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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원자로의 시장 잠재력 조사평가 연구 

n.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력생산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비전력 분야 에너 

지 이용에도 사용하기 적합하다. 이러한 분야로의 개발은 원자력의 도입 초창기부터 

고려되어 왔으나/ 기술적 유용성에 비해 대체기술들의 경쟁력으로 활용도가 뒤떨어져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로 원자력 에너지의 다양한 활용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 

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중소형원자로를 대상으로 중소형로 

의 세계시장 잠재력과 아울러 기술협력 가능국들의 수입환경을 조사한다. 

ill. 연구 내용 및 범위 

세계 전력소비의 16%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에너지의 6% 정도의 비율을 담당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지금의 원자력 

은 1차 에너지의 1/3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력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 

며/ 만일 비전력 분야의 이용이 살아난다면 원자력의 기여는 지금에 비해 월퉁 높아질 

것이다. 

기술적으로 원자로는 핵분열로 발생한 붕괴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직접 이용분 

야인 지역난방/ 공정열 공급/ 해수담수화 동 다양한 활용도 가능하다. 지금의 원자력 

에너지 이용은 상업적 목적보다는 군함추진과 같은 군사용이나 연구용이나 오지 에너 

지 공급과 같은 특별한 용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나I 기후변화협약의 강화나 

화석연료 고갈위기감의 고조와 같은 외부적 요인의 악화될 경우 매우 빠른 도입이 이 

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자력 비발전 이용 환경을 감안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중소형원자로의 이용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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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의 중소형원자로의 이용환경 분석 

• 중소형원자로의 기술적 적용 분야와 이용 현황 조사 

- 이용분야별 세계의 잠재시장 현황 조사 

(2) 협력 대상국의 기술협력 환경 분석 

- 기술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 

-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 선정 

- 도입을 위한 자연·경제 환경 조사: 에너지I 전력 y 수자원 

- 대상국들의 법적환경 조사: 법제도/ 국제규범 

w. 주요 연구결과 및 건의 

중소형원자로는 비전력 활용에 있어 매우 폭넓은 열원을 공급하는 데 적합한 기술 

이다. 이 기술의 사용은 소비지와 인접해야 효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성 

을 더 높여야 한다는 연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해수담수화/ 중소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 그리고 중·저온의 공정열 공급과 같이 비고온·비고압의 이용 분 

야의 웅용기술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분야이다. 

중소형원자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세계시장 잠재력 평가와 관련하여 IAEA는 

2020년까지 지역난방의 경우 340-7,600GWt, 공정열 이용의 경우 240-2,900GWt, 선박 

추진의 경우 40-400백만-총톤(Gross ton, Gt)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수 답수 

화의 경우도 지난 10년간 2배씩 공급능력이 늘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일 

간 5，200만 톤의 시설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중소형원자로의 시장 잠재력 측면에서 모로코， UAE, 인 

도네시아/ 칠레/ 그리고 베트남을 향후 협력 대상국으로 여기고/ 이 나라들과의 기술협 

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모로코와 UAE와 같이 중동 및 북아프리차 지역에 위치한 국 

가들의 경우 담수공급은 국가 지속가능성의 관건이며 여기에 더해 경제개발/ 인구증가 

등에 따른 연간 7-8%대의 전력수요 증가로 지역별 전력공급시셜의 도입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기의 풍부한 강수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건기의 담수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자카르타와 같은 인구 밀집 

도시의 경우 무분별한 지하수 취수에 따른 해수유업과 오수관리 체제의 부실로 지하 

수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점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는 기폰 마두라 

섬 중심의 타당성 연구에서 인구밀집지역인 자카르타와 서부 Tenggara 지역파 같이 

높은 시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들로 타당성 연구의 지역범위를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y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국인 칠레는 가스도업의 불확실성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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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 고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자력 도입을 검토할 계획으로/ 경제성만 갖추어진다 

면 중소규모 전력공급에 있어 매우 유망한 기술협력 가능성을 갖고 있다. 베트남의 경 

우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화력발전소 도업이 장려되고 있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원자로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감안하면 1994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경 열병합 기능을 가진 상업화 플랜 

트를 완성할 계획인 우리나라 SMART 기술개발은 플랜트 원천기술 확보라는 측면에 

서 매우 시의적절한 투자였으며/ 더불어 원자로수명 60년r 가동율 95% 둥과 같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설계목표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입증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준 

비해야 한다. 

중소형원자로에 대한 세계시장의 미래 잠재수요/ 주요 협력대상국들의 우호적 환경I 

그리고 국내 개발중인 SMART의 목표사양 동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SMART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최근 쇄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중소형원자로 협력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관리에 있어 비기술적 역량의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형 원자로 국내시장 없이 해외시장부터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실 

적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 경험을 비축한 미국/ 일본， 러시아l 중국/ 캐나다， 스 

위스/ 카자흐스탄 동 원자력 선진국에 비할 때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자명 

하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외국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노력은 지속하는 데 더해 국내 

시장 개발 가능성도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시장 적용가능 분야를 도 

출하고 해당 분야 시장특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 에너지 정책이 분산형 에너지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는 점 

에서 미래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 패러다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원자력기술의 발 

전전략으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주요 협력 대상국들에 대한 원자력 의사결정체제와 규제기준 둥의 이 

해를 위해 각국의 원자력 법령체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외국과의 원 

자력 기술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지만 아직까지 국내 원자력계 혹은 SMART 기 

술개발 부서로부터 관심올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이 분야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 

하면서 형성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는 추후 이 분야 추가연구 시 밑거름이 될 것으 

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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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표 

2005년 2월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를 앞두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경제I 사회적 활동과 본격적으로 연계해 쟁점요인으로 부각해 가고 있는 가운데I 우리 

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기술개발도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야 한다 

는 중요성이 새삼 부각할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 이용기술은 지금까지 대형 발전전용로 중심에서 앞으로는 중소형로 

의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과 비전력 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가능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비한 기술개발과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중소형원자로의 중요한 이용가능 분야인 해수담수화에 관련해 UN 산하 
Population Action Intemational은 1993년 에 "Sustaining Water : Population and the 

Future of Renewable Water Supplies"라는 보고서 를 발표하고， 2000년 에 이 를 다시 수 

정하여 발표하면서 "1990년에는 28개국I 33，500만 명이 물 기근 혹은 부족국가에 포함 

되었으나I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72-83억으로 늘어나고/ 이때 물 부족과 기근 국 

가의 인구는 24-32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현재도 일부 물 부족 지 

역에서는 인접국간 수자원을 둘러싼 확보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미래사회 청정담수의 공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부터 시작된 일체형원자로(SMART) 개발은 이러한 배경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투자였다고 볼 수 있다. SMART의 경우 국내 활용보다는 IAEA의 원자력 해수담수화 

사업의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원천기술 개발 비중을 높여 기 

술수출을 기하는 것이 당초의 목표였고I 2002년까지 완성된 기본설계에 이어 2010년까 

지 1/5규모의 파일로트 시설을 통해 검증하면서 중동/통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개 

발도상국들과 기술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목표는 우선 중소형원자로와 같이 다양한 용 

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세계적 사용현황과 이용 가농량을 추정하고 다음으로 우 

리나라와 기술협력이 가능한 국가를 선정하고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원·경제적 측면 

에서 중소형원자로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에너지l 전력 I 수자원 현황을 조사하 

고/ 법률·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기술의 교역에 필요한 법령체제의 정비 현황을 분석하 

도록한다.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으로 우선 세계의 중소형원자로 비발전 분야 

이용기술 현황과 에너지 이용 전망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 

었다. 

o 해수담수화 기술을 비롯해 선박추진/ 우주용 원자로기술을 대상으로 기술개발현황과 

활용현황을 조사하고y 

o 더불어 국제적으로 교역시 민감한 통제와 투명성이 요구되는 원자력기술의 교역시 

필요한 최소한의 고려 요인들을 도출하고/ 

o 경제적 측면에서 미래시장을 상정하여 기술개발의 투자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술개발 

잠재력을 평가 

다음으로 중소형원자로의 에너지 이용분야 시장 잠재력은 세계와 우리나라와 기술 

교역이 가능한 일부국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o 우선 세계의 이용가능 현황은 2003년 발간된 IAEA의 기술보고서를 기준으로 지역난방/ 

해수담수화/ 공정열 이용， 선박추진I 그리고 수소생산 분야에 대한 조사l 

o 다음으로 잠재협력 가능국의 환경 분석은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l 칠레， 

그리고 베트남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에너지/ 전력/ 수자원 현황을 조사/ 

o 더불어 이들 국가들의 원자력분야 국제규범과 국제협력 현황을 분석， 

0 마지막으로 잠재대상국들과 원자력 교역에 있어 원자력관련 법규구비 현황은 

필수적이며l 이 점에서 해당국들의 원자력관련 법령 정보를 분석하고 일부 입수된 법안 

전문들은 번역해 첨부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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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소형원자로의 기술 잠재력 평가 

제1절 세계의 중소형원자로 비발전 이용기술 현황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개 

발도상국에서도 자원고갈과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남미/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 

로 검토되고 있는 원자력 도입의 걸림돌은 전력수요의 크기 불충분성과 송배전 인프 

라의 부족 그리고 최종에너지 수요 욕구의 다양성 둥으로 요약된다. 이에 비해 원자 

력 선진국들은 자국의 원자력 이용능력을 더욱 폭넓게 하여 급속히 늘어나고 다양해 

지는 최종에너지 수요 패턴을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원자력 선진국들올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중소형원 

자로의 잠재력은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중 

소형원자로의 이용 가능한 기술 중 가장 실현성이 높은 해수답수화와 선박동력용 분 

야에서 원자력 이용기술의 세계 동향과 함께 우주용 원자로 이용기술을 추가 하였다1). 

1. 해수담수화 기술 

o 식수(Potable Water)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식수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이 제약되기 시작하고 있다. 

0 원자력 에너지는 해수 담수화를 위해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더 중대한 사용을 위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 

세계 인구의 1/5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한정된 수자 

원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동 

과 북아프리차 지역의 40여개 국가가 심각한 담수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다(전 세계 물 

부족 48개국 중 대부분이 위치). 머지않아 지구에서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아닌I 

물 자원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미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물로 인한 

갈퉁이 진행되고 있다(<그림-2-1> 참조). 

담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중심이 되는 고려 사항이다. 지표수나 지하수로 담수 

가 얻어질 수 없는 지역에서는/ 해수 및 광물이 함유된 지하수에서 염분과 광물의 제 

거가 필요하다. 

1) www.world-nuc1ear.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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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세계의 담수분포 현황 

가. 염분제거 : 일반적 방식 

오늘날 대부분 염분제거에 드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이 

러한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한다. 세계 담수생산량은 일간 3，000만 m'로 이는 

12,500 개 정도의 담수화 설비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들 설비들의 절반은 중동에 있 

고/ 가장 큰 시설은 일간 454,000 m'를 생산하고 있다. 

담수화의 여러 방법 중 상업적으로 성공한 생산방법에는 증류법으로는 MSF(Multi

Stage F1ash) , MED(Multi-Effect Distillation)가 있고/ 막분리법으로는 역삼투압법이 대 

표적이다. 염분제거는 에너지-집약적으로 MSF와 MED 방식은 70-130
0

C 에서 25-200 

배h/m'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비해 역삼투 방식은 약 6배h/m' 의 전기를 필요로 한다. 

태양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저온 열원들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 중 어떤 

공정을 선택하느냐는 일반적으로 담수 및 특정 연료들의 상대적 경제 가치에 달려있 

다. 

현재 담수화에 사용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단 중발법 (MSF) 

다단 증발법이란 해수를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를 다시 응축시켜 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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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는 방법으로 이 때 웅축되는 수중기는 관올 통해 흐르는 해수를 가열하는 열원 

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1개의 단위를 단계 (Stage)라고 하며 여러 단계를 연결하 

여 담수생산 과정을 반복하도록 만든 것이 MSF법이다. MSF법은 대형으로 많은 양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낮은 온도와 압력의 증기를 열원으로 사용 

하는 공정을 갖기 때문에 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한 담수생산에 적합하여 중동지방의 

발전소는 이러한 담수설비와 함께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MSFPROCESS 
~mSTIOE Ft.AS뻐NO) 

vwκAl FLOWDIA빼A!!_(8RltIE RE디훌바.AT10NTYP E) 

........ 
훌， ...... 뽑， .. " 

〈그림 -2-2> MSF법을 이용한 담수제조 과정 

2) 다중 효용법 (MED) 

MED법을 이용한 답수화는 금속관 외부에 해수를 분무하여 내부로 흐르는 증기를 

웅축하게 하는 것으로서 관 외부의 해수는 끓어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는 다음 

단계의 관내부로 들어가서 응축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파정은 관외부가 진 

공상태에서 진행되므로 분무되는 해수가 낮은 온도에서도 끓어오르게 된다. 다단증발 

법과 다른 것은 60~700C 수준의 낮은 온도에서 운전되므로 비교적 중소형이지만 대신 

열효율이 높고 전력소모량이 생산량에 비해 적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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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ED법을 이용한 담수제조 과정 

3) 역삼투압법(RO) 

해수에 녹아있는 이온들은 분자크기가 물 분자보다 큰데y 이점을 이용하여 반투파 

성 막으로 해수를 걸러내는 방법이 RO법이다. 이 방법은 해수에 압력을 가하여 반투 

과성 막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정용 정수기와 같은 초소형으로부터 대규 

모 담수화플랜트에 이르기까지 적용된다. RO법은 전기소모량이 크고 일정기간이 지 

나면 반투막 (Membrane)을 새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둥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 

지만 전기 이외에 열원이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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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RO법을 이용한 담수제조 과정 

이스라엘에서는 식수의 약 10%가 담수화로 생산된다. 생산원가는 대형 RO 시설의 

경우 50센트1m' 에 이른다. Malta 지역에서는 RO법을 이용하여 식수의 2/3를 공급한 

다. 

