 전 

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8년 3월부터 2년간 협상이 진행되며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 국제협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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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개도국의 지원방식 등에서 당사국간 첨 

예한 정치적 경제적 대립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난항도 예측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서는 에너지 문제와 국제안보/ 경제 영향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 

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국제적인 긴장도 또한 조성되고 있는 실 

정이다. 에너지문제의 경우 대체에너지로서의 바이오 연료 가능성/ 기후변화 대응에 

서의 원자력 역할/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경제구조 개편 특히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효율/ 수송 수단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기술과 자금 지원 

문제 그리고 교역과 투자/ 대응 추진 유인의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7월 

G8 정상회의에서는 2050년까지 50% 감축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감축 기준 연도 

제시가 없어 논란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방출 감축에 대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2025년까지 방출량 증가 중단을 발표하였으 

며/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그리고 2050년까지 30% 감축을 

2007년 3월 정상회의에서 합의하였다. 일본은 온실가스 방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 

로 2020년까지 30%감축과 2050년까지 60-80% 감축을 발표하였으며/ 카나다는 2020 

년까지 20% 감축/ 독일은 2020년까지 40% 그라고 2050년 까지 50-80% 감축을 발표 

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추진은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용증가 

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역할에서의 논쟁 

도 가열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은 원자력의 대량 도업을 민주당은 재생에너 

지에 비중을 두고 정책 대결을 보여주고 있다， 방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기술 

협력도 양자간 협력의제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당사국에서의 원자력논의는 체르노빌사고 등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 

정적인 시각으로 어려움이 상존한 가운데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방안인 청 

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공동 이행(JI: Joint 

Implementation)에서의 원자력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는 초기단계에서는 정치적 

배경으로 논의가 소극적이었다. 특히 1999년 10월에 독일의 본에서 열린 5차 당사 

국회의에서는 일본의 도카이무라 연료전환가공공장의 임계사고(JCO 사고) 영향으로 

호주/ 덴마크/ 독일/ 그라스/ 이탈리。L 스혜덴/ 노르웨이 등이 "원자력을 CDM과 JI 

의 대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식으로 표명하였다. 또한 2001년 11월에 모로 

코 말라케시에서 개최된 7차 당사국회의에서는 “CDM에 대해서는 제I의무 이행 기 

간(2008년~2012년)의 수치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을 삼가한다”고 

합의 하였다. 2004년 말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는 

발효하였다. 원자력이 교토의정서의 감축 체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지 

속적인 국제적인 원자력계의 노력으로 청정개발체제에서의 원자력의 역할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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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_ 2030 세계 원전 전망 

고유가 지속과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등의 에너지위기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 

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에너지 전망에 따른 원자 

력전망도 동시에 발표되었다. 반면 에너지 전망은 에너지자원/ 인구와 소득/ 경제 

성장/ 에너지기술 등 주요 경제 지표의 전망이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에너지 기술 

의 정치적/ 사회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표 기관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자력은 핵확산방지 등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장기 전망에서는 국제 

정치와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 문제 등의 정치 사회적인 요소가 더욱 많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원자력 장기전망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전망치 

를 기관마다 발표하고 있다. 

원자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실증된 대규모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평가되고 온실 

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해 왔으며 세계 전력공급량의 16%를 점유 하고 있다. 1986년 4월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침체되었던 원전 산업은 원전 발주 증가 등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그동안 국제원자력계는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 향상 및 합리적인 규 

제 노력/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향상/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기술의 개발 노력 등 

원자력이용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협성 기반 마련과 에너지정책에서의 원자력의 

재조명 등의 정치적인 리더십 확대 등의 노력으로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위한 사회 

적인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l 중국l 인도 등 에너지소비대국은 대규 

모 원전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개도국들도 신규 원전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2008년 3월에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2030년의 세계 원전용량은 현재의 372 GWe 에서 최대 690 GWe까지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한 바 있으며 에너지 관련 국제기관들의 2030년 원자력 장기 전망을 최대와 

최저 시나리오를 통하여 전망치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원전의 전망치는 관련국들의 원전도입 계획 등의 정책 발표 자료를 토 

대로 작성이 되었으며 반면 인구/ 경제성장/ 에너지원별 경제성/ 전원 비율/ 에너지 

가격/ 기술개발 추이/ 환경문제 대응 등에 대한 장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 

고 있으며/ 또한 미래 전력수요 패턴 변화도 적절하게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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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2030 원전 장기 전망 

다， 유럽연합의 경우 에너지전략에 대한 공동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수급 전망은 일부 국가에서만 발표되고 있으며 여전 

히 원자력발전 전망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에도 발리로드맴의 이행과정에서 국가별 감축 목표와 계획 등이 반영되는 경우 탄 

소세 도업이나 거래제도의 전원계획에 대한 영향/ 산업체들의 전력소비를 통한 이 

산화탄소 감축 해결 가능성/ 수송부문에서의 전기자동차 등 전력의 이용 확대/ 수소 

에너지경제 구축 진전과 원전 이용 등의 경우에는 전력 수요 패턴과 원전장기 전망 

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08년 3월 미국 카네기 재단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발표한 세계 원전 전망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원전 이용을 

고려한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산화탄소 방출량 10억 톤을 감축하기 위해서 

는 신규 원전규모가 t070GWe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최대 

전망치보다 30%이상이 많은 것으로 원전의 급격한 도입을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온실가스방축 감축을 위한 원전이용 확대와 개도국들의 원전도입이 급격하게 진행 

되는 경우 최대 4,500GWe 까지 전망하고 있다. 

있다.주 

원자 

또한 제기되고 

개편/ 핵연료공급/ 

마. 원전의 아용 확대와 주요 야슈 

국제적인 이슈도 

국제적인 산업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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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에 따른 

핵확산우려/ 

세계적인 원전 이용확대 

요 이슈로는 원자력수용성/ 



력산업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원자력 장기전망은 국가 

전략에서 원전도입계획/ 우라늄자원 확보/ 핵연료주기 서비스 수급전략/ 연구개발 

전략/ 인프라개발/ 국제협력 등 전반적인 고려 요소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원전산업체들에게는 시장진출 전략과 연계되어 장기 사업전략 수립에서 중 

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았다. 

원자력 선호도는 선진국의 정상들의 원자력지지와 함께 국제원자력계의 노력으 

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9년 TMI 원전 사고이후 여론조사가 

이루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원자력지지도는 60%를 상회하고 있다. 최 

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84%가 원자력/ 수력 및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모 

든 저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I 59%는 더 많은 원전을 반드시 건설해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대상자 63%가 미국 내 원자력 에 

너지 사용에 찬성하고 33%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최근 

레바다센터 (Levada Center)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I 72%가 원자력은 유지되거나 

활발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러시아 국민의 

42%가 원자력이 가스 및 오일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응답한 반면 18% 및 

10%는 수력과 석탄이 또 다른 대안이라고 각각 웅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의 경우 여론조사가 회원국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 원자력 안전/ 원전 확대 등에 

시행되고 있으며/ 원전의 이용의 경우 현재 비율올 유지하거나 확대에 48%가 지지 

하고 39%는 축소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경우 11개국이 원자력을 이용하 

고 있으며 원자력이용 여부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원전지지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앞으로 고유가 지속과 기후변화 협약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원자력역할 

에 대한 인식이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전의 확대는 선진국이외에도 개도국 지역에서 원전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 

다. 신규 원전 도업국으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개도국을 비 

롯하여 터키/ 칠레/ 이집트/ 카자흐스탄/ 걸프만국 등 20여 개도국에서 정책을 추진 

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현재 중국l 미국/ 영국/ 인도/ 카나다/ 남아공/ 그리고 베트남/ 터키 신규 원전 도 

입국들의 원전시장에서 주도적인 업지 구축과 진출을 위하여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등 원자력 정상외교 강화 등 원자력 협력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러시아는 원전시장 진출 강화를 위하여 원자력행정조직 개편을 하였다. 또한 

중국은 에너지관련 부처를 신설하였으며 프랑스 원전 수출 홍보 지원을 위하여 별 

도의 정부 조직을 설치하는 등 공급국들은 수출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102 -



원앤천 01황-~국 

t.!i1월3젊 ç\:U ;펴 

※ 출처 AREV A European Nuclear Energy Forum, Bratislava, November 2007 

<그림 3-39>세계 원전 이용국과 신규 원전 도입국 현황 

원전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원자력산업 인프라 강화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원전산업의 침체에 따라 원자력 인력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신규 원전의 건 

설에 펼요한 인력의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원 

자력산엽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올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원자력 

인력 양성 또한 원자력안전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제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원전 

공급 산업체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원전 공급 산업체들은 원전산업 침체와 원전발 

주 빈약으로 합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프랑스 아레바/ 일본의 도시 

바/웨스팅하우스y 미국 GEj일본 히다찌l 러시아 ATOMPROM, 카나다 AECL, 그리 

고 우리나라가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중국과 인도는 대규모 원전 건설계 

획을 통하여 독자적인 원전 공급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원전 

시장의 확대는 수출 전략 원전의 개발 경쟁과 원전기자재 공급문제는 걸림돌로 제 

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자로용기의 경우 제조업체가 일본/ 한국/ 프랑스 

등 일부 업체만 가동중이고 현재 건설중인 원전 공급에는 지장이 없으나 급격한 원 

전시장 확대와 원전의 설계 용량 증가에 따른 제조능력의 한계가 제기되고 있는 실 

정이다. 

한편 원전의 급격한 이용 확대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문제 또한 주요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은 핵연료주기 정책/ 재순환 핵연료의 경 

제성과 재처리 시설 보유여부 등에 따라 프랑스와 일본/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확보와 운영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추진 국가의 증가도 예상된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시설은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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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민감시설로 국제사회에서 엄격하게 감시가 되고 있으나 앞으로 민감기술 

이전과 시설의 운영 등에서 핵연료공급 보장 등과 연계되어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 

도 예상된다. 