소형 및 중형의 원자로는 담수화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러한 원자로는 터번에서부 

터 저압 증기와 최종 냉각 시스템에서부터 뜨거운 해수 공급을 이용할 경우 열병합 

발전 뿐만 아니라 염분제거에도 적합하다.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 담수를 생산할 경 

우 범위는 80-200m'l 일 정도의 소규모에서 100,000‘ 500,OOOm' 1 일 정도의 대형까지도 

가능하다. 

나.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중앙아시 아 차자흐스탄(Kazakhstan)의 아크타우(Aktau)에 있는 BN-350 고속원자로 

는 약 27년에 걸쳐 135MWe 용량으로 전기를 생산해/ 이 전기의 약 60%를 열원과 염 

분제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식수 80，OOOm'I 일을 생산하였다. 이 발전소는 l ,OOOMWt 규모 

로 설계되었으나 열병합 발전소의 특성상 75애Wt 이상에서 운영되지 못했다. 그렇지 

만 이것은 그와 같은 열병합 발전소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사실상/ 기름/가스보일러가 결합하여 사용되었으며， 10개의 MED 장치들의 전체 답수 

화 용량은 120，OOOm'I 일 이다.) 

일본에서는/ 전기 생산을 위해 운영하는 가압경수로들에 연결된 약 10개의 담수화 

시설들이 각각 식수에 적합한 물 l ,OOO-3,OOOm' 1 일을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100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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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년 남짓의 경험이 생겼다. 이 설비의 경우 처음에는 MSF가 사용되었으나 나중에는 

MED와 RO가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서 생산된 물은 원자로들의 냉 

각 계통에 사용되었다. 

더 적합한 경험은 지역난방이 중요한 러시아l 동부유럽 및 캐나다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로부터 이루어졌다. 

상업적 기반에서 원자력 염분제거의 대규모 설치는 경제적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 

을 것이다. IAEA가 이러한 쟁점의 연구와 협력올 촉진하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나라 

들이 관여하고 있다. IAEA의 연구에 따르면 원자력에 의한 해수 담수화는 화석 에너 

지에 의한 방법에 비해 기술적으로 실현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 방 

법들은 모두 사기업에서 생산하는 광천수 생산 비용보다 저렴하다. 

명백한 전략은 최대 용량으로 운전되는 발전용 원자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전력계통의 수요가 높을 경우 해당 부하를 공급하는 데 생산된 모든 전기 

를 공급하고 수요가 낮을 때 RO법의 염분제거용 펌프를 구동하도록 전기의 일부를 사 

용하는 것이다. 

다. 각국의 신규 프로젝트 현황 

스페인에서는 자국 내 필요한 담수의 1% 정도를 공급하기 위해 남동쪽에 20개의 

RO법 이용 시설들을 건설하고 있다. 

o 영국에서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지역의 소금기 있는 물을 사용하여 150，OOOm’/일 RO 

설비가 템즈강의 낮은 강어귀에 설치할 것이 제안되었다. 

o 인도는 1970 년대부터 담수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남동부 인도인 

칼파캄(Kalpakkam)의 마드래스(Madras) 원자력 발전소에서， 170MWe 급 PHWR형 2기 

원자로에 연결된 실중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이 원자력 담수화 실증 프로젝트는 

RO/MSF 방식의 하이브리드형으로， l，800m'/ 일 용량의 RO 시설과 4，500m'/ 일 용량의 

더 고품질인 MSF 시설이다. 위에 제시한 모든 방식의 담수화 기술을 사용한다면 

하루에 45，OOOm’/일의 담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0 중국은 얀타이(Yantai) 지역에 200 MWt 원자로를 사용하는 MED 공정으로 

160，OOOm'/일올 생산하는 해수 담수화 시설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o 러시아는 식수용 담수 생산을 위하여 이중 바지선-탑재 KLT-40 선박 추진용 원자로들 

(각 150M뻐과 캐나다 RO 기술을 사용한 원자력 담수화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다. 

0 파키스탄에서는 카라치 (Karachi) 근처 캐럽 (KANUPP) 원자로 (125MWe PHWR)에 

결합하여 4，500m’/일을 생산할 실중 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노력올 계속하고 있다. 

o 튀니지는 자국의 남동부에 경미한 소금기가 있는 지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전력과 

담수화에 드는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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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모로코는 대서양 연안의 탄-탄(Tan-Tan)에 MED 방식에 의해 식수용 담수 8，OOOm'j일을 

생산하는 10MWt급 난방용 원자로를 사용할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를 중국과 함께 

완료하였다. 

。 이집트는 지중해 연안의 엘-다바(EI-Dabaa)에 전기와 식수용 담수 공급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의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였다. 

0 알제리는 자국 내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 오란(Oran)에 150，OOOm'j 일짜리 MSF 담수화 
시설을 고려하고 있다. 

。 이란에서는 1977년에 200，OOOm'j일 MSF 담수화시설이 부세르(Bushehr) 원자력 발전소와 

함께 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건설 지체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o 한국에서는 40，OOOm' j 일 규모의 전기와 담수를 생산하기 위한 열병합용 소형 원자로가 

개발되고 있다. 이 원자로는 'SMART(일체형 가압경수로)'라 명명되었는데 330MWt의 

전력올 생산하고 긴 셜계 수명을 가지며 매 3년 마다 재장전을 연료주기를 갖도록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마두라(Madura) 섬에 MSF 담수화 시설을 장착한 열병합 시설을 
건설하는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개념으로 4개의 MED 장치에 결합된 
SMART 원자로 건설의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각각은 열-중기 압축기(MED

η'C)를 장치하며 총 40,OOOm' j 일올 생산한다. 

o 아르헨티나는 열병합 또는 담수화만을 위한 소형 원자로/ 일체형 가압경수로인 100 MWt 
규모의 시설인 차렘(CAREM)을 셜계하고 있다. 

대부분의 또는 모든 이러한 국가들은 IAEA에게 원자력과 해수담수화에 관한 기술 

적 협력 프로젝트 형태의 기술 원조를 바라고 있다. 1998년에 제안된 공동 연구 프로 

젝트는 담수화 시스댐과 개량된 담수화 기술의 결합하려는 원자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자로는 안전성과 신뢰도 개선이 주요 요구조건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 

면 원자력 담수화 방식이 타 방식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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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 추진용 원자로 기술 

o 원자력을 이용하면 재급유 없이 긴 기간 동안 바다에 나가 있는 선박이나 잠수함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하다. 

o 현재 150척 이상의 선박에서 220기 이상의 소형 원자로들을 추진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바다에서의 원자로 사용 경험은 12，000노·년(Reactor. Year) 이상이다. 

o 원자력 동력이 장착된 것은 대부분 잠수함이지만/ 쇄빙선에서 항공기 운반선에 이르기 

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o 수송 부문에서 화석 연료의 사용이 제약되고 원자력 추진 선박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선박용 원자로 개발은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선박용 시험 원자로는 

1953년에 미국에서 운전되었다. 1955년 세계 최초의 원자력 동력 잠수함인 노틸러스 

(Nautilus)가 가동되 었다. 

1차 세계대전 이래 잠수함의 활용은 각 국가들의 전략 전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원자력의 이용으로 말미암아 터빈잠수함의 최대 약점인 짧 

은 잠항능력의 개선으로 인해 잠수함의 최대특성인 은밀성이 크게 배양되어 지금은 

전략적인 핵무기 운반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잠수함의 전술 속도는 적 잠수함으로부터 탐지되지 않고 운항할 수 있는 속도를 말 

하며 최대 속도란 소음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대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속도 

를 말하는데l 파거에는 전술 속도가 당연히 최대 속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느렸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용 잠수함은 잠수한 채로 수 주 동안 20-25노트를 유지할 

수 있다. 

원자력을 이용한 선박의 추진은 원자로에서 공급되는 열에 기반을 두고 있다(<그림 

-2-5> 참조). 열은 원자로내 핵연료의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다. 핵분열로 인해 발생 

하는 방사능에 대한 승무원의 방사능 피폭을 줄이기 위해 원자로 주위에는 일종의 방 

벽이 둘러져 있어 방사능의 피폭을 줄인다. 열-중기 전환기에 의해 발생된 증기로 주 

추진 터빈을 움직일 수 있으며 이것으로 프로펠러가 돌아간다. 터빈을 지난 증기는 

다시 물로 되어 중기 발생기로 이동된다. 따라서 두 계통은 각각 독립되어 있고 재순 

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발전 시스템 어느 단계에도 공기나 산소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완벽하게 지구의 대기권과 분리된 

독립된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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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선박용 원자로 이용 구조 

노틸러스호는 단일 가압경수로에서 동력을 얻는 원자력 잠수함으로(Skate-class ), 이 

기술은 후속 잠수함과 1960년에 8기의 원자로에서 추진력을 얻는 항공모함 엔터프라 

이즈(USS Enterprise) 둥과 같은 원자력 추진 선박의 개발로 이어졌다. 1961년에 미국 

롱비치호(USS Long Beach)가 뒤따랐으며 여기에서는 2기의 선박용 원자로 초창기 장 

치를 통력원으로 사용하였다. 

고속 잠수함 개발 이후 미국은 항공모함 및 순양함 둥 대형 선박에 본격적으로 원 

자력을 이용(1962년에 26척 잠수함이 운항중이였으며， 30척이 건조 중이었음)하였다. 

선박 추진에 있어 원자력의 도입은 미해군의 체제에 있어 가히 혁신적인 사건이었다. 

원자력 선박 개발에 관한 기술은 미국과 영국이 공유했으며I 프랑스l 구소련I 중국 

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미국은 고속 잠수함 개발 성공 후 웨스팅하우스와 GE가 공동으로 선박용 표준화 

설계를 통해 선박 추진용 원자로 PWR-2를 개발하였다. 롤스로이스(R이Is Royce)사는 

영국 해군 잠수함용으로 유사한 장치를 건조하였고 다음에 PWR-2 보다 더욱 진보된 

장치를 설계하였다. 

러시아에서는 PWR과 납-비스무트 냉각 원자로의 셜계가 이루어졌으나I 후자는 존 

속하지 않고 있다. 4세대 잠수함에 PWR이 사용되었는데， 1995년에 세베로드빈스키 

(Severodvinsk)-급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되 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잠수함은 2개의 190MWt급 PWR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26，500톤인 러시아 타이푼-급이다. 이들은 동일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24,000 톤 

오스카-2 급 (예: 쿠르스크)으로 대체되었다. 

미 해군의 뛰어난 안전성 기록에 비해/ 초기 소련의 시도는 여러 번 심각한 사고를 

낳았다. (5기의 원자로가 고칠 수 없올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심각한 방사선 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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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 그러나 1970 년대 후반기 개발된 제3세대 PWRs에 의해 안전성은 크게 향상 

되었다. 

가. 군사용 원자력 함대 

1950년에서 2003년 사이에 러시아는 468기의 원자로에서 동력을 얻는 248 척의 핵 

잠수함과 5척의 해상 선박을 건조하였고/ 그 뒤에 약 60척의 선박이 운전중이다. 

1989년 냉전체제 종료 당시 400척 이상의 원자력 잠수함이 운영 또는 건조 중이었 

다. 냉전 종식 5년 후 150척 이상의 원자력 잠수함이 무기감축 프로그램에 따라 폐기 

또는 건조 중지되었고I 약 100척이 폐기를 앞두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에서는 각각 

100척 이상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임무 중에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20 

척 미만이/ 중국에서는 6척 미만이 임무 중에 있다. 오늘날 전체적으로 약 160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가동 중에 있다. 

현재 미국의 주력 항공모함 및 러시아의 주력 순양함의 동력은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8척의 쇄빙선을 운항 또는 건조 중에 있다. 미국 해군의 무사고 경 

험은 5，500로·년 이상이고， 80척 이상의 많은 원자력 추진 선박들이 운영되고 있다 

(2004년 8월 현재 105척의 선박 추진용 원자로 사용 중). 러시아는 6，000로·년의 가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나. 민수용 원자력 동력 선 

민수용 원자력 동력선의 개발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상업화에는 실패하였다. 