핵확산우려의 경우 현재 핵비확산조약(NPT)에서는 헥비보유국의 경우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전면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핵물질과 우라 

늄 농축과 핵연료재처리의 민감기술에 대하여 엄격한 사찰을 국제원자력기구가 수 

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 구축을 통하여 핵개발 의 

혹을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원자력 수출 제한 및 원자력협력을 제한하고 있다. 

원전 도입국 증가에 따라 핵확산우려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원자력 수출통 

제체제의 강화와 민감기술이전의 제한 또는 국제적 감시하의 민감 시설의 운영 등 

이 논의 되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9.11 테러이후 핵테러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대응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출통제의 강화와 원자력시설과 

핵물질의 보안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7월 8일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자문그룹 

(ISAB)은 세계적인 원전 이용 확대에 따른 핵확산 위험을 경고하고 핵비확산에 대 

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전 이용의 급격한 확대에는 핵연료 공급 또한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핵연료제조에는 우라늄자원 가용량과 농축서비스 능력 및 핵연료가공 능력이 우선 

적으로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자원이용 극대화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 

라 능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우라늄 자원량은 세계 56개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가용자원량은 현재 우라늄 소 

요량과 확인된 우라늄 자원량 기준으로 200년간 사용할 정도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개발이 추진중인 고속로 도입과 재순환핵주기의 도입이 되는 경우 자 

원 활용은 30배정도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상용 

화가 제한적으로 진행중이나 기술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토륨자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핵연료 제조에 펼요한 자원은 충분하게 평가되고 있다. 

우라늄수요는 2007년 가동 원전을 기준으로 6만 4000톤에서 최대 25만톤까지 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원전전망을 기준으로 볼 때 12만톤 

까지 우라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우라늄 수요는 핵연료주 

기 전략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타나므로 향후 원전 노형전략과 연계한 핵연료주기 

전략에 따라 우라늄 수요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 우라늄 가격과 현재 추진중인 

고속로 상용화와 재순환 핵연료주기 도입 정도에 따라 우라늄 수요는 달라지기 때 

문이다. 

우라늄 가격은 고유가 지속과 다른 에너지 가격의 동반 상승을 야기하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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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세계 원전 이용과 우라늄 수요 전망 

년이후 우라늄 가격도 5배 이상 상승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2007년 중반 가격수준으 

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원전의 급격한 도입이 전망되고 있으며/ 고속로의 

도입과 재순환핵연료주기의 도입 수준에 따라 우라늄 수요와 가격 상승은 지속적으 

로 증가도 예상되며/ 중국과 인도 등의 대규모 원전도입 추진에 따라 우라늄 자원 

의 확보를 위한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샤사점 

미국l 러시아/ 프랑스l 일본/ 캐나다 산업체 등이 주도하 

원전을 도입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원전기술의 자립 

추진 등으로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의 주도적인 참여도 전망 

핵연료주기 기술은 일부 선진국들만 보유하고 있어 독과점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세계 원전시장은 시장 지배력이 강한 

중심으로 재편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은 현재 

있으나/ 앞으로 대규모 

과 기자재 국산화 정책 

된다， 반면 원전공급과 

적인 시장지배 

소수의 다국적 

구조를 

산업체 

바. 결론 맞 

고 

이와 함께 원전이용국의 확대에 따라 핵확산 우려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핵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산업은 성숙된 산 

업으로서 세계 에너지와 전력공급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진 

출기회도 또한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정상외교를 

통한 협력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핵비확산체제의 강화도 전망된다. 일본원자력위 

원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에너지안정공급을 위한 원자력비전 간담회를 지난 2007년 6 

월에 설치하여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에게 좋은 사례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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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들여 온지 반세기가 되는 해이다. 1950년대 후반 

국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법의 제정과 원자력 전문연구기 

관의 설립 및 대학에서의 원자력과 설치/ 그리고 연구로 도입 등의 원자력국제협력 

추진 등 국가적인 이용개발노력이 시작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78년 4월 29일 

고리I호기의 상업운전과 함께 시작한 원자력발전은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원전규모는 세계 6위에 속하며 현재 2071가 운전중이며 전력공급의 40% 내외 

를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 

는 원전공급국으로서 평가 받고 있다. 

2030년경에는 우리나라도 원전 30- 40기 시대에 돌입이 전망 되며 독자적인 노 

형 전략 추진과 함께 핵연료주기 기술의 정립과 산업화 추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 

고 있다. 또한 국내 원자력산업은 급격히 확대가 전망되는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을 

통하여 성장과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보이며 그동안 성공적인 

원자력산업 육성과 원자력 기술에 있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 

력산업계도 국제여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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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과 국내 원자력계 시사점 오바마 신행정부의 3. 미국 

가. 개요 

2008년 11월 4일 실시된 제 44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압승과 미국 의회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향후 4년 

간 미국 민주당 주도의 정책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을 정강 정책에 반영을 위하여 전국 50개주에서 

1，600여 차례 모임을 열어 정강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 각계 

각층의 약 3만여 명이 참여. 정책안은 @ 미국의 꿈 쇄신(Renewing the American 

Dream), ø 미국의 리더십 쇄신(Renewing American Leadership), @ 미국 커뮤니 

쇄 신(Renewing the American Community), @미 국 민주주의 쇄 신(Renewing 

American Democracy) 47B 장으로 구성 되 어 있다. 

티 

제 111차 새로 

취임식이 20일 

의회의 

및 1월 

2009년 1월 3일 

당선자공표 

향후 일정으로 12월 15일 선거언단 투표l 

회기 개회/ 그리고 2009년 1월 6일 대통령 

예정되어 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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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44대 대통령선거와 의회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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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오바마와 멕케인 후보의 선거 기간중 원자력 관련 정책 방향 비교 

구분 민주당 오바마 공화당 멕케인 

핵비확산정책 - Nuclear Free Wor1d 려 더 십 - Nuclear Free Wor1d 지 지 
- 일방적 핵군축 반대 - 최소의 핵무기 보유 전략 

- START하에 조치를 포함. - START협정에서 신뢰성과 
미국의 비확산 및 군축 정책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검증 조치 

전략추구 강화 

- CTBT 비준 - CTBT: 핵억지력 유지 중요/ 

협핵실력험금지 유지와 동맹국과의 

N프력u적로n그n-L램 위u(gσ협ar감R) 협소 -지지 -지지 

핵물질생산금지 -지지 /슴 - 지지 

조약(FMCT) 

사용후핵연료 - 4가지 원칙/ 제 방시사(정성보공개 기/ 저 핵장연/ -재처리 및 유카마운틴표로그램 
재처리표로그램 료와확 폐기물보안 폐 물 지지 

비 산 

핵비확산조약 - NPT 체제 강화 - 강화 지지/ 탈퇴 또는 위반시 
(NPT) - 위반사 제제 강화 협력 사항 반환 또는 해체 추진 

이란핵분제 - 핵보유 반대l 군사조치 등 모든 - 적대국 핵보유 반대 

수단동원 

북한핵문제 - 직접적 평화 외교적 협상 우선 - 모든 핵 분열성 물질과 시설검증 
- 모든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후 외교적 합의 가능. 

완전하게 설명 노력을 지지 - 미사핵일확/ 일본인 포 납함치문제/ 테러 
및 산지원 

에너지/ 기후변 - 석유의존 감소/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안보에서 리더십 
화/ 원자력 이용확대 (2025년 까지25%)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에너지로서 

- 기후변화는 차기대통령의 최우선 원전이용 확대 지지 
과제 - 2030년까지 45기 원전 건설 

- 원자력 이용: 비용 효과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차원과 산업과 과학기술 등 

을 고려하여 옵션으로 검토 

y u c c a l- 네바다주민을 위험하게 하는 것 - 저장시설 지지 
Mountain 으로 반대/ 새로운 방향을 모색 
저장시설 
※ 줄처 htψ:j jw>vv\T.armscontr이center.orgj 

선거 기간중 경제와 금융위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및 기 

후변화/ 원자력발전/ 핵비확산 대외정책/ 테러와의 전쟁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 

졌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북한 핵문제/ 중동 평화문제/ 러시아/ 중국/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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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과 기후변화/ 에너지에 대한 외교방향과 미국의 리더십 등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다루어졌다. 선거기간중의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의 원자력분야의 주요 쟁점사항의 

입장은 표 I과 같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전까지 각료의 구성과 정책 조정을 위한 조치들 

이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 바이든은 11월 18일 경 

제/ 교육/ 에너지와 환경/ 대외정책/ 국방/ 국내안보/ 기술 등 24개 분야의 주요 아젠 

다(http:j j change.gov j)의 오바마-바이든 계획을 발표하였다. 오바마-바이든 계획은 

정책 우선 순위로 경제 회생/ 건강관리 (health care), 공공교육과 사회보안 체계 강 

화/ 에너지 자립/ 기후변화 대응/ 이라크전 종식과 이란핵 개발 방지 등을 들고 있 

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에이즈 대책/ 기후변화 등에서 당면한 문 

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과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국이 과학 분야에서 예산 감소와 

국제적인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예산확대를 통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내 정책 자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선거 이후 대외정책/ 에너지/ 

기후변화/ 원자력/ 핵테러 및 핵확산방지 등에 대하여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냐. 며국 오바마 선행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 

(1) 에너지 및 가후변화 정책 

에너지와 기후변화는 경제문제와 함께 최우선 과제로 정책변화가 전망되고 있 

다. 신에너지정책을 통한 에너지자립과 청정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고효 

율 경제 추구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추진 내용으로 향후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에 투자를 통하여 고용 창출과 에너지자립을 모색하는 에너지안보 정책 

강화도 예상된다.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 New Energy for America"(http:j jmy.barack 

obama.comjpagejcontentjnewenergy) 제 시 하고 에 너 지 효율에 대 한 국가 목표 설 

정/ 에너지기술 개발/ 향후 10년 동안 청정에너지개발에 t500억 탈러를 투자하여 

500만개의 일자라 창출을 명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정책으로는 새로운 지구온난화 파트너십 주도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 