미국은 원자력 화물선 Sav없m하1호를 1962년에 건조하여 8년간 운항하였으나 경제성 

문제로 중단하였다. 독일은 15，000톤급 원자력 화물선 Otto Hahn올 개발하여 기술적 

문제없이 10년간 126회에 걸쳐 12억km를 향해하여 기술적인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경제성 문제로 1982년에 디젤 엔진으로 개조하였다. 

~---추? 

닙~ 
14 13 12 11 10 흘 8 .., 6 S 4 3 2 1 

〈그림 -2-6> 독일의 Otto Hahn호 구조와 원자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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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8，000톤급 원자력 동력선 Mutsu호를 건조했으나 기술 및 정치적인 문제로 

완성단계에서 취소하였다. 이들 3개의 원자력 동력선은 모두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 

였다. 

1988년 러시아에서는 주로 북부 시베리아 항구에서 임무를 수행할 NS Sevm야put 

호가 운영되었다. 이는 34，000톤급 래시-운반선(lash-carrier)2)이지만 쇄빙기능을 가진 

선수를 갖춘 컨테이너 선박이다. 이것은 더 큰 쇄빙선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KLT-40 원자로에 의하여 동력을 공급받는다. 

원자력 추진선은 구소련 북극지역에서 기술 및 경제적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디젤 

엔진 선박의 급유 문제를 고려하면 북극지역에서 원자력 추진선은 기술적l 경제적 타 

당성이 크게 높아졌다. 세계 최초의 수상 원자력선인 쇄빙선 레닌호는 1970년 원자로 

를 교체하면서 1957년 이후 현재까지 운항되고 있다. 원자력 쇄빙선 Arktika호(49MW 

급 원자로 2기)는 1975년 운향을 개시하여 1977년에 세계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하였 

다. 

러시아 북쪽 변방지역 난방용 증기 공급을 위한 Taymyr호는 선박용 국제 안전기준 

에 따라 핀란드에서 건조되어 현재까지 운항중이다. 러시아는 1989년 이후 일부 원자 

력 쇄빙선을 북극 관광용(관광비용은 약 $25，000/ 인)으로 운항하고 있다. 

다. 선박 추진용 원자로의 특정 

선박 추진용 원자로는 다음과 같은 특정에서 상업용 원자로와 다르다: 

0 선박 추진용 원자로는 아주 작은 부피에서 큰 통력올 조달하므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서방에서는 20-25%, 나중에 러시아에서는 45%까지 농축) 

o 연료는 U02 대신 우라늄-지르코늄 또는 우라늄-알루미늄 합금으로 U-235를 쓰는 

지르칼로이-피복， 20-45% 농축된 띠 모양의 우라늄-알루미늄) 연료를 사용한다. 

0 선박 추진용 원자로는 긴 수명올 가지고 있으므로 1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재장전이 

필요 없다. 그리고 새로운 노심은 운반선에서 50년올/ 잠수함(미국 버지니아급)에서 

30-40년을 지탱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0 원자로 설계는 안전성을 유지 하면서도 소형으로 설계된다. 러시아의 Sevmorput 
원자로는 상대적으로 다른 선박 추진용 원자로보다 크지만f 그래도 높이 4.6m, 직경 

1.8m, 노심 은 높이 1m, 직 경 1.2m에 불과하다. 

o 선박 추진용 원자로는 유연한 출력이 필요하고 스팀 시스댐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열효율이 상업용 원자로보다 낮다. 

긴 노심 수명은 우라늄의 상대적 고농축 및 노심 내에 /가연성 독물질I을 통합시킴 

2) lighter aboard ship의 약칭으로 화물선의 하역 시 컨테이너 대신 거룻배를 사용하는 선박으 
로/ 이들은 컨테이너 전용 안벽(뿜뿔)이 없는 항구에서 이용된다. 

- 13 -



으로서 가능하다. 가돌리늄 같은 연소성 독물질은 핵분열 산출불과 액티나이드 둥이 

축적되는 경우에 점진적으로 고갈되고l 이러한 두 가지 영향은 서로 상쇄된다. 

러시아I 미국/ 영국 동의 해군은 증기 터빈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프랑스나 중국에 

서는 추진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터빈을 사용한다. 엔터프라이즈 이후에 탄도 미 

사일 잠수함뿐만 아니라 모든 해상 선박은 2개의 원자로에 의해 동력이 공급된다. 일 

부의 러시아 공격용 잠수함을 제외하고 다른 잠수함들은 한 개의 원자로에 의해 동력 

이 공급된다. 

러시아의 대형 쇄빙선들은 2개의 KLT-40 원자로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원자로들은 

각각 30-40% 농축된 241-2747R의 연료 집합체를 사용하고 재장전 기간은 3-4년이다. 

이들은 증기 터빈들을 구동하며/ 각 프로펠러에서 44，000마력까지 생산한다. 

Sevmorput은 동일 장치들의 하나를 사용하고 90% 농축된 우라늄 연료를 사용한다. 

차세대 쇄빙선 개발을 위해 PWR 원자력 추진 엔진을 대처할 새로운 원자로가 개발되 

고 있다. 

선박 추진용 원자로는 미국의 남극 기지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1972년 까지 

l.5MWe급 설비가 10년 동안 사용되었다. 러시아는 동부 오지 동토를 위한 바지형 발 

전소를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설계는 쇄빙선에서 사용된 KLT-40 원자로에 기 

반한 2기의 35MWe급 원자로를 사용하며， 4년 마다 재장전하는 방식이다. 

라. 미래 전망 

국제적으로 불동량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항공수송의 포화상태로 분답율을 더 늘 

리기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극복해야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고조되면서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관심이 중가할 것이며/ 개발 

된 원자력추진 선박들의 우수한 안전성 기록 둥으로 이 기술에 대한 세계적 신뢰도가 

높아지면 원자력 추진 방식에 대한 요구도 일반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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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용 동력 원자로 

o 1961년부터 방사성동위원소 동력원이 우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0 원자력 동력원이 주로 러시아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새롭고 좀 더 강력한 

장치가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다. 

우주용 원자로의 사용은 수년간의 공백 이후에l 다시 우주비행 임무용으로 원자력 

동력을 이용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가 우주에서 다수의 원자로를 사용한 반 

면 미국은 1965년에 SNAP-10A(보조 동력용 원자력 시스템)를 단 한차례 띄웠다. 

원자력이 연구되던 초창기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자력 로켓에 의한 우주여행 

의 가능성을 그려 왔다. 1957년 10월 4일에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 

호(83.6kg)를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1969년 7월 16일 유인 달 로켓 아 

폴로 11호가 왕복 195시간 19분간의 비행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귀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위성이나 우주 비행체는 모두 화학연료에 의하여 우주로 발사되었다. 그 

러면 앞으로 있을 우주여행도 여전히 화석 연료로 가능할까라는 문제가 남는다. 우주 

로켓이나 비행 물체를 그것들의 궤도로 올리고자 할 때 도달하여야 하는 속도를 이탈 

속도라 하는데 대형 우주선의 경우 원자력과 같은 강력한 추진력을 이용하지 않고서 

는 우주 궤도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1959년에서 1973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자력 로켓 프로 

그램으로 로켓본체용 원자력 엔진(Nuclear Engine for Rocket Vehicle Applications, 

NERVA)3) 개발 계획을 수행하였다. 즉l 후반 발진단계의 동력원으로 화학 로켓을 원 

3) http://www.aernann.pwp.blueyonder.co.uk/spacecraft/nervajveh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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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에너지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NERVA는 〈그림-2-7>과 같이 탄소-노심 원 

자로를 이용하여 수소를 가열하고 노즐을 통해 이 수소를 발사한다. 약 20여기의 엔 

진이 네바다 주에서 시험되었고l 우주 셔틀 발사체의 반 이상을 추진시켜 왔다. 그 

이후로 11원자력 로켓”은 발진장치가 아닌 우주 추진력과 관련되어 연구되었다. 이 

NERVA의 후속이 오늘날의 원자력 열 로켓(Nuclear Thermal Rocket, NTR) 이 다. 

1 

1 . From LH2 tank 
2. Pump 
3. Turbine 
4. Turbopump exhaust 
5. Nozzle collant pipe (carries entire H2 flow) 
6. Exhaust nozzle 
7. 3% of reactor efflux 
8. Radiation shield 
9. Turbine power control valve 

〈그림 -2-7> 미국 NERVA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로켓 

초기의 다른 아이디어로 I오리온 프로젝트I가 있었다. 이것은 지상으로부터 대형 

우주선을 발진하는데 소규모의 연속적인 핵폭발을 일으켜 이 우주선을 추진시키는 것 

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1958년에 시작하였으나 대기시험금지조약(Atrnospheric Test 

Ban Treaty)으로 인하여 1963년에 폐지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대기권의 방사성 낙진 

이 주요 문제점이었다，오리온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추진 펄스의 발생원으로 여전 

히 존속하고 있다. 

가. 방사생동위원소 발전 시스탬 

1961년 이래 지금까지 40년 동안f 방사성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s, RTGs)는 미국 우주산업의 주 동력원이었다. 0.56W/g 정 

도의 플루토늄-238의 붕피열은 원자력 전지의 전원으로 우주선I 인공위성/ 항공 표지 

둥에 이용될 수 있다. 산화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은 열교환기나 증기터빈/ 발전기 둥 

- 16 -



을 거치지 않고 정-열전기 전극 (static thermoelectric elements)을 통해 전기로 직접 

변환된다. RTGs는 '(1) 안전하고，(2) 공학적 신뢰도가 높으며，@ 태양 에너지가 미치 

지 않는 매우 혹독한 조건에서도 열이나 전기를 수 십 년간 생산할 수 있다.’는 특징 

이 있다. 

지금까지 44기의 RTGs가 민용파 군용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24개의 미국 우주선 

(아폴로/ 파이오니아I 바이킹/ 보이저l 갈릴레오/ 율리시즈 둥의 우주비행 임무를 포함) 

에서 동력원으로 이용되었다 Cassíni 우주선에 탑재된 3기의 RTGs는 토성까지 가는 

항로에서 870 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보이저 우주선은 멀리 떨어진 행성들의 사 

진을 전송하기 위해 RTGs 동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미 20년 동안 작동하고 있으며 

향후 15-25년 동안 더 송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킹 및 로버 우주탐 

사선은 RTG 동력을 사용하여 화성에 착륙하였다. 

최근에 개발된 RTG는 범용열원 방사성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GPHS RTG)라고 알 

려진 290W급 시스템이다. 이 장치의 열 동력원은 범용열원 (General Purpose Heat 

Source, GPHS) 이 다. GPHS는 각각 4개 의 이 리 륨-피복 (Iridium-clad) 플루토늄-238 

연료 소결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높이가 5crn, 단면적이 10c따인 정방형으로 무게가 1.44 

kg이다. 18개의 GPHS 장치가 하나의 GPHS RTG에 동력을 공급한다. 다중 임무 방 

사성동위원소 열전 발전기 (Multi-Mission RTG, MMRTG)는 87>> 의 GPSH 장치를 사용 

하여 2배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100W의 발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l 현재 연구 

가 진행 중이다. 

element 

SchnlttzeIchnung durch elnen Radloìsotopengenerator. 1m 
Inneren sind die Plutoniumdioxid-Helzelemente zu erkennen. 

〈그림 -2-8> 범용열원 방사성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의 구조 

스터링 방사성동위원소 발전기 (Stirling Radioisotope Generator, SRG)는 한 개의 

GPHS 장치에 의해 동력화 되는 55W 전기 변환기에 기반한다. 스터링 변환기의 더운 

부분은 섭씨 650.C나 되며I 가열된 헬륨은 선형 교류발전기(Altemator) 내부 피스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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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왕복운동을 추진하고/ 열은 엔진의 찬 부분에서 제거된다. 이렇게 발생된 교류 

전기는 55W 직류전기로 변환된다. 이 스터링 엔진은 RTG 보다 약 4 배의 전력을 플 

루토늄 연료로부터 생산한다. 그러므로 각 SRG는 두 개의 스터링 변환기 장치를 사 

용하게 되는데/ 두 개의 GPHS 장치는 약 500W의 열동력을 공급하며 이는 100-120W 

의 전력을 조달하게 된다. 이 SRG는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으나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 

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Po-210을 사용하는 RTGs를 개발하여， 1965년 두 개의 RTG를 

Cosmosnavigation 인공위성에 장착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주 전력 시스템용 핵 

분열 원자로에 중점을 두었다 RTGs와 마찬가지로 방사능 가열기 장치 (Radioactive 

Heater Units, Rl묘Js)가 인공위성과 우주선 계기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온도 유지에 

이용되고 있다. 이 장치의 출력은 약 1W이고/ 대부분의 출력원은 Pu-238 (전형적으로 

약 2.7g)이 사용된다. 크기는 대략 3cm 길이에 직경이 2.5cm 이며 무게는 40g이다. 이 

장치 중 약 240개는 미국에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두 개는 작동 중지된 러시아 

의 달 탐사기에 장착되어 있다. 871 의 RHUs가 2003년에 발사된 미국 화성 탐사기들 

에서 작동되게 된다. 