한 국제적인 대응에서의 려더십을 구축하며 시장 기반의 배출량 총량 거래제 (Cap 

and Trade program) 도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비하고 온실가스 방출 감축을 

2020년까지 1990년대 수준으로， 2050년까지 1990년 대 비 80% 온실가스 방출 감축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력분야에서는 전력 유틸리티에 대해 2012년까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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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10%를 풍력/ 태양 및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최소 25%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10년 이내 중동과 베네수엘라로 부터 

석유수업량 이상의 석유 소비 절약과 2030년까지 석유소비를 최소 35% 절약을 통 

하여 중동과 베네주엘라 등의 적성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축소를 우선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탄올 생산량을 현재 연간 3，600만 갤런으로부터 6천만 갤 

런까지 확대하는 연방정부의 요건을 강화하며， 2030년까지 기업/ 정부 및 모든 미국 

언에게 자동차 연료 효율 증대 및 에너지효율을 50% 향상시키도록 제시하고 2015 

년까지 100만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 미국 연근해의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제한적 확대/ 알래스카 유전 개발 제한/ 그리고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배증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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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nalysis of Federal Expendi띠res for Energy Development 

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s, Inc. 보고서， September 2008 

<그림 3-42> 1950-2006 미국 정부의 에너지분야의 지원 비교 

워 싱 턴 소재 경 영 정 보서 비 스(Management lnfonnation Seπices， lnc. MISI)가 

2007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에너지정책은 1950년 이후 다양한 지원을 통 

하여 7，250억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석유가 46%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 

과 천연가스는 13%와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9%로 화석에너지에 비하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그림 3-42> 참조). 원자력은 1978년에 28억달러 최 

고로 달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1년에는 7천8백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반면 재생 

에너지의 지원 비율은 6% 수준으로 1975년 이후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미 

국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에너지투자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준 점을 고려하 

면 향후 저탄소 에너지기술개발 투자 정책 조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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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부시행정부 8년 동안 미국의 온실가스 방출은 

4.7%가 증가하였으며 1990년 수준보다 16.7%가 증가하였다. 반면 향후 정책 추진전 

망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단순히 1990년 수준으로 감축을 의미하고 부시 

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방출 증가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선거이후 

엘 고어 전 부통령은 기후변화 대웅을 위한 대규모 태양열 발전/ 에너지효율 증대/ 

하이브라드자동차 도업I 2009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도입 등 5가 

지 제안을 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행정부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 

을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워싱턴 소재 지구온난화에 대한 비정부 연구기관인 Clean Air and Cool 

Earth는 차기대통령에 대하여 선거 이후부터 2013년까지 전문가텀 구성/ 예산 재조 

정/ 관련 입법 제정/ 저탄소에너지기술개발 추진/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조치/ 국제협 

력 추진 등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기후변화정책 대한 25개의 단계적 조치사항을 권 

고한 바 았다. 그라고 미국 신행정부의 취임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선언이 예상되고 

있으며 의회의 경우 새로 구성될 미 상원이 내년 I월 기후 변화 대책과 관련한 주 

요 법안에는 미 환경보호청이 온실가스 상한제 및 탄소 배출량 거래 제도를 도입하 

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18일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 기후 정상회의/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내가 취임하게 되면 미국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것”과 기후변화대응에서 미국 리더십의 새로운 장(new 

chapter in American leadership on climate change. U )을 열 것을 약속한 바 있어 세 

계 기후변화회의에서 미국의 강력한 리더섭을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회의에 미 

국대표단에 오바마측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대표단은 부시대통령에게만 회의 결 

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았다. 이번 미국대표단은 차기행정부에게 융통성을 

주기위하여 차기행정부에게 구속되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확 

약(pledge)을 하지 않았다. 관련전문가들은 부시와 오바마의 기후변화 협상 접근 방 

법에서 국내 합의 이후 국제 대응 측면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엔협상 전문가들은 로스엔젤레스 정상회의에서 보낸 메시지를 토대로 오바마가 

의회의 조치없이 내년에 미국이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행정부 

의 과도기에 기후변화 협상이 진행되어 미국의 구체적인 참여와 라더십의 발휘에 

어려움도 예상하고 있다. 

포즈난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협상 추진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반면 주요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다. 협상의 최대 난점중의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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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지난 기후변화협상 회의에서 구체적인 목표설정에 반대 

하여왔다. 유럽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을 지지하고 있으나/ 유럽의 

요구를 충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앞으로 십수년간 45%이상을 감축하여야 하며 현 

교토의정서에 구속받지 않은 중국/ 인도/ 브라질은 부국들이 향후 감축계획의 제시 

와 개도국에 기술이전과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합의할 

전망이어서 2009년 말까지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협정 완결 기대는 너무 크다고 전 

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의 

려더십을 요구하였으며 한편 12월 초 개최된 유럽연합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 

되 어 온 2020년까지 1990년 대 비 온실가스 감축 20%감축/ 에 너 지 효율 20% 개 선/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20%까지 확대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승 

인하였다. 

(잉 원자력 이용 정책 

대통령 선거 중 후보간 토론 내용 및 와 발표된 민주당 정강 내용에서 보면 원 

자력 이용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와 대비하여 소극적 입장으로 조건부 찬성 또는 

제한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내외에서 핵물질보안을 반테러대책으로서 최우 

선 순위로 할 것임올 밝히고l 장기적인 처분 방안 마련올 주도할 것이며 네바다주 

유카마운틴올 주요 처분장으로 사용을 반대하였다. 한편 2006년 10윌 의회 선거시 

민주당의 정책 자문기관인 PPI의 에너지 정책 내용 중에서는 부시행정부의 2005년 

에너지법에 대하여 신규 원전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금혜택 등에 대하여 지지를 표 

명하고/ 가스와 석탄보다 비용 효과적인 고온가스로의 개발을 지지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서 원자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5월에 개최된 원자력에 대한 후보 토론에서 언급하였으며 반 

면 원자력 발전 확대에는 정보공개/ 핵연료 및 원자력시설의 보안/ 방사성폐기물 저 

장/ 핵비확산의 4가지 이슈에 대하여 언급하고 원자력을 현재 딴소를 배출하지 않 

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미온적인 지지 의사 

를 표명하였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라와 관련하여 네바다 주 유카마운틴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 심지층 저장시설의 건설에 대하여 오바마 후보는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유카마 

운턴의 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였다. 현재로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장 건설 

이 아닌/ 원전 부지 내 건식 캐스크를 이용한 임시 저장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향후 오바마 차기 민주당 행정부의 원자력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며 아래 <그림 3-43>은 1978년 이후 미국 에너지부의 에너지 연구개발투자와 

추이와 역대 행정부 별 원자력연구개발 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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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마운틴 저장시설의 경우 미국 에너지부는 12월 10일 유카마운틴의 저장용 

량은 7만톤으로 1985년 저장용량의 10%를 군사용 핵폐기물 수용 결정과 현재 사용 

후핵연료 저장량은 58，000톤/ 군사용 고준위 폐기물은 12，800톤/ 그리고 연간 2,0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여 이미 저장능력을 초과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 전략 

의 조정없이는 제2부지 선정이 조기에 결정되어야 함을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권 

고하였다. 제2부지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은 1982년 방사성폐기물법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동법에서는 제2부지 선정 시까지 유카마운틴에는 70，000톤까지 저장이 허 

용되고 있다. 그리고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3가지 방안/ 제2부지 물색/ 결정유보와 

현지 저장기한 연장/ 저장용량에 대한 제한 해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변화를 통하여 현재 가동 및 계획 중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군사용 폐기물까지 모든 폐기물의 수용이 가능하며 제2 저장시설은 상당기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으며/ 한편 원자로규제위원회(NRC)에 신청한 처 

분장의 운영 전망으로는 예정보다 20년 늦은 2018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때까지 90，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될 전망하였다. 또한 DOE는 2020 

년에 유카마운틴의 운영이 시작되는 경우 정부는 104기 원자로 운영자에게 110억달 

러를 보상해야 함올 강조하였다. 2002년 설립된 미국에너지정책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빼ergy Policy)는 2007년 4윌 발간한 보고서를 통하여 대통령과 의 

회에 대하여 고유가지속과 에너지 안정공급l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에너지정책 권고 

안올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처분의 현재의 난맥올 강조하고 미국 방 

사성폐기물법의 개정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층처분시설의 부지선정과 개발의 재확 

언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 어떠한 형식이든 유카마운틴 저장시설 

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추이가 주목 

된다， 

관련기관의 움직임을 보면 1998년 10월 설치된 에너지부의 원자력자문위 

(Nuclear Energy Advisory Committee)는 2008년 11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작성된 

“원자력 - 21세기의 정책과 기술”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 (Nuclear Energy: Policies 

and Technologies for the 21st Century)를 통하여 차기 정부에 적극적인 원자력 부 

양정책을 권고하였다. 백악관 주도로 에너지부가 취해야 할 정책으로서는 연구 개 

발의 로드맴 작성과 인재육성/ 안전성 향상 이외에 핵비확산을 고려한 핵연료주기 

체제와 핵연료 공급 제도의 개혁/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해서는 유카마운틴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에서 국제적 공조의 강화가 요구되며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업지에 대해 미 행정부가 명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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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itures for Energy 

Inc. 보고서 , September 2008 and USDOE 

<그림 3-43> 미국 에너지부의 에너지연구개발 

원자력연구개발 투자 

Management Development 

발표자료 

Federal 출처 Analysis of 

Information Services, 

투자 추이와 행정부별 

추이 

그라고 미국의 원자력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로 2005년 설립된 미국 

원자력 경 쟁 력 위 원회 (American CounciI on GlobaI Nuclear Competition)는 2007년 5 

월 미국의 핵비확산정책과 원자력산업에 대한 백서/ 동년 9월에는 원전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원자력 신규투자를 통한 경제와 환경/ 

고용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원자력경쟁력위원회는 이보고서에서 35만명 

의 고용과 450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있음을 발표하고 세계적으로 미국의 원자력 리 

더삽 확보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Bemard 그룹(웨스팅하우스 AP100 건설 글로벌 파트너회사) J. M. 