대기권 이탈 및 재진입에서 SRG와 마찬가지로 RTGs와 RHUs도 고온 고압에 손상 

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나. 열원용 핵분열 시스템 

100배e가 넘는 핵분열시스댐은 비용측면에서 RTGs를 능가하는 뚜렷한 장점을 갖는 

다. 

1965년에 발사된 미국의 SNAP-10A는 45빼t의 핵분열 원자로를 탑재하였다. 이 위 

성은 전기 변환기를 사용하여 650W를 생산하며 43일 동안 가동되었으나 인공위성의 

오작동으로 인해 동작이 중지되었다. 이 위성은 아직도 례도에 남아있다. 

최근 미국은 항공우주국-에너지부-국방부 공동으로 우주용 왼자로 SP-100의 개발을 

진행하였다. SP-100 원자로는 궤도선회 임무용 다목적 전력 공급원이나 달표면/화성 

표면의 발전소로 100에e까지를 조달하는 2MWt 크기 고속 원자로 장치 및 발전 시스템 

이다. 이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10억 달러 가까운 예산이 소모되었고 1990년대 초에 

종결되었다. 이 원자로는 우라늄 질화물(Nitride) 연료를 사용하였으며 리륨냉각방식 

을 사용하였다. 

미 국방부는 1980년대 후반에 팀버윈드 페블베드 원자로(Timberwind pebble bed 

reactor)라는 다중-메가와트(Multi-Megawatt， f\，αffl) 우주 동력 프로그램을 에너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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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계획한 바 있다. 이 원자로는 어느 민용 우주 프로그램도 훨씬 능가하는 전 

력 요구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67부터 1988년까지 구소련은 우주 엄무용인 레이더 대양 정찰 인공위성들 (Radar 

Ocean Reconnaissance Satellites, RORSATs)에 31개의 저출력 핵분열 원자로들을 설치 

하여 발사하였다. RTGs와 동일하게 이 원자로들은 열-전기 (therrnoelectric) 변환 방식 

으로 전기를 생산하였다. 로마시차(Rornashka) 원자로가 그들의 초기 원자력 형태였 

다. 이 원자로는 고온에서 작동하는 90%-농축 탄화 우라늄 연료를 갖는 고속 스펙트 

럽 혹연 원자로이다. 다음에는 보욱(Bouk) 고속 원자로였는데 이는 4개월 동안 3배를 

생산하였다. 그 다음 원자로는 1978년에 캐나다 상공을 재진입한 코스모스-954에 설 

치된 것과 같으며， U-Mo 연료봉 및 아래에 기술된 미국 열배관 원자로와 유사한 형태 

를 갖고 있다. 

이러한 우주용 원자로들에 이어 토파즈(Topaz) 원자로가 개발되었다. 이는 우주선 

탑재용으로 5배e의 전기를 생산하는 열-전자(them너OIÙC) 변환 시스템이다. 이것은 미 

국 아이디어였으며 러시아에서는 1960년대에 개발되었다. 토파즈-2 원자로의 연료 

핀 (96%-농축 U02)은 수집체(Collector)에 싸여 있다. 연료부는 원통형의 ZrH 감속재 

를 관통하는 37개의 연료 다발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는 교대로 12개의 회전 제어 

드렴을 갖는 베릴륨 (Berylliurn) 중성자 반사체로 싸여 있고， NaK 냉각재가 연료 다발 

사이로 흐른다. 

Topaz-1원자로는 1987년에 코스모스 1818과 1867호의 동력원으로 사용되었다. 이 

위성은 해양 감시용으로 3-5년 동안의 동력을 Topaz-1원자로에서 조달받을 수 있었다. 

이후 Topaz 원자로들은 1990년부터 대개 미국이 떠맡은 국제적 프로젝트를 통해 40배 

e를 목표로 개발되었다. 두 개의 Topaz-2 원자로가 1992년 미국에 판매되었다. 1993 

년에 예산 제한으로 이와 관련된 원자력 전기 추진 우주비행 시험 프로그랩이 취소되 

었다. 

다. 우주선 추진용 핵분열 시스탬 

우주선 추진용으로 개 발된 원자력 열 추진 시 스템 (nuclear therrnal propulsion 

systerns, NTR)은 그 성능을 검증받고 실용화를 앞둔 상태이다. 핵 분열시 발생된 열 

은 냉각된 탱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추진력원인 액화 수소를 가열한다. 약 2，500
0

C 의 

뜨거워진 가스는 노즐올 통해 방출된다(추진력을 증강하기 위해 초음파 수소 배출장치 

내로 액체 산소를 주업). 이것은 화학 반웅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Birnodal 버 

전은 추진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레이다를 포함한 우주선 내의 전자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전기 플라스마 시스템과 비교하면/ 이들은 더 짧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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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좀 더 나은 추진력을 가지며 발사용 및 착륙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지금은 원자력 전기 시스템 (Nuclear Electric Systerns)이 주의를 끌고 있다. 이 시 

스템에서는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선을 추진하기 위해 노즐에서부터 플라스마를 방출 

하는 전기 이온 구동장치용 열원으로 원자로가 사용된다. 초전도 자석 셀은 수소나 

제논을 이온화시키며， 수백만℃의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하고f 가속하며/ 추진력을 제 

공하기 위하여 아주 높은 속도(예를 들면 30뼈jsec)에서 이것을 방출한다. 가변 충격 

마그네토플라즈마 로켓(Variable Specific Irnpulse Magnetoplasrna Rocket, VASIMR) 이 

라는 버전의 연구는 전기 생산용 핵융합로(Tokarnak)를 위해 이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 

다. 그러나 여기서의 플라스마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출된다. 이 시스 

템은 작은 플라스마 흐름올 갖는 낮은 추진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나 높은 추 

진력용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전기가 운동에너지로 99% 변환하므로 이 시스템은 매 

우 효율적이다. 

히트파이프 동력 시스템(Heatpipe Power Systern, HPS) 원자로는 우주선이나 행성 

표면 차량에 통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약 10년 동안 100배e까지 발전하는 소형의 고속 

원자로이다. 이 원자로는 높은 신뢰도 및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건전하고 기술적 리스 

크가 낮은 시스템으로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에서 1994년부터 개발되었다. 스터링 

(Stirling) 또는 브래이톤(Brayton) 싸이클 변환기를 사용한 전기 생산을 위하여 이들은 

원자로 노심부터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히트파이프를 사용한다. 

핵분열 에너지는 연료핀으로 부터 나트륨 수증기로 채워진 히트파이프까지 전달된 

다. 이 히트파이프는 열에너지를 교환기로y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뜨거운 

가스 상태에서 동력 변환 시스템으로 수송하게 된다. 이러한 가스는 72% 헬륨과 28% 

제논이 혼합되어 었다. 

원자로 자체는 연료와 여러 개의 히트파이프 모률들을 포함한다. 각 모률은 중앙 

에 히트파이프를 비치하고 있는데 이 히트파이프의 주위에 배열된 레늄-피복재 

(와leruurn-Clad) 연료 슬리브들을 갖는다. 이들은 통일 직경이며 97% 농축 우라늄 질 

화물 연료를 그 모률의 피복재 내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률들은 소형의 6각형 

모양이다. 

원자로 제어는 6개의 스테인리스강 피복 베릴늄(Berylliurn) 드럽으로 한다. 각각은 

120。 호형의 붕소 탄화물로 각각 직경은 llcm 또는 13cm 이다. 이 드럼은 노심을 포 

위하는 베릴륨 방사상 중성자 반사체의 6개의 단면들 안에 끼워져 있으며 붕소 탄화 

물을 안팎으로 이동하면서 제어에 영향을 주도록 회전하게 된다. 

차폐는 원자로 탑재 기기의 임무 또는 응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스테인리스 

강 통 안에 있는 리륨 수소화물이 주된 중성자 차폐체이다. 

안전한 핵분열 엔진인 SAFE-400 우주용 핵분열 원자로는 2개의 브래이튼(Bray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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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시스템-원자로부터 생성된 뜨거운 기체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가스 터빈들을 

사용하면서 우주선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100빼e를 발전하는 400에t HPS 이다. 열 

교환기 출구 온도는 880
0C 이다. 이 원자로는 1% 지르코늄과 함께 몰리브덴 또는 니 

오륨(Niobium)으로 만들어진 127개의 동일한 히트파이프 모률들을 갖고 있다. 각 모 

률은 3개의 1cm 직경 연료핀을 가지며 25cm 폭인 소형의 6각형 모양인 노심으로 포개 

져 있다. 이 연료핀의 길이는 70cm 이며 (연료만의 길이는 56cm), 히트파이프의 총길 
이는 145cm이고 노심위로 75cm에 달한다. 이 노심위에 열교환기들이 결합된다. 반사 

체를 갖춘 노심은 직경이 51cm에 달한다. 노심의 질량은 약 512kg이고 각 열교환기는 

72kg이다. 

SAFE 또한 전기 이온 드라이브로 시험되고 있다. 

이러한 원자로의 더 작은 형태는 히트파이프 구동 화성 탐험 원자로인 HOMER-15 

이다. 이것은 더 큰 SAFE 모델과 유사한 15에t 장치이다. 이 원자로는 열교환기 및 

3배e 스터링 엔진을 포함하면 높이 2.4m이다. 이것은 60Q
O

C 로만 작동하므로 직경 1.6 

cm인 히트파이프와 연료핀으로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할 수 있다. 총 72kg의 연료를 장 

전하는 이 원자로는 102개의 연료핀으로 된 19개의 나트륨 히트파이프 모률을 갖는다. 

각 파이프 당 4-6개의 연료핀들이 접착되어 있다. 이 히트파이프는 길이 106cm 이고 

연료의 높이는 36cm 이다. 노심은 구석에 6개의 BeO 핀을 갖는 폭 18cm의 6각형 모 

양이다. 원자로 시스템의 총질량은 214kg이고 직경은 41cm이다. 

1980년대에 프랑스 ERATO 프로그햄은 3개의 20에e 우주용 전기터보 동력 시스템 

을 검토하였다. 모든 시스템은 작동 유체로서 헬륨-제논 혼합물을 쓰는 브래이톤 싸 

이클 변환기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시스템은 670
0

C 에서 작동하는 나트륨-냉각 U02-

연료의 고속 원자로를/ 두 번째는 8400C에서 작동하는 고온 기체-냉각 원자로 (열 또 

는 열외 중성자 스펙트럽)를/ 세 번째는 1150
0

C 에서 작동하는 리륨-냉각 UN-연료의 고 

속 원자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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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우주 동력용 원자로 종류 

SNAP-10 SP-100 Romashka Bouk Topaz-1 Topaz-2 SAFE-400 
미국 미국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미국 미국 

개시년 1965 1992 1967 1977 1987 1992 2007(?) 
배t 45.5 2000 40 <100 . 150 135 400 
배e 0.65 100 0.8 <5 5-10 6 100 
변환기 열-전기 열-전기 열-전기 열-전기 열-이온 열-이온 열-전기 
연료 U-ZrHx UN UC2 U-Mo U02 U02 UN 

무게(kg) 435 5422 455 <390 320 1061 512 

neutron 
thermal fast fast fast thermal 

thermalj 
fast spectrum epithermal 

제어 Be Be Be Be Be Be Be 
냉각 NaK Li none NaK NaK NaK Na 

최대노심 
585 1377 1,900 NA 1,600 1,900(?) 1,020 

온도("C) 

라. 프로젝트 프로메데우스 2003 

2002년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 프로젝트를 위한 원자력 시스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 

였다. 그리고 2003년에 이것은 프로젝트 i프로메태우스’로 다시 명명되었고 예산이 중 

액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주 임무의 역량에서 주요 단계 변화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자력-동력을 이용한 우주여행은 지금보다 매우 빠르게 가능해질 것 

이며， 화성으로의 유인 임무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 에너지부가 핵 분야에 실제적으로 관여하면서 프로메테우스 계획은 상기 RTGs 

항에서 기술한 다중임무 열-전기 발전기와 스터링 방사성동위원소 발전기를 개발에 중 

점을 두게 되었다. 

프로메태우스 계획의 더 근본적 목척은 우주선 발사에 안전하고l 여러 해 동안 작 

동하는 동력과 추진력용으로 위에 기술된 시스템들과 같은 우주 핵분열 원자로 시스 

템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RTGs 보다 매우 큰 동력을 발휘할 것이다. 플라 

스마-구동 원자력 전기 추진시스템용으로 100빼의 동력이 거론되고 있다. 