산업계 대표자 모임에서 오바마 대통령당선자의 에너지정책목표 

원자력발전 점유율을 20%로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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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르네상스의 도래는 에너지자립/ 보다 청정한 환경/ 안정적인 기저부하 공급/ 

경제 활성화 공약 이행에 유일한 길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력수요가 

매년 1.1%씩 증가하는 경우 2030년까지 45-50기의 원전의 추가 건설이 필요함을 권 

고하였다. 

카네기평화재단의 일련의 전문가 토론에서는 원전 확대에는 공급조건으로서 

IAEA 추가의정의 비준을 필수조건으로 요구되며 민감기술의 접근을 억제하여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이내 미국 원자력 전문가들 중 30%가 정년퇴직 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적으로 원자력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라고 1978년 핵비확산법의 성공 여부는 핵비확산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으며 미국은 더 이상 핵주기의 유일한 공급자는 아니며 핵 

확산위험이 없는 핵주기의 공급 지원을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따라서 농축 

과 재처리에 대한 새로운 국제체제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핵연료은행의 경우 미국은 핵연료 뱅크 설치를 위해 이미 5，000만달러 기여 

를 약속하였으며 (110차 의회에서 법안 통과함) UAE tOOO만달러/ 노르웨이 500만 

달러 기여를 약속하였고 NTI는 다른 회원국이 1억불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5，000만 

달러 기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외 러시아가 시베라아에 핵연료농축센터 설치와 독 

일과 영국도 유사한 개념을 제안한 상태이다. EU 외교정책책임자인 Javier Solana는 

NPI 2010 검토회의 전까지 핵연료뱅크가 설립되도록 촉구하였으며 유럽연합은 12 

월 9일 핵연료공급보증구상의 실현을 향해/ 최대 2500만유로를 각출하는 것을 결정 

하였다. 

한편 부시행정부가 추진한 국제원자력파트너십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은 25개국의 회원국 27개국의 옵저버 참여 등 국제적 인 지지자는 증가 

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지속적인 반대에 직면해왔다. 지난 10월 1일 파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금융 시스템을 통해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는 기본 방침을 제외하면/ 별 내용이 없는 성명을 내는데 그쳤고 2009년 

예산 편성에서 의회는 부시 행정부가 요청한 GNEP 기금(약 t500만 달러)의 대부 

분을 삭감하였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에서 원자력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으며 세계 

적으로 개도국의 원전 도입 증가(<그림 3-44> 참조)가 전망되는 등 차기 오바마 행 

정부의 원전정책의 변화 여부와 함께 재처리정책의 유지 및 GNEP에 대한 지원의 

계속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다.핵벼확산정책 

민주당의 안보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군사력 사용은 가능하다면 현명하게/ 그러나 필요하다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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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으로 사용하되 국제적 지지와 참여를 유도한 사용하며 

강조하고 았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테러집단의 

이오테러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출처 : IAEA 발표자료-SNE-1P General Assembly, Brussels, 26 Nov. 2008 

<그림 3-44> 세계 원전 이용국 및 원전 도입을 추진중인 개도국(2007.12 기준)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핵테러 공격과 핵확산을 들고 있으며 핵무기와 핵물질 

보안에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량살상무기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밀수거래 저지와 검색에서의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세계 

적인 핵무기 감축을 위해 2009년부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관련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 방향을 보면 핵테러 방지와 국제적인 핵무기 감축/ 핵무기 확산방지 

노력 강화 등의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테러집단으로의 핵물질 누 

출 방지l 강력한 국제 제재를 통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 그리고 이란의 핵개발 지 

속과 테러 지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국제적 제재.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추구를 위하여 새로운 핵무기 개발의 중지/ 미국과 러시아와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 추진 등이다/ 

한편 적성국 및 동맹국을 불문하고 조건없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direct diplomacy without preconditions with all nations, friend and foe)를 통하여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의 국제적인 리더십의 확보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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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리고 북핵 6자회담과 같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 등을 통하여 효과 

적인 체제 (framework)의 구축 등 아시아 지역의 안정 제고와 번영을 위하여 중국의 

역할과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새로운 파트너섭의 모색도 중요시하고 있다. 

주요 추진 전략을 보면/ 핵테러 방지의 경우 핵위협 감소(CTR)， 핵능력의 확산 

방지/ 핵확산방지체제의 강화 등의 핵안보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며/ 이와 

관련 4년 안에 핵무기물질의 보안 확보(<그림 3-45> 참조)와 핵밀수의 종식/ 대량살 

상무기와 관련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PSI(Proliferation Security lnitiative) 강 

화， 2009 핵테러 방지 정상회의 추진/ 이란의 핵물질 획득 방지와 북한 핵무기의 검 

증 가능한 제거/ 국제원자력기구의 역할 강화l 핵물질생산 금지 조약(FMC1)의 발효 

를 위한 국제 노력의 주도/ 핵무기 없는 세계의 목표의 구축/ 핵보유국간의 핵무기 

의 실제적이고 검증 가능한 감축방안 모색/ 백악관에 핵테러와 핵확산 위험을 감소 

를 위한 미국 프로그램의 조정관의 임명/ 그리고 원전 이용 증가에 따른 핵확산을 

피하기 위하여 국제핵연료은행/ 국제핵주기센타l 핵연료공급보장 등 새로운 국제원 

자력이용체제(a new intemational nuclear energy architecture) 구축 추진 등을 제 

시하고 있다. 

출처 the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IPFM), Geneva, May 2008 

<그림 3-45> 세계 PU과 고농축우라늄 비축량 현황 

미국 안보관련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취임 이후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 

지 않으며 핵실험금지조약의 비준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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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보유 방지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이란과는 고위급 직접대화를 추진하되 

실패 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대응도 전망된다. 

북한 핵문제의 경우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려스트에서 삭제조치 

를 지지한 바 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 방안 모색과 

함께 북한과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화 외교 추구를 강조한 바 있다. 12월 8일 

개최된 북경회의에서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이날 의장성명에서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명시한 9.19공동성명에 대해 재확인하고 검증 조건 

합의를 위해 이뤄진 진전을 평가했다”며 "검증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언과 지원을 환영한다”고 원론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시료 채취 

(sam p ling)' 내용을 담은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였으며 차기 회담 개최 일시도 

명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 2단계(핵시설 불능화) 마무리/ 핵 검증 이행， 3 

단계(핵 폐기) 등 6개국협의는 오바마 신정부의 출범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진전여부 

가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적으로 협상중에 있거나 서명후 발효가 안 되고 있는 핵물질생산금지 

조약(FMCT) ,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진전이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향후 4년간 세계적으로 핵물칠 보안 관리를 추진하고 핵물질생산 금지를 

위한 방안의 모색과 핵비확산조약의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전면핵실험금지조약은 

1996년 클린턴행정부시 서명하였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으며 부시 행정부에서는 비 

준을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내 안보관련 동향을 보면 미국 내에서 대량살상무기의 공격 가능성이 있으 

며 핵테러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핵테러방지와 핵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핵무기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노력에서 미국 

의 라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을 위해 국가안보관련기관(National 

lntelligence Cotmcil)이 작성한 “ Global Trends 2025" 보고서는 테 러집단의 핵무기 

획득과 사용 위험이 핵기술과 능력의 확산에 따라 향후 수십년 동안 증가할 것이며 

향후 20년안에 핵공격의 가능성은 생화학 공격 가능성보다 낮으나 현재보다 크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와의 핵무기 감축 노력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는 2002년 체결된 전략공격 

무기감축협정(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Treaty, SORT)에 따른 의무로서 2012 

년까지 전략 핵탄두를 1，700-2，20071로 제한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조약은 예기치 않은 위협에 대응하여 수천 기의 핵탄두와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검증체계를 확립하는데 실패했으며/ 대신 1991년 체결되고 2009년 12월에 

만료되는 전략핵무기감축조약(Strategic Anns Redudion Treaty, START)에 의존하 

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폴란드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추진과 러시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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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 침공으로 미국은 원자력협력협정의 포기 조치 등을 통하여 악화되어 왔으며 

12월 15일 미국과 러시아는 미사일과 핵무기감축에 대한 회의를 가졌으나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오바마 신정부의 출범이후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한 차기정부에서의 논의는 새로운 관계 설정 방향으로 진전될 것임을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핵보유국들의 핵감축 노력을 보면 2007년 12월 미국은 핵무기보유를 2012 

년까지 냉전종식의 1/4수준으로 감축을 발표하였으며 핵관련 시설 30% 감축 계획 

초안을 발표하였다. 2008년 4월 미국과 러시아는 5TART 조약 이후 전략적 프레입 

월 선언을 하였으며 2008년 2월 군축회의에서 영국은 핵탄두 보유의 20% 감축/ 프 

랑스는 2008년 3월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의 공군핵전력의 1/3 감축을 발표하였 

다. 

그라고 미국물라학회(A펀)와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5)가 공동으로 최근 발 

간한 “ Nuclear Weapons in 21st Century U.s. National 5ecuriη” 보고서 에 서는 차 

기행정부의 2010년 NPT 평가회의를 대비하여 전면핵실험금지조약의 비준 추진과 

핵연료은행 및 진보한 안전조치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원전이용 확대에 따른 핵확 

산위험 증가 억제 등 핵비확산과 군축에서 리더십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하 

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의 몇 가지 사례로 핵무기 획득국의 추가 방지/ 

핵무기와 핵물질의 국제적 관리/ 그리고 우선적으로 5TART-1 연장과 러시아와의 군 

축의 진전을 포함 전략적 대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5TART-ll는 미국이 2002년 탄도 

미사일조약(ABM: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철회하면서 무산되었으며. 신무기 

개발없이 핵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립연구소들의 원자력기술 능력 (nuclear 

expertise)을 유지해야 함을 또한 권고하였다. 특히 핵무기 연구소들에게 핵안보와 

함께 에너지안보까지 임무 확대는 경험과 사명감있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충원과 

유지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라. 향후 전망 및 국내 원자력계 샤사점 

오바마 차기 미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리더섭의 재확보 노력을 통하여 국제사 

회에서의 미국의 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인수과정과 취임후 6개월 

과도기 정책을 주목해야 하며 발표된 오바마-바이든의 정책 내용과 임명된 각료들 

의 정책성향도 분석이 중요하게 보인다. 특히 금융위기와 경제 문제 해결에 우선을 

두고 정책 추진이 예상되나/ 대외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기후변화와 대외정책에 

서의 성명 발표 등도 우선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신기술 개발 정책 등은 국제적으로 에너지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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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의 경우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녹색경제성장 전략이 강 

화되고/ 재생 · 대체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이 역할이 적극적으 

로 전개되면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예상된다. 반면 기후변화협상은 2009 

년말까지 완료가 예정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도기에 진행되는 점을 고 

려하면 어느 정도 까지 미국의 역할이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여기에는 석유소비 절약 추진과 에너지자립 추구/ 기후변화 대책 등에서 재생에 

너지 투자 규모와 원자력의 역할의 크기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투자 규모나 

중요성에서 변화가 주목되며 신에너지정책 추진에서 원자력에 대하여 조건부 또는 

제한적인 지지 입장 표명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간 정책적인 대립이 심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원자력의 경우 공화당과 부시행정부가 추진해온 원자력 활성화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며 재처리정책의 추진과 유카마운틴 저장시설과 제 2부지선정， GNEP에 대한 

지원 및 GIF와 lTER, INPRO 등의 국제공동프로젝트의 지원 지속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핵비확산정책의 경우 2010년 NPT 평가회의가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라와 안전조치 강화/ 민감기술 확산억제와 핵연료공급보장 

을 위한 새로운 국제 체제 논의l 핵확산방지와 핵무기 및 핵물질의 감축/ 핵테러 방 

지 등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전망되나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EU와 러시아 

영향력 확대로 2010년 NPT 평가회의 개최전 까지 2009년 1년 동안 산적한 핵비확 

산 주요 이슈에 대하여 미국의 리더십의 발휘 여부도 주목된다. 

오바마 차기행정부의 대외적인 핵비확산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CTBT와 FMCT 

의 미국의 주도적인 참여가 전망되고/ 이와 함께 IAEA 역할 강화가 필수적으로 보 

이며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전망되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협력 

에서 IAEA의 추가의정서 비준 요구가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원자력 수출통제 강 

화도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이용 증가 전망에 따른 핵연료공급보장에 대한 

새로운 국제체제의 논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라나라는 차기 미행정부와의 현안 사항으로 북핵 6자회담에서의 협력을 포함 

하여 2014년까지 유효한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차기행정부의 핵비확산정책의 추진에 따라 FMCT의 발효 협상， CTBT 발효 

협상， IAEA에서의 핵연료은행 등의 새로운 핵연료공급보장 논의 등과 원자력 기술 

협력도 차기 미행정부와의 중요한 협력 사안으로 보인다. 핵비확산정책에서는 민주 

당이 공화당보다 더 원칙적인 기조를 유지해온 것을 고려할 때 차기 미국 행정부와 

의 원자력 외교와 기술협력에 더 많은 관심과 준비가 중요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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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의 경우 미국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부시행정부의 9.19 합의 프로 

셰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으로 향후 양자간 대화 추진과 6자회담 파트너들 

과 협력을 통하여 군사적 제재보다는 외교적 해결 방안을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최근 철회한 제재의 재개와 추가 제재 조치도 전 

망된다. 그라고 차기 미 행정부는 과거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부시행 

정부의 대북정책의 검토 후 효과적인 프래임원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 인 

권문제도 이 과정에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핵문제는 12월 북경회의에서 북 

한의 환경시료 채취 거부 등 북한의 플루토늄 관련 핵검증 문서합의에는 별다른 성 

과가 없었으며 차기 미행정부의 정책 추진까지는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 

으로 전망 되나 과거의 북한의 협상 전략을 볼 때/ 미국과 북한간 접촉 추진과 북 

한 대응에 따라 북핵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도 펼요하게 보인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전 이용확대 정책과 기술협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등으로 국제협 

력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주시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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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저탄소 발전원 도엽의 녹색효과 평가 

2008년말에 확정될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계획 종료시점인 2022년 

까지 원자력발전소를 12기 새로 도입해 전체 전력시스템에서 설비용량 기준으로 

32.6% 그리고 발전량 기준으로는 47.9%로 확대키로 하였다. 이는 지난 제3차 전력 

수급계획에서 정했던 각각 29%와 43.4%에 비해(2020년 기준) 한층 비중을 증대시킨 

것이어서 주목을 받을만한 변화이다. 본 절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녹색성장에 

있어 원자력과 신재생 발전원과 같은 저탄소배출 발전기술들이 녹색전력 성능을 온 

실가스(Greenhouse Gases, GHG) 배출 계수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아울러 전력시 

스템에서 도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그간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입계획 

에 비추어 우리나라 GHG 배출에서 저탄소 발전원들의 배출저감 능력을 평가한다. 

1_ 한국의 에너지와 환경 현황 

교토협약에 따른 부속서의 협약의무 이행국(삶mex 1 country)이 아닌 우리나라 

는 아직 국제사회에 대해 GHG의 배출감축 의무를 지니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구촌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그라 만만치 않다. 국제에너지기구(lEA 

lnternational Energy Agency) (2006)와 lEA(2007)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에서 에 

너지 연소에 따른 C02 배출은 448.91 백만 C02-톤으로 2004년 462.10 백만 C02-톤 

에 비해 약간 줄었다.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10위 수준의 C02 배출국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GHG 감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 

작한 1990년 이후 한국의 GHG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GHG 배출량은 226 백만 C02-톤에서 462.10 백만 

C02-톤으로 늘었다. 이 기간 증가율은 무려 104%로 세계와 OECD국가의 평균 증 

가율 54%와 17%를 크게 상회한 수치이다. 일인당 배출 증가율도 69.5%로 OECD 

국가 중 1위 이 다. (<표 3-14> 참조) 

우라나라의 GHG 배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기 위해 WRI (2005)의 보고서를 

보면 1990~2002년 사이 한국의 C02 배출 증가율은 97%로 인도네시아(97%)， 이란 

(93%), 그라고 사우디아라비아(91%)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C02 이외의 

GHG 배출에서 동기간 한국은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50%)를 뒤이은 실적의 기록이다. 이러한 GHG 배출실적 

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주목하기에 충분하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 경제는 연평균 7~8% 고속 성장해 GDP가 2.8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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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국의 경제성장률과 GHG 배출량 변화추이를 함께 비교해 보면 그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OECD국가들 중에서 체코/ 독일/ 헝가리/ 

폴란드/ 영국은 GHG 배출량이 감소하였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표 3-14> 세계 속 한국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환경 

부문 세계 속 한국의 순위 

• 10위-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측면 
• 7위-원유 사용량 
• 4위- 원유 수입량 
• 2위-석탄과 LNG 수입량 

기후변화 측면 
• 26위-일인당 GHG 배출량 그「\i 
• 10위 -GHG 총배 출량 
• 1위-일인당 GHG 배출 성장률(1990~2004) 

우라나라의 GHG 배출량은 2005년 기준 연간 5억 9천만 C02-톤으로 1990년과 

비교했을 때 98.7% 증가했다. 2030년에는 1990년 대비 1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선진국이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GHG 배출량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 

로 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역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기후변화의 저감에 브는 시설은 lE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 

지 세계 온실가스를 50% 줄이기 위해서는 100만에급 원자력발전소 32개와 풍력발 

전기 14，000개， 21，000만마의 태양열 전지판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50% 감축을 위해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4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HG 배출의 경제영향은 영국의 스턴(Stem)보고서라 불리는 온실가스 경제학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지구 온난화를 방치할 경우 2100년까지 경제적 손실이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임가공 무역을 경제의 주축 

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 

에서 2005년 기준으로 세계 10위에 이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관리에 있어/ 국 

내 비중에서 83%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Ener잉r Module)의 개선책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 

이와 같은 국내의 사정과 국제적 압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 

한 전략적인 업장을 준비해야 한다. 국제적 측면에서 아직도 신흥 산업화 국가에 

서는 기후변화 의무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활동에 대한 책임이지 현재의 배 

출에 대한 책임에서 비롯될 수 없다는 원칙이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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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임박한 기후변화의 조짐 하에서 계속되기 어렵다. 또한 세계 경제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구촌 상황에서 의무이행국들은 직접적인 기후변화 압력 이외에 

도 다양한 여유의 수단이 강구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장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초 G8 확대정상 회의에 참석 

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개도국의 GHG 감축 실적에 대해 상업적 인센티 

브를 주는 탄소 Credit를 부여해 시장 원리에 의해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성이 개선 

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더해서 한국은 GHG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범지 

구적 장기목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2020년 

까지의 GHG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목표를 설정해 2009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 

라고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발전이 경제 성장에 펼요한 에너지원 확보는 물론 C02 

배출을 줄이는 데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본 절에서 분석코자 하는 저탄소발전원의 녹색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탄소 발전기술의 도입계획을 살펴볼 펼요가 있다. 

우라나라 국가 에너지 계획의 수립체계는 <그림 3-46>와 같이 정리된다. 

여기에서 전력부문 설비도입과 발전량 개발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중심이 

다. 본 절에서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기술의 도입에 따른 녹색성장 효과의 평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토록 한다. 우리나라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수 

립은 다음과 같다. 