2004년 회계연도 예산안은 27，900만 달러이며 5년 동안 3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 

다. 이것은 2003년의 예산에 18，600만 달러 (5년간 10억 달러) 및 목성으로의 첫 번째 

비행 임무(목성의 얼음 위성인 Orbiter로 2009~2010년에 발사하여 10년 동안 탐사하도 

록 예상)를 위한 9，300만 달러 (5년간 20억 달러)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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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장 잠재력 평가 시 고려 요인 

중소형원자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 수출국이나 수입국 모두가 일정한 하부구 

조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본 절에서는 재정조달이나 기술의 존재 유무와 같은 직 

접적인 도입 환경은 필수요건이니 만치 논외로 하고/ 이 보다는 교역 쌍방이 갖추어야 

할 하부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하부구조는 특히 도입국 입장에서 보면 기술의 성공적 도입뿐만 아니라 

도입한 기술의 이용과 이를 통한 산업전반의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간파하기 쉬운 

필수요건으로 취급되어야한다. 더욱이 대외적인 측면에서/ 기술 도입국에 잘 갖추어 

진 하부구조는 국제사회에 신뢰를 함양하고 지원을 유도하는 퉁 긍정적인 부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원자력기술 도입 잠재력 평가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하부구조 요소 

들을 법·제도적 측면/ 물리적 환경y 전문분야 인력 확보l 이해관계 그룹의 인식 및 우호 

관계 수립I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약술하기로 한다. 

1. 법 ·제도적 측면 

직접적으로 원자력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관련되는 핵물질의 수송과 시설의 안전 

및 방호를 담당하는 법과 규정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방사성폐기물의 취급과 

처리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국내 원자력 활동에 대한 법적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원자력 투명성을 보장받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원자력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에서의 규제에 관한 법규로 우 

선 에너지산업의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전력시 

장의 규제철폐에 따라 더욱 필요하며I 일부 국가에서는 초기자본의 조달 어려움으로 

BOT(Bui1d, Operate & Transfer)나 BOO(Bui1d, Operate & Ow띠방식 을 취 하는 경 우 

에너지 규제나 가격보장과 공급가 상한규정에 관련해 원자력에 대한 고려가 펼요하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기술과 같이 시스템기술을 일괄 도입한 경우는 원천기술의 활 

용범위에 관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지므로 도입기술의 제3국 이전을 원할 경우 원천 

기술 공여국과의 계약과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개 

발되고 있는 중소형 원자로의 경우 부분적으로 외국의 기술도입이 이루어져 왔으나 

시스템에 대한 기본설계기술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표준형원전 기술과 달 

리 원천기술의 재공여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 권리규명 보다는 원자력물질의 교역에 

따른 국제기준 부합성만 증빙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용이한 기술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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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외국인 자본참여와 과실송금 보장의 신뢰성에 관련된 법 

규로 WTO 참여와 같은 국제간 공정거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양자간 협약인 

FTA도 포함된다. 

2. 물리적 환경 

중소형 원자로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에도 대규모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폰 전력 시스댐과 송·배전망에 부담을 지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최초 도입된 고리 

원전이 가동하기 시작한 1978년 7.4%의 발전 비율을 보여 한 호기의 비중이 10%가 넘 

지 않도록 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다음으로 원자력 도입 프로그랩에 따라 도입한 시설의 수선·유지를 위한 관련 산업 

기반파 중공업의 가용성이 뒷받침될 경우 보다 극대화된 도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시설의 입지뿐만 아니라 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하고 저장할 부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형 구조물 운반에 용이한 용수조달l 항만I 도로/ 교량I 통신시설 

등이 포함된다. 

3. 전문분야 인력 확보 

자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인력자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토목·건설 과 

정에서 소요되는 공사기획 능력과 프로그램 진도관리 능력올 보유한 인력과 시설의 

운전/ 유지·보수에 드는 인력/ 그리고 이들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수행할 인력들의 구비 

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원 분야에서 독자적 원자력 도입 프로그램 운영 시 펼요한 재원 

조달 체제와 보험체제에 종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는 40년 이상 운전하면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이후 해 

체될 원자력 시설을 위한 재원조달에 드는 경비의 조달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이 조달되어야 한다. 

4. 이해관계 그룹의 언식 및 우호관계 수립 

원자력파 같이 민감한 대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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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을 설정하고 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표적인 이해 관계자는 정부 그 

룹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부처는 제외하고 주변에 

서 간헐적으로 관련되거나 기획·예산 동에 관련된 부처의 지원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 

호적 관계를 수립해야만 한다. 이들의 일치되고 일관된 지지 획득은 원자력 프로그램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가장 긴요한 요소이다. 

다음으로 대중 지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그룹을 현세대뿐만 아니라 차세대까지로 

정하고 이들 그룹을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의사결정 단계I 프로그램 수행 단계I 그리고 가동단계에 있어 관련 그룹의 참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5. 국제사회와의 관계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의 기술개발 노력과 투명성 입증 노력을 분담하 

기 위해 국제사회의 통제체제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원자력 외교측면에는 

다자간 협약( convention)과 양자간 협정 (agreement)이나 약정 (arrangement)들이 포함된 

다. 

이중 원자력시설 도입 예정국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협약이 양자간 협정이다. 여 

기에는 핵연료와 농축과 성형가공의 장기적으로 안정된 공급의 보장과 함께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주체 그리고 생산한 전력이나 담수 혹은 온수의 공급을 위한 협정도 필 

요하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최근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가 진전되어 민간기업간 약 

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I 원자력과 같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장기에 걸 

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의 보증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브라질과 아르 

헨티나간의 전력연계/ 이들 국가와 우루과이 및 칠레4)에 천연가스 공급/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담수공급 동 다양한 자원 협력사레들에서 볼 수 있다. 

4) 아르헨티나와 철레의 경우I 철레 가스의 유일한 공급국인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사정으로 공 

급을 줄일 경우 수입국은 가격이나 물량 확보에 협상력이 없이 속수무책인 상태에 처할 우 
려가 있어 I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구조의 사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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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 잠재력 평가 

원자력발전시장은 초창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의 시설용량을 대 

규모로 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전력공급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의 특성은/ 

대체적으로 타 발전원에 비해 부하추종능력이 떨어지고 운영비(운전유지비 및 연료비) 

가 적은 반면 초기투자비는 매우 큰 자본과 기술 집약적 발전원이다. 한편l 전력수요 

측면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 

심으로 하여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의 전력을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선호하 

게 하였고 타 발전원에 비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가장 큰 원자력이 단위기당 설비용 

량 확장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원자력의 열과 전력에너지를 전력을 포함한 타 분야에 활용하고 

자 함에 따라 대용량보다는 중소규모의 원자로를 인구 밀집지역 근처에 건설하는 것 

이 경제적인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본문에서는 중소형원자로의 경제성 혹은 사업성 평가에 있어서 SMART를 기준 노 

형으로 정하였고 (연구개발)투자비 및 매출액에 대한 일정한 가정설정을 통해 예비적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 입력자료에 대한 가정설정은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 

고 있기 때문에 각 입력자료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수익률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개략적인 사업성의 추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기본 가정의 설정 

중소형원자로의 경제성평가를 위한 입력자료는 SMART를 비교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제적 특성자료/ 기술적 특성자료/ 시장수요예측자료， 비용관련 자료 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들 입력자료를 부문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경제적 업력자료 

경제성 분석의 대상기간은 2010년까지는 연구개발투자 및 실증을 마치고 2011년부 

터 2022년 까지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2010-22년의 기간을 설 

정하였다. 아울러 가격산정의 기준년도는 2005년 초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격의 표시방법은 지출비용과 수입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불변가격방식(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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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을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실질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율(일반 물가상승률)과 

SMART관련 비용의 상숭률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실질적인 물가상숭이 없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경제성 평가의 중요한 영향요인인 할인율은 사업투자의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산정을 위해 전력산업부문에서 사용되어왔던 연간 8%를 적 

용하였다. 

나. 기술적 특생 자료 

SMART의 기술적 특성자료는 현재 개념설계가 완성된 일체형원자로를 기준으로 하 

였다. 즉I 원자로 시설용량은 1기당 열출력이 330MWt, 전기출력이 100MWe로 가정하 
였고 이를 통해 전력생산과 해수담수화로 사용할 경우 전기출력 90MWe과 4α000톤/ 

일의 담수를 생산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설의 건설기간은 3년으로 보았 

다. 

다. 시장수요 전망 

중소형원자로가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분야로는 주로 해수담수화/ 전력생산/ 초대 

형선박추진동력/ 지역난방 둥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시장규모 예측은 

불확실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또한 추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IAEA(2002)를 참고로 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 가능한 규 

모를 개략적으로 추정하였다. 

해수답수화 원자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볼 때 매 10년 

마다 시장규모는 약 2배 정도로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0년대에도 계속된다 

고 가정할 때/ 

o 1999년도에 운전 중인 설비 규모 : 20，000，000톤/일 

o 1999년도에 운전+계약된 총 용량 : 26，000，000톤/일 

이를 참고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예상되는 추가 설비 용량은 약 52，000，000톤/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원자력해수담수화 시장이 최대 약 40%를 차지 

한다고 가정하고 SMART는 이중의 10% 정도에 대해 점유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SMART의 시장규모는 약 2，08α000톤/일에 이른다. 이러한 시장규모는 SMART 1기의 

담수화 용량이 40，000톤/일임을 고려할 때 10년간 총 52기가 투입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전력설비용량은 4，680MWe이다. 

- 28 -



28000000 

26000000 

20000∞ 

§홉§용용 §g§§ 훌§§§$$용동월뚫훌용용용용용용§앓§훌홉용§용용 

8 ~m뻐여뿜ar 

v 
1/ 

y 
c。이ract떠 

b ~ 1,.000 ν-꺼 
니/ '.k'" 

l’ 
“/ ~ } Ino뼈ratioo 

iξ. 냥’ 

l.,..oo k‘ -
_;f"’야r 

v 
", 

1,.000 k’ 
~ 

m 
m 
m 
@ 

뼈
 
m 

뼈
 
@ 

% 

m“ 
”“ 

얘
 m 
“” 

”ι
 m 

i
u를E
〕
E
g
a
g
힐
월a

붙
。
。
 9000<l∞ 

60000∞ 

4000000 

누적 용량 세계 해수담수화시설의 〈그림 -2-9> 

IAEA Reference Data 

1 IIEner밍ι Electricity &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참고로 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10>과 같다. SMART가 개발도상 

국 시장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할 때 2011년부터 10년간 개발도상국(남 

미: 1.5GWe, 중동: 7.8GWe, 아시아: 56GWe, 동유럽: 22GWe, 아프리카: 1.2GWe)의 신 
규발전용량규모는 약 90GWe로 추산되고 이 중에서 약 1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 

정하면 10GWe 정도의 SMART 전력시장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해수담수 

화 수요에서 고려되는 용량의 90%는 전력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차감한 규모인 

5.3GWe(10G짜 - 52X 0.1 x 0.9)가 순수한 SMART 전력전용시장규모로 전망할 

이러한 시장규모는 2011년부터 10년간 총 53기의 SMART가 전력전용시장에 진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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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0>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 전망(G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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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1> 개발도상국의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 전망(GWe) 

초대형 선박추진동력시장 : 대형 선박추진을 위한 원자력의 사용은 현재까지 미미 

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수송시장 경쟁의 심화와 기존 추진통력의 기술적 한계로 인 

해 원자력 이용이 급격히 중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추진동력의 시장수요는 새 

로운 시장에의 침투가 아니고 기존의 동력을 원자력으로 교체하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여 수요를 전망하였다. 1995년의 선박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원자력동력 시장은 

200，OOOGT급 선박(2기의 SMART 원자로 필요)이 약 1，000척으로 이는 낙관적 추정치 

와 비관적 추정치의 중간정도 된다. 이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시장 규모는 1/2인 약 

500척 정도로 추정되며， 최종적으로 SMART가 차지하는 것은 500척의 10%인 50척 정 

도가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10년간 소요되는 선박동력용 총 

SMART 기수는 100기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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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2> 초대형 원자력 추진선박 시장 전망(20만GT급 선박 기준) 

지역난방 시장 : 아시아I 동유럽/ 러시아 신생국 둥 개발도상국에서 중앙집중식 난 

방을 하고 있는 가정·상업·농업용 난방수요를 원자력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I 보수적 

예측일 경우 약 280GWt 정도가 되며 이 중에서 SMART의 점유율이 약 10% 된다고 

가정할 때 28GWt의 시장수요를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규모는 2011년부터 10년 

간 약 84기의 SMART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2-2> SMART 시장수요전망의 요약(2011-2020년 사이 발주되는 용량) 

구 분 시설 용량 기수 

해수담수화(+전력생산) 2，08αOOO(톤/ 일)+4，680 MWe 52 

전력(전용)생산 5,300MWe 53 

선박동력 1，000만 GT(20만 GT급 50척) 100 

지역난방 28,000MWt 84 

합 계 289 

라. 비용관련 자료 

SMART 1기의 판매 단가는 3，000억 원으로 3년의 건설기간과 1，000억 원씩의 연간 

수입이 발생하며/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80%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 및 일반관리비/ 법인세 동을 차감한 순이익이 매출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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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율로써 20%를 가정하였다. 즉 판매 및 일반관리비/ 법인세 둥은 도입국가 

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2010년까지 지출되는 연구개발비 및 실증관련 총비용은 약 5，000억 원 이상 될 것 

으로 전망하며 모든 비용이 2010년도에 일괄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밖에도 

운전자금은 매출액이 회수되기까지 필요한 운영소요자금으로써 매출원가의 약 30%로/ 

그리고 장비비는 SMART 건설공사 수행 시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는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경제성 평가 결과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내부수익률(IRRi 

Intemal Rate of Return)과 순현재가치(NPV)이고 이를 보조하는 수치로서 투자된 자 

본의 회수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외에도 영업이익률I 순이익률， 

현금흐름분석 퉁이 추가 지표로써 사용되기도 한다<그림-2-13-15>에서는 부문별 

시장수요전망에 근거한 연도별 계약발주기수를 보여주고 있다. 