2_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변천 과정 

우라나라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2년 8월 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래 매 2년 마다 계획이 보완되어 2008년말에 제4차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때 까지 기본계획에서는 저탄소 혹은 청정에너지42)에 대한 개념 보다는/ 다만 국가 

에너지계획에서 추진중인 선재생에너지원들만을 청정에너지원으로 여기고 이에 대 

한 도업진흥 의지만이 반영되었다. 기본계획상에서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말 공고된 제2차 계획부터였다， 이어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C02 배출에 따르는 환경비용이 비로서 전원계획 모형수행에 산입되기 시작하였다. 

42) 청정에너지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발생기술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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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종합계획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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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기본계획 부문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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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응 ===} ===} ===} 제짜 석탄산업 장기 계획 | 

===} ===} ===} 제3차 석유비축 계획 

===} ===} ===} 걱 { 저114차 해외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 =응 

=응 =수 =응 

=수 
제1차 해저광물자원 개 

발 기본계획 ('09.3) 
=수 =응 

자료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에너 지 기본계 획 (보도자료)， 2008.12.5 

<그림 3-46> 국가에너지 계획 채계에서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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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제2차와 제3차의 계획에서는 환경의 중요성과 신재생에너지의 도입확대 

가 이루어졌으나 아쉽게도 녹색 청정에너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원자력의 비중 

은 줄어들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에 대한 의무부담이 높아져 가면서 전원구성에 있어 녹색청정 발전기술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에 다가가서야 추가 도 

입하게 되었다. 

지난 네 차례의 기본계획들에 나타난 원자력의 비중을 정리하면l 설비도입량 기 

준 비중은 <그림 3-47>에 그라고 발전량 기준 비중은 <그림 3-48>와 같다. 

세계적으로 GHG 배출 감축의무와 압력이 고조되면서 청정에너지 도입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청정에너지 도입을 통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현 

정부 들어 작성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증대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그림 3-47>과 <그림 3-4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 정부 들어 

작성된 제4차 기본계획에서 보면 원자력의 비중은 지난 2006년의 제3차 기본계획 

보다 오히려 적은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갖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낮은 비중은 지난 10여 년간 에너지 저가시대였다는 점과 환경중심주의를 지향하는 

NGO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전의 도입을 지연시켰던 시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 

한 원전 도업의 준비기간(lead time)을 고려하면 도입을 확대하는 영향이 10년 정도 

이후에 나타나는 것도 또한 타당하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국가 녹색성장 계획이 원대하게 작성되는 가운 

데l 녹색성장의 추진동력 기능을 담당해야 할 전력산업에서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법 

에 규정한 기술들만이 아나라 에너지 공급 전과정(Whole Life Cycle)에서 GHG 배 

출을 줄일 수 있는 청정한 에너지를 하나로 묶은 저탄소 에너지 개념을 도입해야 

할 때이다. 저탄소발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과정에서 이 

미 녹색기술의 자격을 충분허 업증해 온 원자력발전이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신재 

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지연에 대비한 예비계획 (Plan B) 정도로 여겨진다면 이는 우 

라나라 기후변화l 국가의 지속성장/ 안정적 전력의 공급보장 그리고 자원의 고갈대 

비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요소라 판단된다， 물론 이는 원자력의 기술적 안전성과 

정책적 투명성이 전제되는 경우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그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 1차 전력수급가본계확 

제1차 계획은 2002년 8월 공고 되었고I 2015년까지를 계획기한으로 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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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획의 수립은 전력산업의 민영화 혹은 구조조정 이후 수립한 최초의 기본계획 

이 었다는 특정을 갖는다. 주요 특정은 다음과 같다. 

BJ .o% 

45.0% 

% 

% 

% 

n 

n 

n 

때
 
$ 

$ 

(
영
 -
때
때
-
끄
 

재
)
 

25 .0% 

3).0%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3)18 2021 

<그림 3-47> 원자력 설비용량 비중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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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원자력 발전량 비중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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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전에는 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장기 

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이행하였으나/ 

처 
L一

o 전력산업의 

을 도업하고/ 

효율성과 

민영화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전력산업에 단계적인 경쟁 

추진하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여/ 

o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급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개정 전기사업법에서 규정. 

새로운 개념의 전력수 

- 시장경쟁 체제 도입으로 과거 장기 전력수급 계획 체제 유지 곤란 

-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전기사업자의 자율적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시장기능 

안정을 도모할 필요 에 의하여 중장기 전력수급 

<표 3-15> 제1차 계획에 나타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계획기간 
2001 ~ 2003년 2004~ 2008년 2009년 이후 

(발전경쟁) (도매경쟁) (소매경쟁) 

o 발·송·배전 독점 공기 
o인 송 한·배전전으 독로점부터 공 수기개업 업개펴 인 한전으로부터 분 수 o 소매공급 분야에 경 

주요특정 
의 발전회사가 의 배전회사가 분리/ 쟁권) 도입 (소비자선택 

o 민영쟁화되고 발전분야 o 민F영에화 경되고 도 도입매공급 
에 경 도입 

분。 쟁 

<표 3-16>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후의 특정 비교 

경쟁체제 이전 경쟁도입 이후 

o 계획의 근거 : 장기전력수급계획 

o 정부 및 한전중심의 계획 : 공익성/ 
독점성/ 강제성 중시 

=수 o 계획의 근거 : 전력수급기본계획 

다양화된 전기사업자중심의 계획 

수익성/ 경쟁성/ 자율성 중시 

o 

보급증진에 

동 계획 

종료기간에는 

저탄소 에너지의 

포함되지 않았다. 

포함한 

계획은 

실적 

제1차 기본계획 당시에는 선재생에너지를 

대한 국가 계획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부문 

에 반영된 원자력 설비보급 계획은 2001년 27.0%에서 계획 

31.2%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수록하고 있다. 

냐. 제 2차 전력수급가본계확 

제2차 기본계획은 2야4년 말 공고되었고/ 2017년까지를 계획기한으로 하였다. 

제2차 계획의 수립시 환경은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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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에는 한국전력공사 단일 독점적 사업계획이었으 

나/ 이에서 벗어나 전기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o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정책 기본방향 

및 경쟁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 수급전망 정보 제공/ 

o 전기사업자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전력수급 정책방향에 따라 자 

율적으로 전력사업을 수행/ 

o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사업을 인·허가하는 등 기본계획 이행 

을 위해 노력하고/ 펼요시 세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시행 

이를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주요 특정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실현 

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력의 환경문제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계획을 최초 

로 고려하였다. 이는 수요관리 강화/ 환경 친화적 설비 확충/ 대체에너지자원의 합 

라적 배분으로 달성토록 하였다. 

제2차 계획에 나타난 저탄소 발전원 도입 계획은 2003년 설비용량 기준으로 원 

자력 (28.0%)， 수력 (6.9%)， 기타(2.5%)에서 계획 종료시점 인 2017년에는 원자력 

(30.3% ), 수력 (7.1%)， 기타(7.3%)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공급계획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기타에 속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대폭 확충되었다는 점과 원자력의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제1차 계획의 34.6%에서 제2차 계획의 30.9%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다. 제 3차 전력수급가본계혁 

제3차 기본계획은 2006년말에 공고 되었고， 2020년까지를 계획기한으로 하였다. 

제3차 계획은 지역별 수급계획을 최초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 도모를 기대하 

였다， 제3차 계획은 다음의 성격을 가진다. 

o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정책 기본방향 

및 장기 전력수급에 관한 시장정보를 제공 : 정부는 동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사업을 인 · 허가하는 등 기본계획을 이행하고/ 펼요시에는 세부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 ·시행 

o 전기사업자는 발전소 건설의향의 수급계획 반영을 근거로 발전사업 및 건 

설 인허가 신청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제3차 계획의 주요 특정은 지역별 수급계획을 최초 도입한 것 외에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보하기 어려운 전력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설비규모와 전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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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계획기능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첩얀션?，S-~ 져 획 )1 AJ정짜 합며 껴l 획::iI 초12 혜l 획 
(1 990녕대i ('01 ~“0많 f‘Q양년 01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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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전력수급계획의 기조 변경 

제3차 계획에서는 전원 구성사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기 

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적정 전원구성 시 C02 비용으로 13,000 

원jC02-톤 수준을 반영하였다. 이는 해외 배출권 거래가격， CDM, 한계저감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다. 이 비용은 C02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석탄발전에 

다소 볼라하게 작용한 반면/ 원자력， LNG발전소에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참 

고로 전원별 C02 배출량(C02-kgjkWh)은 원자력은 0, 석탄은 0.77, LNG는 0.36으 

로하였다. 

제3차 계획에 나타난 저탄소 발전원 도입은 2005년 설비용량 기준으로 원자력 

(28.5%), 수력 (6.1%)， 신재생에너지 (0.3%)의 실적에서 계획 종료시점인 2020년에는 

원자력 (29.0%)， 수력 (6.7%)， 선재생에너지(2.1%)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 계획 

은 2003년 공고된 제2차 선재생에너지 부문 기본계획을 인용하여/ 전원구성에 독립 

항으로 집계하기 시작하였다， 원자력의 도입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제2차 계획 종 

료시점인 2017년 원자력의 비중이 30.3%에서 더욱 하향 조정되어 제3차 계획에서는 

29.0%가 되었다. 

라. 제4차 전력수급가본계혁 

제4차 기본계획은 2008년 말 확정 되었고， 2022년까지를 계획기한으로 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지난 2005년까지 추진되어 온 전력산업의 구조조정 계획의 추진을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제3차 계획 이후 적정 설비 규모의 유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기능을 작용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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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전력수급계획의 기조 변겸 

제4차 계획에 들어서 비로소 기후변화의 위협을 전력공급계획에 반영하기 시작 

하였다. 즉/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형 전원구성이 고려되었고/ 전원별 경제성 

분석시 환경비용으로 32，000원jC02-톤이 반영되었고/ 더불어 탄소 원단위 배출 목 

표량으로 2022년 기준 0.40 C02-kgj kWh가 적용되었다. 여기서 환경비용은 해외 배 

출권 거래가격 및 한계 저감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은 발전사업자의 건설의향/ 정부·사업자간 신재 

생에너지 공급협약(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그리고 중앙정부，지자체 

사업허가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구속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4차 계획에 나타난 저탄소 발전원 도입 계획은 2008년 설비용량 실적치인 원 

자력 (26.3%)， 양수(5 .8%)， 신재생에너지 (2.5%)에서 계획 종료시점 인 2022년에는 원자 

력 (32.6%)， 양수(4.7%)， 신재생에너지 (4.0%)로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계획의 

특정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본계획의 이행과정에서 체득한 도입 불확실성의 경험 

을 감안해 비교적 보수적인 계획을 갖는 부문만 집계하기 시작하였다. 원자력의 

도입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3차 계획 종료시점인 2020년 원자력의 비중이 29.0% 

에서 비로소 증가해 제4차 계획에서는 31.5%로 상향 조정되었다. 