빼수당수화용 SMART 훨차로의 푸업 기수 

60 

50 ~ ---------------- -----

|-연간투업기수 →-누척기수| 

40 ~ ------ ----------------- --------------

(기수) 30 t 

20 ~---- - - ----------------------

10 ‘ ---------------------- ---

〈그림 -2-13> 해수담수화용 SMART원자로의 발주량 전망(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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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훨자료의 후운벌 연간푸엽기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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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SMART원자로의 부문별 발주수요 전망(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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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SMART 원자로의 누적 투입 기수 전망(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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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SMART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구개발투자 및 실증과 

정을 거쳐야 한다. 즉 몇 년 전부터 해수담수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고 2010년 

까지 SMART-P 건설사업 퉁에 많은 연구개발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는 

소요되는 정확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 비용의 투입 불확실성 때문에 5，000억원/ κ000억 

원， 1조원 둥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예상되는 수익률과 순현재가치를 평가해 본다. 

또한 현재 80%의 매출원가 예상치 둥을 변경함으로써 예상되는 사업의 경제성에 미치 

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에 예시한 기준 입력자료를 사용하고 초기의 연구개발투자액을 변화시킴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경제성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표-2-3>과 같다. 

〈표-2-3> 중소형원자로 사업의 예비 경제성 평가(기준 입력자료를 사용) 

구 분 
해수담수화 사업에서만 해수담수화I 발전， 선박/ 지역난방 

발생하는 수입을 고려함 사업 각각에서의 수입을 고려함 

사업평가 기간 2010년 - 2022년 

최소 필수수익률 8%/년 

매출원가/매출액 80%(매출액순이 익률은 20%) 

내부수익률 25.9% 67.4% 

순현재가치 
연구개발투자액 

10，361억원 78，922억원 
5，000억원 

회수기간 5.28년 2.91년 

내부수익률 20.2% 57.2% 

순현재가치 
연구개발투자액 

8，509억원 77，070억원 
7，000억원 

회수기간 6.06년 3.19년 

내부수익률 14.7% 47.7% 

순현재가치 
연구개발투자액 

5，731억원 74，292억원 
1조원 

회수기간 7.14년 3.53년 

한편I 중소형원자로의 시장성 분석에서 발전l 선박/ 지역난방 둥에 비해 해수담수화 

는 실용성과 실질적 수요가 뚜렷이 나타나 있는 분야이다. 이를 반영하여 해수담수화 

사업만을 수익발생 사업으로 고려할 경우 최소필수수익률 8%/년을 보장하는 연구개발 

투자액은 약 16，000억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또한l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원가비율 

을 증가시킴으로써(즉/ 매출액순이익률이 감소) 나타나는 연구개발 투자액의 변화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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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같다 

〈표-2-4> 최소필수수익률(8%/년)을 보장하는 연구개발투자액의 범위 

연구개발투자액의 허용범위 및 회수기간 
매출액순이익률 추정치 

연구개발투자액 회수기간 

20% 16，189억원 8.9년 

15% 11，668억원 9.3년 

10% 7，146억원 10년 

3. 결 론 

중소형원자로의 경제성 평가는 비용자료 뿐만 아니라 시장수요 예측에 있어서 매우 

불확실성이 많은 분야이다. 따라서 2010년까지 투입되는 연구개발 및 실용화 비용l 

SMART 원자로의 건설비용I 해수담수화시장 및 기타 시장으로의 침투가능성 동에 대 

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함께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시장수요전망과 비용자료를 토대로 할 때y 해수담수화 시장만 

을 고려한 기준안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14.7% -25.9%, 순현재가치가 5，731억‘10，361억 

원 동으로 나타나 사업성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투자비 

의 회수기간도 비교적 짧게(7년 이내) 나타나고 있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자력의 해수답수화 시장이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위험요인이면서도 또한 

기회요인이다. 특히 중소형원자로의 기술개발분야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를 정하고 있 

기 때문에 선박추진이나 지역난방과 같은 기존시장의 대체와 해수담수화나 중소형 전 

력전용생산과 같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집중한다면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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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소형원자로 시장 잠재력 조사평가 

본 장에서는 중소형원자로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을 대상으로 세계의 시장전망 

조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개발 사업단에서 기술협력을 잠재 대상국 

으로 여기고 있는 모로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I 철레 I 그리고 베트남을 대 

상으로 이들 국가의 에너지l 전력/ 그리고 수자원 현황과 문제점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원자력기술의 국제협력은 경제성이나 양국간 협정으로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민감성을 감안하여 이들 잠재 협력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원자력 법률·제도의 구비현황 

과 국제원자력 규범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였다. 

제 1절 원자력의 비발전 이용 분야별 세계시장 전망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중소 

형 원자로는 발전전용로에 비해 높은 에너지 효율올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 

전 전용 원자로를 도입하기에 부족한 전력시장에서도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성 

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IAEA5)의 조사 보고서는 중소형원자로를 

이용한 지역난방/ 해수 담수화/ 산업의 공정열 이용I 선박추진 그리고 수소생산 동의 

이용 분야에 대해 세계시장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였다. 

1. 이용분야별 중기 시장 전망 (2020까지) 

최근 20년간의 침체를 가져왔던 원자력 유용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르네 

상스 도래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의 비발전 분야 이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까지 원자력 활용가능성은 모든 분야에서 실현 잠재 

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분야의 단기 이용전망은 전 절에서 언급되었던 바 

와 같이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의 용량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기술개발 현황만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표-3-1> 참조). 

5)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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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이용분야별 중기전망 시장 및 기술개발 현황 (2020년 까지) 

이용 
원자력 이용 현황 

세계시장 규모 
원자력이용 단기 전망 

기술 저평가 고평가 

0 중국: NHR-5 개발 경험을 토대로 
NHR-200 개발 중 

지역 이용가능:대부분 
-340 7,600 

o 러 시 아: AST-5oo가 Voronezh에 
열병합의 형태로 몇 난방설비 검토중이고 Seversk에는 

난방 나라에서 사용 경험 
GWth GWth 타당성 검토 완료， 

KLT-40원자로를 장착한 부유식 
설비 설계중 

。 이집 E: EI-Dabaa에 원-^}력 
해수담수화 타당성연구 수행중 

o 유럽과 캐나다: 최근 유럽의 

추정하지 않음: 7개국과 캐나다의 기관들이 혁신형 

미래 잠재시장 원자로 기반의 EURODESAL 

이용가능: 크기와 성장률 큼; 
효로젝 E를 착수 

해수 열병합식으로 일본과 해수담수화의 
o 언도: Kalp밟k없n에 있는 기존 
PHWR을 이용한 복합형 설비 

담수화 카자흐A탄에 사용 일반적 역할에 수행중 
경험 대한 불확실성이 o 한국: 열병합식으로 사용 위해 

커서 정량적 추정 개량원자로 SMART 개발중 
불가 0 모로코: 중국설계 NHR-lO을 

전용시설로 사용하려 검토했음 
o 러시아: KLT-40원자로 장착 
부유식설비 설계중 

o 중국: HTR -10 2000년 임 계 도달 
0 프랑스， 일본， 러시아， 미국: 모률형 

이용가능: 
GT-MHR(Gas Turbine Modular 
Helium Reactor)개발중 (대부분 

공정열 열병합식으로 캐나다， -240 2,900 비발전이용 분야에 적합) 
이용 독일，스위스에서 GWth GWth 0 일본: 30MWth급 HTTR 개발중， 

사용 경험 JAERI에서 임 계도달 
o 남아공: 비전력 에너지 이용 위해 
268MWth급 모률형 개 발 추진중 

이용가능: 독일， 0 일본: 1992년 취역 해제된 Matsu 
일본， 러시아，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혁신형 

선박 미국에서 사용 경험， -4천만 -4억 원자로 개발중 

추진 현재는 러시아에서 GT GT o 러시아: 원자력추진 쇄빙선과 

쇄빙선과 수송선으로 화물선 운항 지속하며 신형 원자로 

사용 연구개발 계속됨 

o 미국의 경우 수소생산의 20% 

원자력을 이용한 
정도를 담당할 것으로 보는 둥 

수소 일반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 

생산 
가용성과 시험 추정하지 않았음 

0 일본의 HTTR 가동 
연구개발 계속 o EU설계 연구 

o 한국: 2004년부터 실증연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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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장기 시장 전망 (2020-2050 ) 

세계의 지역별로 아직까지 에너지 이용의 양상이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2004년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유가를 기준으로 보면/ 일부의 

에너지 분석 전문가들은 선물거래 매점에 따른 선불가격 기준의 일시적 현상일 것이 

라고 평가하기도 하나/ 산업사회 에너지원의 중추인 석유 가격 앙동은 장기적으로 분 

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이 점에서 원자력의 비발전 분야 장기 이용전망을 수행한 IAEA[l]의 결과는 중국 

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서 공정열로 이용하는 분야만 높음으로 나타났고 그 외 대부 

분의 지역에서 분야별로는 아직 중간 이하의 이용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별 

로도 현재 에너지 소비가 많은 지역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가 

능성을 보일 뿐 상대적으로 현재의 에너지 사용패턴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3-2> 지역별 이용분야별 활용가농성 장기 전망 (2020"'205이 

찮j: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세계 

중남중동- FSU 중앙- 태평양 OECD 북 중납 서 중동 납 평균 
북 중국 연안 

· 전통적 이용 분야 1 '#' 

지역난방 M L M M M M M L L M 

해수답수화 L L L L L L M H L L L 

공정열 이용 M L L M M H M M L M 

선박 추진 M L M L M M 

우주 이용 추정하지 않옴 

‘1 
1 ’‘ , “ ’ ."~T‘~ 

r ’! ‘þ. _', 혁신적 이용 불바 ~ .' ! ;， ’4값 , ;"I; , j ‘ ? :7 f· , 1 

수소 제조 추정하지 않음 

석탄가스화 추정하지 않음 

다른 연료 합성 추정하지 않음 

오일 개질 추정하지 않음 
주) 부 호 : L=낮음I M=중간I H= 높음" -=무시 할 수준 
지역명 : FSU=구소련 독립 신생국 

그러나 인류의 주종에너지원인 화석에너지원들의 고갈과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해 기존 에너지원의 가격 앙둥을 감안하면 원자력의 비발전 이용은 보다 급속히 보 

급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국제 에너지 경제에서 IAEA의 보고서가 준비되고 발 

간된 2000년대 초는 2004년인 오늘날 유가가 배럴당 40불올 상회하는 중에 이 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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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고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원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더욱이 2005년 2월 교토협약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비 

추어 보면 벌써 지난 시대의 평가치로 취급될 수 있다. 

제 2절 이용분야별 세계시장 잠재력 추정 

1. 지역난방 

가. 기술특성 및 시장규모 

지역난방은 열생산 설비와 공급·회수망을 통해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난방열과 온 

수를 공급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중부와 북부유럽의 국가들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지역난방의 사용 비율은 중부유럽과 우크라이나에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11%, 러 
시아와 벨로루시에서는 3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이 보다 더해 아이슬란드의 95% 

를 필두로 에스토니아/ 폴란드/ 댄마크/ 핀란드/ 스웨멘에서는 열공급 시장의 절반 이 

상을 지역난방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난방의 특정은 우선 스팀이나 온수로 공급되는 대규모 열원은 통상 80-150
0

C 

의 온도로 공급되고I 다음으로 장거리 공급시 효율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특정으로 인 

해 열원이 10-15때 정도의 소비지 근처에 위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비는 50%를 

넘지 않는 연간부하율을 기록하고 었고 규모는 큰 도시의 경우 600-1，20빠Wth 정도를 

사용한다. 

비록 지역난방의 시장 규모를 세계적으로 정확히 도출한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 

만， IAEA에서는 가정용l 상업용l 산업용별로 중앙공급식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시 

장과 관련해 시장규모를 예측하고 있다. 

IAEA의 추정에 따르면 지역난방의 시장규모가 매우 커서 세계적으로 저평가의 경 

우는 340GWt에서 고평가의 경우 κ600GWt에 이르기 까지 지역난방 시장규모의 추정 

이 가능하다. 평가의 기본 가정은 저평가의 경우l 라틴아메리차I 중동y 아프리카I 그리 

고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중앙난방이 보급되지 않을 것으로 본 경우이고/ 

고평가는 위의 지역과 아시아 국가들에 기후환경과 중앙난방을 선호하는 특성으로 지 

역난방에 대한 잠재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경우이다. 지역난방은 지역적으 

로는 북미/ 유럽r 구소련 독립국에서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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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형원자로의 이용 가능성 

원자력을 이용한 지역난방은 중국l 러시아 퉁 국가에서 이미 개발경험을 갖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성숙 단계에 있다. 이 분야 중소형로의 이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요소가 달성되어야 한다. 

o 난방과 온수 수요의 크기와 성장률/ 

0 난방과 온수공급을 위한 열과 비열 매개체간의 경쟁력I 

o 원자력과 비원자력 이용간의 경쟁력l 

o 배열 네트워크의 가용성 

단기적으로 원자력 지역난방의 이용가능성은 보수적으로 불가리아의 Belene, 중국 
의 NHR-200이나 러시아의 AST-500과 같은 개발프로그램이 완성된 후 가동되는 경우 

만 감안하더라도 2,OOOMWth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을 이용한 지역난방 전망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중동유럽과 구소련 연방국가들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r 북미와 서유럽지역 국가들에서는 적 

절한 열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시장 친화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기술의 시장에 원자력 

활용기회는 t중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원자력 대안이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 인접한 중앙아시아 계획경제 국가들 

의 경우에도 같았다. 

2. 해수 담수화 

가. 기술특성 및 시장규모 

담수화 기술은 해수의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의 생산으로부터 이를 운송/저장하는 

공급망까지를 의미한다. 담수기술은 관개/ 음용/ 산업용 담수를 생산하기 위해 해수에 

서 염분을 제거하는 수처리 과정이다. 세계적으로 담수의 부족과 해수의 풍부성올 감 

안하면 담수화 기술은 매력적인 해결이며l 과거 50년 동안 기술은 꽤 정착되었다. 

답수화 기술은 매우 빨리 성장해 왔다. 2002년 7월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답수 

계약치는 32,400,OOOm' /일이었다. 그것의 약 60%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것이었다. 이 

총용량은 1990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담수화 시설은 100곳 이상 국가 

에서 사용되고 있고y 이중 거의 절반의 시설이 중동과 북아프리차에 입지해 있다. 전 

체 용량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의 24% 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용량올 보유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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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아직까지 가정용 답수의 공급비율이 미진하다는 점에 

서 매우 크고 따라서 시장의 포화는 아직 먼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적으로 해수 담수화에 상업상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는다 

o MSF와 MED와 같은 다단 기술에 필요한 온도범위는 100-130 0

C 이다. 전력은 RO법의 

경우 일차에너지원으로 필요하고 MSF와 MED법에서는 펌프가동에 필요하다. 

o 담수 사용자들에 필요한 100-60，OOOm'j 일의 용량 범위가 있으며/ 평균 1，900m’/일의 

용량을 갖고 있다. 

o 설비의 신뢰도를 위해 부지 내에 보조에너지의 설치가 필요하다. 

원자력을 이용한 담수셜비는 해수로부터 담수생산을 위해 필요한 전력과 열을 원자 

로에서 얻는 것이다. 이 때 원자로는 순수하게 담수생산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전 

력과 담수의 병합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원자력을 이용한 답수기술은 일본(1977년 

이후 12대의 원자로)파 카자흐스탄(1973년 이후 1대의 원자로)에서 성공적인 운전경험 

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는 MSF-RO 복합형의 170MWe급 PHWR 시설을 Kalpakkarn 

에 설치하고 있다. 이 설비의 용량은 6，300m'j 일 수준으로/ 용도는 원자력발전소에 필 

요한 공정용수와 인접지역 사회에 음용수 공급을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y 캐나다/ 중 

국l 이집트l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I 한국/ 모로코/ 파키스탄/ 러시아와 튀니지와 같 

은 국가가 원자로 이용 담수화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수출을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 

다. 

답수화의 필요성은 물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과거의 담수소비량은 매 10년마 

다 2배의 증가율을 보여 왔고/ 담수의 부족은 미래 사회발전의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청정수의 부족에 대해 해수 담수화가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각광받 

고 있으나， 필요한 열원을 화석연료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50MWe 용 

량의 원자로가 열병합발전으로 운전되면서 생산전력의 20%정도로 125，000m'j 일의 담 

수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원자로로 

전량 대체할 경우 200기 정도가 소요된다. 

나. 중소형 원자로의 이용 가능성 

해수 담수화를 위해서는 100-1300C 정도의 높지 않은 온도와 전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가통되고 있는 모든 원자로형들이 이용 가능하다.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 

해 열을 이용하는 담수화설비는 원자로와 인접해 설치되어야 하나， RO 방식과 같이 

전력을 이용하는 경우는 원자로와 인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 

는 그리드에 연결되지 않고 해당 설비를 위한 전용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전력만 이용 

하는 경우가 우수할 수 있기 때문에l 적용하는 경우마다 처한 환경을 감안해 검토되어 

야 한다. 다만l 소비자들로부터 원격지에 위치한 경우 RO 급수 시 웅축기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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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중소형원자로 이용의 중기 전망은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원자로가 완성되어 상 

용화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해수담수화용 원자로 개발 프 

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o MSD와 RO방식올 이용한 인도의 220MWe급 중수로l 

O 중국의 10MWth급 NHR-10, 모로코의 열이용 가압경수로(이 프로젝트는 현재 일시 
중지되고 있음)， 

o 한국의 100MWe급 가압경수로 SMART, 

O 그리고 러시아의 여러 원자로(RO식 예열개념의 바지선 장착형 KLT-40, 15 MWe와 

90MWe급 가압수로형 Nika, 그리고 55MWth급으로 열이용 목적의 수조형 원자로 
Ruta)가 대표적. 

o 최근에는 유럽의 7개국과 캐나다 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들은 남유럽의 해수담수화를 

위해 혁신형 원자로를 사용하는 EURODESAL(the joint European study on reactor 

development for nuclear desalination) 프로젝 트를 착수. 

다음으로 장기 전망으로는I 원자력 이용한 해수담수화 전망의 주요 결정변수는 청 

정수의 부족 심각성과 원자력 에너지의 능력을 들 수 있다. 결정변수에서 담수의 부 

족이 더욱 심화되고 원자력의 효율이 더욱 높아진다면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남아시 

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계획경제 국가들에서도 원자력에너지의 사용가능성이 I중 

간’에서 /높음I으로 변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의 인구가 2020년 

에는 세계의 50% 이상 차지할 경우 해수담수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I 경제성 

만 갖추어 진다면 원자력 대안의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동과 북아프 

리카 지역의 상황은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담수의 고갈 심각성으로 인해 원자력을 이용한 대규모 해수담수화 가능성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곳의 국가들은 아직 원자력을 도입할 기술적 기반이 없고 원자 

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의 경제적 경쟁력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원자력에너지의 전체 

순위는 /낮음I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 지역에 발전용일지라도 원자력의 도입이 이루어 

진다면 이 평가는 i중간’으로 변할 수 있다. 

3. 산업에서 공정열 이용 

가. 기술특성 및 시장규모 

공정열 공급기술은 산업에서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열을 중앙 집중된 열원 

에서 생산하여 공급망올 통해 전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산업부문에서 필요한 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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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이나 담수화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림 -3-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온도범위를 필요로 한다. 

200 "C 000 

산 <

탄가스화 < 바 
수소생산(18) ! 

< ~ 수소생산(중기개질) 

에탄올(납사， 에탄) 

스티렌(에틸벤젠) i 

유정제 ! ! 

제펄프생산 i ; : ! 
ζj 담수화， 지 역난방 i ! 

〈그림 -3-1> 산업별 공정에 필요한 온도1) 

산업의 공정열 이용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 특정을 갖는다. 

o 우선， 장거리 수송 시 발생할 높은 열손실올 방지하기 위해 소비지 근처에 열원이 

입지해야만 한다. 

0 다음으로f 열 사용특정이 기후조건 의폰성이 적기 때문에 지역난방에 비해 매우 높은 

70-90%의 부하율올 갖는다. 

o 마지막으로/ 열공급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보조셜비의 시설이 필수적이다. 

지역난방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어느 원자로도 공정에 필요한 열을 공급할 잠재력 

을 갖고 있다. 원자력을 이용한 산업용 공정열 공급은 캐나다， 독일l 노르혜이l 스위 

스에서 경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l 캐나다는 중소로형 원자로를 이용해 1998년까지 

식품공정과 산업용 알코올 생산공정에 열을 공급한 바 있고y 독일은 Stade의 PWR을 

이용해 1983년부터 2003년 11월 원자로의 가동중단 까지 1.5뼈 떨어진 소급정제공정에 

증기를 공급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할덴원자로를 이용해 수년간 부지 인근에 증기를 

공급해 왔고I 스위스에서는 1979년 이래 Gösgen의 PWR을 이용해 2km 떨어진 카드지 

제조 공장에 공정용 중기를 배송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에서의 공정열 이용은 석유와 석탄의 처리， 화학/ 제지I 1차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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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식품산업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적용가능하다. 산업공정열 시장의 잠 

재력은 전체적으로 지역난방보다는 적은 규모로 저평가의 경우 240GWth, 고평가의 경 
우 2,90OGWth 수준으로 추정되며/ 주요 수요지역은 북미l 유럽l 구소련 국가/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다. 

나. 중소형원자로의 이용 가능성 

기폰 사용되고 있는 원자로의 경우 다양한 원자로 개념에 따라 넓은 열이용 범위를 

갖고 있다. 고온가스로(High Ternperature Gas-cooled Reactor, HTGR)의 경우 공정열 

에 필요한 모든 온도범위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의 공정열 이용분야에서 

는 중요한 후보기술이 될 수 있다. 소형의 HTGR 개발과 실중은 원자로의 공정열 이 

용을 크게 고무시킬 것이다. 

원자로를 이용한 공정열 공급은 중기적으로는 일본의 HTTR(High Tern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의 가동I 남아공의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 프 

로젝트의 실행/ 중국의 HTR-10 운전/ 그리고 프랑스/ 일본I 러시아/ 미국에서 운전되는 

GT-MHRs(Gas Turbine Modular Heliurn Reactors)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수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요를 가늠해 보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계획경제 국가를 포함한 지역에서 수요의 뒷받침/ 기술기반의 폰재l 그리고 유망한 시 

장구조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중간I이나 /높음I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음으로 중동유럽은 열사용 산업이 있고 열 공급망이 이용 가능하여 시장구조가 유망 

하고 기술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중간/으로 평가되며/ 서유럽 지역은 수요압박이 

없고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공공의 태도가 유보적이어서 I낮음l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으로 라틴아메리차f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직 중앙집중식 열공급 체 

계가 없는 것에 비추어 t낮음I이나 I무시할 수준I으로 평가된다. 

4. 선박 추진 

가. 기술특생 및 시장규모 

최초 원자력을 선박에 이용한 것은 PWR을 이용한 군용잠수함이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을 민수용으로 최초 이용한 것은 1953년부터 설계되었던 구소련의 원자력 쇄빙선 

이었다. 최초의 원자력 쇄빙선은 1959년 진수된 이후 30년간 성공적으로 운전되었다. 

이후 구소련에서는 8기의 쇄빙선이 추가로 건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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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해상용 선박으로 민간용 원자력 선박의 이용은 미국의 사바나， 독일의 

오토 한l 그리고 일본의 무츠가 개발되었다. 이들 세 가지 상용선박들은 모두 PWR 

원자로를 사용하였다. 지금은 러시아와 일본만이 민수용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한 노 

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원자로를 이용한 원자력선이 아직은 충분한 경제성을 갖기 

어려우나/ 미래 사회에서는 용도에 따라 경제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에너지의 25% 정도를 수송부문에서 소비하며/ 이중 10% 정도는 원자력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해양수송에 사용되고 있다. 아직은 수송부문에 원자력의 이용이 

미미한 실정이지만 해양수송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오일이나 오일 부산 

물의 운송과 곡물/ 석탄I 철광석과 같은 벌크자재 운송 둥이 대표적이다. 

원유와 대형 컨테이너선용으로 원자력올 이용한 선박추진 가농량을 다소 낙관적으 

로 예 측하면 최소치 의 경 우 15，000총톤(Gross Ton, GT) 수준 선박 2，400척 에 서 최 대 치 

인 경우 100,000 GT 선박 4000척 수준까지로 잠재시장 규모가 가능할 것이다. 