3. 발전원별 온잘가스 배출량 평가 

가. 분석대상 발전원 

본 분석에는 우리나라 발전량의 97.8%(2007년도 발전량 기준) 정도 차지하는 석 

탄/ 원자력， LNG 그라고 유류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 더해 신재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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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원중 대표적인 기술집약형 발전기술인 풍력과 태양광 발전기술을 추가 하였다 

이들 발전원들은 편의상 화석연료 발전원(석탄， LNG, 유류 포함)과 저탄소 발 

전원(원자력/ 풍력/ 태양광 포함)으로 양분하였다. 분석에 사용될 탄소배출량 평가 

는 전자의 발전원에 대해서는 원자력연구소(2002) 연구를 참조하였다. 후자의 발전 

원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주요 파라미 터는 <표-1>과 같이 정 

리된다. 

<표 3-17> 평 가에 사용한 주요 척 도 

원자력 풍력 태양광 

대상용량(kWe) 1,000,000 750(육상식) 3(지붕거치식) 

이용률(%) 90 20 10 

수명기간(년) 40 20 20 

에너지 투입률(%) 3 22 30 

저탄소 발전원틀의 평가범위 (system boundary)는 공히 해체과정은 생략하였고/ 

건설과정과 수명기간 전체의 운영과정에서 투입되는 자재와 연료량이 평가에 포함 

되었다. 

(1) 원자력발전 

본 절에서 평가한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연구소(2002)와 마찬가지로 국내 표준 

원전의 사발점인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 당시의 연 

구에서 누락되었던 발전소의 건설과정이 분석에 추가되었다. 

원자력발전소 평가에서 공정의 구분은 원전의 건설과 핵연료주기 전과정으로 

구분하였다， 핵연료주기는 세부적으로 5개의 단계로 다시 나누었으며/ 이는 가공전 

단계， U308 수송단계/ 성형가공단계/ 발전소 연소단계/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 

장단계 이다， 여기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책이 정해지지 않 

은 관계로 포함하지 않았다， 핵연료의 조달은 우리나라의 경우 20기의 원자로를 

운영하는 데 연간 약 4,000 U308-톤이 소요되며 이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우라늄의 안정공급을 위해 공급원을 다원화하여 미국/ 캐나다/ 호 

주/ 프랑스/ 카자흐스탄 등으로부터 정광을 구매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수업국 중 호주와 캐나다에서 도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 

다. 

<그림 3-51>은 국내 1671가 가동중인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분석과정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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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에서 평가범위에 

이다. 

든 것은 실선박스이고 점선박스는 포함하지 。0}- 。
l:õ-;:::- 과정 

i 서/앓 2! :.:.!싫 ! 
“ J 

1‘ -, 
시휠i용혈연료 ; 
흥활처풋 f 

꾀꼬 
i λ!썰혁 해꾀 1 

※) 단계의 사이에 표시된 @는 해외의 경우는 해상수송， 국내의 경우는 육상운송을 표시 

<그림 3-51> 원자력발전의 분석 범위 

(잉 풍력발전 

풍력발전의 경우는 2003년에 발표된 제2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서 기술개발 목표 용량언 750 kWe급을 기준으로 하였다. 2008년 현재 

의 풍력발전은 1，000~2/000 kWe급도 운용되고 있지만/ 우라나라의 기숭자립 가능성 

을 고려하여 전숭용량으로 하고 기어방식음 대상 기숭로 하였다. 발전기는 육상설 

치하는 경우를 기준하고/ 헤브 유니트에 설치된 발전기와 기어박스는 수명기간 동 

안 한 번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발전된 전력은 제어반을 거쳐 전력 

망에 연계된다， 

<그림 3-52>는 풍력발전의 평가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선 박스로 나타난 풍 

력발전의 구성품과 발전소의 건설 그리고 운전유지 단계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였고 

점선 박스로 나타난 시설의 해체는 본 절의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퓨l 설요 *펙 

※) 단계의 사이에 표시된 @는 육상운송을 표시 

<그림 3-52> 풍력발전의 분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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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태양광발전 

본 평가에서 대상으로 삼은 태양광발전은 가정용 지붕거치식 3 kWe급으로 하 

였다. 태 양광 발전을 담당하는 실리 콘 패 널은 polycrystalline silicon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3>은 태양광발전의 평가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선 박스로 나타난 

태양광발전의 구성품과 발전소의 건설 그리고 운전유지 단계는 분석대상이 되었고 

점선 박스로 나타난 시설의 해체는 본 절의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릎앓 
놓씩앓월 허꾀 

펴쫓lÇH 

※) 단계의 사이에 표시된 @는 육상운송을 표시 

<그림 3-53> 태양광발전의 분석 범위 

냐. 온잘가스 배출계수 분석 

(1) 화석연료 발전원 

화석연료 발전원에서 배출되는 GHG는 사용연료의 연소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 

생한다. 석탄l 원유， LNG 발전에서 GHG의 배출은 각각 953.10, 776.78 그리고 

525.17 g-C02-eqjkWh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Fig. 4) 여기서 C02 등가치 

(equivalent)는 UNFCCC에 수록된 100년 기간의 GWP(Global Wanning Potential) 

값인 C02(1), CH4(21) 그라고 N20(310)를 적용하였다，엄) (<그림 3-54> 참조) 

배출량의 평가 결과 재래식 석탄화력발전의 GHG 배출이 모든 발전원을 통틀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었고， LNG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원중 가장 적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이는 LNG 연료의 딴소 함유율이 석란이나 유류 보다 적기 때문이었다. 

(의 져판소 발전원 

화석연료 발전원들에 비해/ 원자력과 풍력 태양광 등 저탄소 발전원들로부터 배 

출되는 GHG은 발전단계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 보다는 설비의 건설과 부품의 제작 

및 조립 단계에서 배출되는 간접 배출량(indirect or associated emission)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43) http://unfccc.inthhg data/ items/3825.vhp 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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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발전원들의 <그림 3-55> 



원자력/ 풍력/ 그리고 태양광에서 배출되는 GHG의 배출량은 각각 28.21, 64.84 

그리고 81.11 g-C02-eqjkWh로 평가되 었다. (<그림 3-55>참조) 

저탄소 발전원 중에서 GHG 배출이 가장 적은 것은 원자력발전으로 평가되었 

다.<그림 3-55>에서 원자력 발전의 핵연료 사용은 연료의 연소가 없기 때문에 배 

출이 없었고/ 운전유지(O&M) 단계에서 비교적 많이 배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 

하는 GHG의 대부분은 정기 정비기간에 외부에서 수전해 사용하는 전력의 사용에 

기인하였다. 다음으로 핵연료 제조과정에서의 배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에서의 GHG 배출이 원자력 다음으로 적었다.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발전소의 건설과 발전기의 제작과정에서 94% 이상의 GHG 배출이 있 

었다. 

마지막으로 Crystalline silicon으로 만들어진 태양광발전 모률은 태양광을 전기 

로 변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태양광 모률을 만드는 재료는 석영사(quartz sand) 

에서 축출하며 이때 고온의 공정이 펼요하다， 태양광발전에서 배출하는 GHG의 

66% 이상이 실랴콘의 생산과 알루미늄의 제조를 포함한 태양광 패널의 제작 단계 

에서 발생한다， 

4. 발전기술의 온섣가스 배출량 평가 

가. 평가 방법의 척합성 

전 절에서 추정한 발전원별 GHG 배출계수를 산자부(2008)에 대입하면， 2010년 

한국의 GHG 배출량은 연간 241,582,907 t-C02-eq.j년에 이른다. 이는 동일 산자부 

(2006)에 추정된 국가 GHG 배출량 전망치 209,066 t-C02-eq.j년과 1，000배 이상의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산자부(2006)에서 원자력/ 석탄， LNG의 배출계수를 각 

각 0.00, 0.77, 0.37 kg-C02jkWh를 적용한 데 기인한다. 

GHG의 배출은 전력생산 과정에서 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고 더불어 설비의 건 

설과 연료의 가공과정에서도 유발하여 발생한다. 이를 각각 직접 배출과 간접 혹 

은 유발 배출이라 부른다 LCA(Life Cycle Assessment)분석에서는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건설에 드는 부품 제작에서 부터 설비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연료 

의 가공 운반까지 포함한 간접 배출도 포함한다. 

위와 같이 산자부(2006)에서 사용한 배출계수는 LCA 관점에서 보면 직접 배출 

량만을 반영한 꼴이다. GHG와 같은 글로벌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기가 반영된 LCA 개념의 적용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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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 개념을 이용해 우리나라 발전시스템에서 저탄소 발전기술의 도입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같다. 

냐. 샤나라오 분석 

이 분석에 따르면 저탄소 발전기술의 도입 시나리오에 따라 2022년까지 누적 

저감량을 분석하면 1 %, 5%, 10%를 추가 도입했을 때 각각 5.03, 25.13, 50.26 백만 

톤-C02-eq.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5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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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전력수급기본계획별 GHG 배출 저감 효과 

GHG 배출 저감 의무 부담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갈이 한국도 기후변화협약 

체제 참여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하는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과 같은 선진 산업국가의 자발적 노력은 세 

계적으로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한국은 세계사회에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유효한 GHG 배출 저감 정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GHG 총배출량 591.1백만톤-C02에서 에너지 전환부 

문은 171.1백만톤-C02 수준으로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효한 

GHG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이 중에서도 특히 전력분야에서 보다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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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SSM(Supply side management)에서 이 정책은 이른바 저 

탄소 발전기술들의 도입이 기본이 된다. 

5_ 정책제언 

시나리오 분석의 기준으로 사용했던 현재의 산자부(2006)는 한국의 GHG 배출 

저감에 실질적 기여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써의 의무를 다하 

기 위해서는 전력수급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탄소 발전기술들 중에서 풍력과 태양광은 저감 능력이 떨어지고 또한 자연환 

경 측면에서 도입도 한정되어 있다. 한국과 같이 GHG 다량 배출국가에서는 부지 

와 풍량/ 일조량 등과 같은 국내 부존자원의 한계를 갖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은 도 

입효과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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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기상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바람자원 지도 

따라서 저딴소 녹색성장 사회의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원자력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활용분야도 기존의 전력생산 뿐만 아니라 열에너지를 활용하 

는 방법/ 수소 생산을 통해 수송에서 석유경제를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물론 급속한 이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엄격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발전소 

의 도입이 확대되어야 하며 핵비확산성과 국제 투명성 전제하에 다양한 핵연료주기 

정책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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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기본이고 또한 실 

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이다. 국가 GHG 배출 총량에서 에너지 부문의 

기여도가 83% 이상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 

- 전력부문에서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시 전원계획을 짤 때 GHG의 배 

출특성이 보다 강력한 제약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IPCC와 같은 

연료별 배출계수가 아니라 LCA 관점에서의 배출계수의 적용 가능성도 고 

려 필요) 

- 에너지 사용에서 수송계통의 연료를 석유경제 일변도에서 비석유 경제로의 

전환도 강력히 추구할 펼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며/ 비석유 연료는 전기 및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직접연소 포함)가 혼재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현재 녹색성장의 

중심인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누락된 수소의 대량생산기술에 대한 노력이 배 

가되어야 한다. 

- 이 보다 먼저 현재의 우리나라 GHG 배출량 평가 방법을 돌아보고 배출량 

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상향식(예/ 부문별 조사 

를 통한 집계) 뿐만 아니라 하향식(예l 산업연관 분석올 통한 추정) 방법의 

도엽과 같이 다양한 방법의 활용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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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갇켠 프른 
~ L-.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이용개발과 관련한 법적 기반마련을 위한 분석 및 국제 

공동연구 등에서의 법적 지원 방안 분석/ 원전시설 사고시의 주요국의 원자력손해 

배상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원자력르네상스의 기대 고조에 따른 국제 원자력 

동향 분석과 대응 방향 분석/ 신 원자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원자력정책 

분석/ 그라고 원자력의 환경측면에서의 역할 분석을 주요 목표로 수행하였으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법무수행을 통해 원자력관련 법률의 제/개정과정에서 원자력연구의 발전 

방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l 방사성폐기물관리법령의 제정에서 원자력 

R&D로 언한 발생 폐기물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았으며l 원자력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도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기관의 독자성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연구원의 각종 크고 작은 법률분쟁에 나침반으로서의 기 

능올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원운영에 관련된 법률 및 

법무 분쟁에서 연구원의 법익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기술수출을 위한 연구원 사엽 

에 적극 지원하여 최초의 연구용원자로의 수출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관 

회사들과의 협조 및 역할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자유무역의 원칙간의 상충되는 부분을 분석하 

였다.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본 환경협약은 그동안외 국내적 오염현상의 심화와 

더불어 공기와 대기순환 등의 자연환경의 글로벌적 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실천을 

위한 협의의 결과물들이다. WTO협정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자유무역과의 조화를 

위해 환경을 위한 정부규제의 허용을 인정하는 예외도 인정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무역 제한성을 비례적으로 입증한다면 환경기준을 통한 직접규제 역시 가능성을 열 

어놓고 있다. 또한 PPMs의 생산공정 및 방식에 대한 규제 역시 현재의 부정적 입 

장은 점진적인 회원국 간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잠정적인 입장이며 사안에 따 

라서는 충분히 심각한 환경위험을 야기하는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해서는 인정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또한/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다자간 환경협약 

(MEA)에 포함된 무역제한조치를 WTO규약에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상호보충적관계라는 데에 있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첫 출발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환경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로서의 무역규제에 대한 제소의 경우에도 WTO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심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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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길을 열은 면에서는 조화를 위한 큰 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업장에서는 점차 자유무역의 원칙이 환경협약상의 의무요구를 반영하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생산 공정이나 방식에 있어서의 친환경기술 개발 및 적용을 서 

둘러야 할 것이며/ 온실가스감축의무가 잠시 유예된 점에 있어서는 교토 메카니즘 

에 따른 부속서1 국가들의 감축의무와 더불어 독점적인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의 

선진국의 투자자지위획득에 대해 WTO상의 서비스협정의 근거를 둔 중계인/ 지원 

자/ 또는 거래자로서 과감한 선도적 참여를 통해 유리한 지위선점을 위한 부속서1국 

가들과의 경쟁과 협력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본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 

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과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해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제안하고 정부차원에서의 국가 정책을 일괄되게 추진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8년도에 수립된 일본정부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 

한 원자력의 역할을 규명한 국가정책(환경에너지 기술혁신 계획/ 경제성장 전략 대 

강/ 혁신기술개발 로드맴， 2100년 비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들 정책들이 한결같 

이 원자력의 펼요성올 강조하고 있는 것올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올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원자 

력이 중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정책비전올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일본에서 발표한 2005년도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방사선이용 부문 

에서는 공학분야/ 의학·의료분야가 증가되고 있지만/ 농업분야는 줄어들고 있다. 방 

사선이용과 에너지이용 부분은 각 46%, 54%로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 

는 원자력이 국민의 삶의질 향상 기여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우라늄자원을 토대로 세계 우라늄 수출국으로의 부상과 

세계 핵연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또한 추구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 

의 원자력시설은 구소련 시절에 건설되어 개. 보수가 필요하며 지역적으로 분산되 

어 있는 상황이다. 전문인력은 구소련 시절 양성된 인력으로 노령화가 진행중이며/ 

신 기술개발과 기술협력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원전 이용에는 우라늄 자원 

확보와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우라늄 자원외교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자원외교와 투자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최 

근 한국과 카자흐스탄과의 우라늄과 핵연료 협력 등 원자력 협력 확대와 강화는 의 

미가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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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의 세계 원전용량 전망은 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는 현재의 372 GWe 에 

서 2030년 최대 690 GWe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WNA는 740GWe로 전 

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방출량 10억톤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규모가 

1，070GWe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최대 전망치보다 30%이상 

이 많은 것으로 원전의 급격한 도입을 전망하고 있다. 온실가스방축 감축을 위한 

원전이용 확대와 개도국들의 원전도입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 최대 4,500GWe 

까지 전망하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은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캐나다 산업체 등이 주도하 

고 있으나/ 급격한 원전 확대의 경우 원전 공급력의 부족이 우려되고 있으며 앞으 

로 대규모 원전을 도입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원전기술의 자립과 기자재 국산화 

정책 추진 등으로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의 주도적인 참여도 전망된다. 반면 원전공 

급과 핵연료주기 기술은 일부 선진국들만 보유하고 있어 독과점적인 시장지배 구조 

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세계 원전시장은 시장 지배력이 강한 소수의 다국적 산업 

체 중심으로 재편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이용국의 확대에 따라 

핵확산 우려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핵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도 강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산업은 성숙된 산업으로서 세계 에너지와 전력공급에서 주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진출기회도 또한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정상외교를 통한 협력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도 전망 된다. 

2030년경에는 우리나라도 원전 30~ 40기 시대에 돌입이 전망 되며 독자적인 노 

형 전략 추진과 함께 핵연료주기 기술의 정립과 산업화 추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 

고 있다. 또한 국내 원자력산업은 급격히 확대가 전망되는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을 

통하여 성장과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보이며 그동안 성공적인 

원자력산업 육성과 원자력 기술에 있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 

력산업계도 국제여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 된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의 경우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녹색경제성장 전략이 강 

화되고/ 재생 · 대체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이 역할이 적극적으 

로 전개되면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예상된다. 반면 기후변화협상은 2009 

년말까지 완료가 예정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도기에 진행되는 점을 고 

려하면 어느 정도 까지 미국의 역할이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원자력의 

경우 공화당과 부시행정부가 추진해온 원자력 활성화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며 재처 

리정책의 추진과 유카마운틴 저장시설과 제 2부지선정， GNEP에 대한 지원 및 GIF 

145 -



와 lTEK INPRO 등의 국제공동프로젝트의 지원 지속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차기 미행정부와의 현안 사항으로 북핵 6자회담에서의 협력을 포함 

하여 2014년까지 유효한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차기행정부의 핵비확산정책의 추진에 따라 FMCT의 발효 협상I CTBT 발효 

협상I IAEA에서의 핵연료은행 등의 새로운 핵연료공급보장 논의 등과 원자력 기술 

협력도 차기 미행정부와의 중요한 협력 사안으로 보인다. 핵비확산정책에서는 민주 

당이 공화당보다 더 원칙적인 기조를 유지해온 것을 고려할 때 차기 미국 행정부와 

의 원자력 외교와 기술협력에 더 많은 관심과 준비가 중요하게 보인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전 

이용확대 정책과 기술협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등으로 국제협력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주시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저탄소 녹생성장 사회의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원자력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활용분야도 기존의 전력생산 뿐만 아니라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 

수소 생산을 통해 수송에서 석유경제를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물론 급속한 이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엄격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발전소 

의 도입이 확대되어야 하며 핵비확산성과 국제 투명성 전제하에 다양한 핵연료주기 

정책도 이루어져야 한다.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 정책의 수 

립이 기본이고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이다. 국가 GHG 배출 

총량에서 에너지 부문의 기여도가 83% 이상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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