나. 중소형원자로의 이용 가능생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원자력을 이용한 선박추진은 이미 3개국에서 상업 운전되 

어 기술적인 가능성은 입증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적으로 대형 유조선과 화물선 시장이 막대하다. 여기서 원자력 추진선박은 매우 경쟁 

적인 이 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입증하는 가에 상업화의 성패가 달려있고/ 여 

기에 더해 안전과 향구접안 허가권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중기적으로 원자력선의 이용 가능성은 러시아의 쇄빙선을 제외하면 원자력 추진선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없다. 3척의 시험용 원자력 화물선들이 대부분 경제적 

인 이유로 운전올 중단했다. 아직까지는 상용 원자력선에 대한 보안의 우려로 인해 

많은 향구의 이용이 제약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원자력 선박 추진 전망은 북 

미I 구소련 연방국/ 남아시아l 그리고 일본에서는 원자력에너지의 사용과 대규모 선박 

보유량을 감안하면 비교적 가능성이 t높음l으로 보이고I 다른 지역들은 /낮음’이나 /무 

시할 수준l으로 평가되고 있다. 

5. 수소 생산 

가. 기술특생 및 시장규모 

이 밖에도 원자력기술의 비발전 분야 이용은 수소 생산I 석탄가스 제조l 기타 연료 

- 46 -



합성/ 개질공정 이용/ 그리고 극지 화석연료 수송용 잠수함과 같은 혁신적인 분야에 

이용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이중 가장 활발한 기술개발이 기대되고 있는 수소생산에 

대해 조사평가를 집중한다. 

수소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기폰의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했던 사회에서 새로운 에너 

지 사용 패러다입으로 퉁장하고 있다. 에너지 담체 (carrier)로써 수소는 전력과 다르게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고 또 연료전지를 사용하면 쉽게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편리함 

을 가진다. 더욱이 부산물로 열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장점도 갖 

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수소 터빈은 기폰의 기술에 비해 거의 대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수소 생산은 다양한 일차에너지원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으며l 따라서 많은 국가들 

의 국내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결국 수소경제는 에너지 공급안보와 환경 청정 

성 측면에서 각광받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수소의 생산은 연간 5천만 톤 정도에 이른다. 아직까지는 비록 

에너지 시스템에서 수소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미레 연료전지 자동차가 상용으 

로 대량 사용될 경우 수요는 매우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 국가 아차데미 (National 

Academy) 위원회6)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상한의 경우 2015년에 기폰의 연소방식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의 가벼운 차량 분야에 경쟁력을 갖게 되어 시장진입이 시작 

되고 2027년경에 25% 정도의 시장 정유율을 기록하고 2050년에 이 분야 재래식 연소 

방식을 완전 대체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경우 세계적으로 3억 대의 연 

료전지 자동차가 보급될 것이고 연간 1 .2억 톤의 수소가 수송부문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대웅하는 수소의 공급은 수소경제의 성공요인이다. 비록 수소는 세계적으로 

어디든 산재하는 풍부한 원소이지만 화석연료/ 바이오메스/ 물과 같은 화합물에서 열/ 

전기I 태양강과 같은 에너지를 이용해 축출해야만 한다. 원자력을 이용해 열과 전기 

를 동시에 생산할 경우 수소생산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더욱이 대용량의 수소생산 

시 탄산가스의 배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원자력올 이용해 수소생산을 할 경우 기술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이 고려될 수 있 

다. 

o 최대부하가 아닌 시간대에 잉여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l 

o 천연가스를 중기개질에 원자로에서 고온을 생산해 이용 

0 물의 열화학 분해에 원자로에서 고온 열과 전기를 이용 

6) Cornmittee on Altematives and Strategies for Future Hydrogen Production and Use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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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전기분해법은 저가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 고품질의 수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기술이다. 때문에 최대부하가 아닌 시간대에 한계발전 

비용이 가장 낮은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할 경우 비교적 경제적인 수소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소는 천연가스나 메탄의 개질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천연가스와 증 

기의 반응을 처리하는 일종의 촉매공정으로 수소와 C02의 혼합물을 생산하기 위해 

500-950
0

C 의 열을 필요로 한다. 원자력을 이용한 증기개질은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수소생산의 중요기술로 대두될 잠재성을 갖고 있다. 

나. 중소형원자로의 이용 가능성 

에너지 다소비활동에 원자력을 직접 이용할 가능성은 장기적으로나 가능하거나 혹 

은 불가능하지만 간접적인 활용으로 직접 이용 시 따르는 난제들을 우회할 수 있다. 

이점에서 수소제조나 합성연료 제조/ 석탄가스 제조I 개질공정 이용l 그리고 심해의 화 

석연료 수송용 잠수함 이용과 같은 혁신적 이용분야에서 막대한 잠재시장을 가질 수 

있다. 이들 이용 가능 분야들은 현재 산업 성숙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수소는 모든 유형의 수송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원자로로 직접 구동하는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원자력으 

로 만든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면 실질적으로 달성가능하고/ 선박과 철도도 액화수소로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수소경제 시대에 원자력의 이용은 더욱 높은 가치를 지 

닐 수 있다. 

원자력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은 미래 사회 수소사용 시장의 크기와 여기 

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다. 세계 에너지 소비의 거의 1/4에 해 

당하는 수송부문 소비에서 원자력은 전기 자동차나 선박 그리고 우주선 추진에 직접 

이용하는 것과 함께 관련된 수송용 연료의 제조에 간접 투입되는 것도 가능하다. 미 

래 수송용 에너지 사용 전망은 경제성과 환경성에 의해 사용비율이 정해질 것이며l 따 

라서 원자력은 미래 사용연료의 유형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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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협력대상국의 도업 환경 분석 

1. 에너지， 전력 그리고 수자원 현황 

가. 에너지자원 현황 

1) 모로코 

〈그림-3-2> 모로코 전도 

모로코는 입헌군주제로 정부형태는 국왕제이다. 국왕은 종교최고지도자/ 국헌의 수 

호자로 수상 임명권과 수상의 제청에 의한 각료 임명권올 행사하며， 법률공포I 의회 

해산권 둥 3권을 초월하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국왕은 각종 국가사 

업I 민간사업 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I 모로코와의 원 

자력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석유 및 천연가스 

모로코는 북아프리차의 북대서양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국가로/ 석유와 석탄 둥 

에너지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 수업에 의존하고 있다. 2004년 1월 현재 모로코의 

원유 매장량은 약 160만 배렬이며/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430억 fe으로 추정되고 있 

다끼. 대서양 근해(대륙붕)에 추가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 

- 49 -



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는 아직 탐사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2000년 8월 미국의 탐사회사 Lone Star가 알제리와 인접한 Talsint 지역에서 석유 

탐사에 성공하였으나I 아직 정확한 매장량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모로코는 이 유전 

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경제 부흥은 물론 해외 에너지 수입액을 감소시켜 주기 

를 희망하고 있다. 그 외 연안지역에서도 외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석유 탐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2001년 Petronas는 대서양 해안 약 5，400마일에 이르는 연근해 지역에 

서 8년간의 석유 탐사 계약권을 따냈다. 

현재 모로코는 Essaouria 해안 지역에서 소량의 천연가스 및 석유를I 북부의 Ghrab 

지역에서 소량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l 국내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모로코는 석유 수요의 거의 전량을 사우디아라비아l 이란/ 이라크 및 

나이지리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자원 

을 수입하는 나라로 연간 약 10-15억 달러를 에너지자원 수입에 지출하고 있다. 특 

히，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지속적인 국제 유가상송파 수요증가로 모로코의 석유 수 

입액은 예상치보다 더 많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모로코 정부는 2003년 2월에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해외 회사들은 

무관세로 석유를 수입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 모로코 연근해에서 석유를 생산 

하는 회사들에 10년간의 세금 우대조치를 취하고， 향후 석유 사업에서 정부의 지분(최 

대 25%까지)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련법올 수정하였다. 모로코의 에너지 분야는 2007 

년까지 민영화될 예정이다. 

모로코는 알제리가 천연가스를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수출하기 위한 이동 경로의 중 

심지로I 마그레브~유럽 가스(Maghreb - Europe Gas, MEG)관을 통하여 연간 3,000-

3，500억 삶의 천연가스가 이송된다. 이 MEG 파이프라인은 알제리에서 모로코를 경유 

하여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여 스페인 및 포르투갈파 연결되어 있으며y 다른 유럽지 

역과도 연결 또는 연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MEG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은 천연 

가스는 모로코 Tangier 지 역 의 T삶laddart 민영 발전사업 에 사용될 것 이 다. 

나) 석탄 

석탄은 국내 소비량의 8% 정도인 30만솟톤(short ton)8)를 Jerada 광산에서 생산하 

고 있으나/ 점차 그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모로코는 90% 이상의 석탄 부족분을 남 

아공/ 미국/ 콜롬비아 동에서 수입하고 있다. 수입 석탄의 대부분은 Mohammedia와 

Jorf Lasfar 화력 발전소에 사용되 고 있다. 

끼 http://www.eia.doe.gov / emeu/ cabs/maghreb.html 
8) 1 훗톤(short ton)은 약 907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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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랍에미리트 

〈그림 -3-3> 아랍에미리트(UAE) 전도 

아랍에 미 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는 7개 의 에 미 리 트로 구성 된 연방국가이 

다.9) 정치권력은 수도인 아부다비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UAE의 경제 및 부 

(wealth)를 관리하고 있다. UAE의 경제는 석유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I 석유 

수출이 전체 GDP의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UAE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0%인 980억 배럴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UAE는 세 

계의 약 20%에 해당하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주요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수출국 중 하나이 다. 

가)석유 

UAE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978억 배럴로 세계 매장량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 

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부다비에 94%인 약 922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1이 

UAE의 대부분 원유는 APlll) 기준 32-44。 범위로 경질유에 속한다. 아부다비의 

Murban 39도와 두바이 Fat:eh 32도를 혼합한 것이 UAE의 주요 원유 수출품이다. 대 

9) 7개 의 에 미 레 이 트는 아부다비 (Abu Dhabi), 두바이 (Dubai), 사라(Sha디ah)， 아즈만(Ajman)， 후 
자이라(F띠airah)， 라스알차이마(Ras al-Khaimah) 및 음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이다. 

1이 두바이에는 40억 배럴I 사라와 라스알카이마에는 각각 15억 배럴과 1억 배럴의 원유가 매 
장되어 었다. 

11)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가 경(땐)질유， 중(中)질유I 중(重)질유를 구분하 
기 위하여 제정한 지수로 큰 값일수록 비중은 가벼운 것이다. 보통 30올 경계로 중(重)질 
유와 중(中)질유로 34를 경계로 중(中)질유와 경(팬)질유로 구분한다. 물은 API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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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UAE 원유는 1960대나 1970년대 초반부터 생산되어 왔으며 I 아부다비에서는 주 

로 연근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원유 탐사가 진행되어 왔다. 

비 록 아부다비 가 1967년 석 유수출기 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에 가입하였을지라도， UAE 헌법 하에서 각각의 에미리트는 자기 지역의 석 

유 생산 및 유전 개발을 통제하고 있다. 2003년 11월 기준 UAE의 OPEC 석유 생산 

할당량(Quota)은 하루 214만 배렬이며， 2004년 1월 원유 생산량은 하루 225만 배렬이 

었다. UAE의 전체 석유 생산 용량(능력)은 하루 250만 배럴로 이 생산용량은 OPEC 

국가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크다. 

나)천연가스 

UAE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12Tfe으로 이는 러시아y 이란y 카타르I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인 세계 5위이다. 가장 많은 매장량이 있는 곳은 아부다비로 196.1Tfe이다. 현재 

의 UAE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50-170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아부다비에서 천연가스 소비는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05년까지 하루 40억f션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두바이의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은 각 에미리트 

의 산업 분야 확대y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수의 증가 동으로 거의 연 

10%에 이르고 있다. 

지속적인 천연가스전의 개발은 결과적으로 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의 증가를 가져 

왔으나I 향후 10년간 UAE의 천연가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차타르로부터 천연 

가스를 수입해야 할 상황이다. 그 이유는 UAE의 대부분의 천연가스 개발은 주로 천 

연가스액체 (Natural Gas Liquids, NGLs) 12)의 추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30년 동안 UAE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체제로의 전환/ 

Taweel하1 상업지역에 천연가스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지역의 조성 동 천연가스 부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다. UAE는 국 

내 전력 및 석유화학산업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의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으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의 고압 송전선 

12) 유정을 통해 지하에서 뽑아내는 천연가스에서 분리l 회수된 액체 탄화수소의 총칭으로/ 천 
연가스액체라 번역되고 있다. 갱정에서 유출하는 천연가스는 고압 고온의 조건하에 있으 
므로 상온/ 상압에서는 액체인 중질의 탄화수소를 용존하고 있는 일이 많다. 이를 분리기 
둥에 유도하여 압력을 낮추고 온도를 낮추면 이들의 중질탄화수소는 액체로 되어 가스에서 
분리 회수된다. 이 액체는 C3의 프로판에서 C8-C10정도까지의 분자의 혼합물로서 압력/ 
온도를 제어하여 분리를 되풀이하면 LPG(C3+C4)와 천연가솔린(C5C8 주체)과의 2종의 제 
품이 채취된다. NGL라 할 때는 이들을 포함한 총칭이다. 천연가스정에서 산출하는 가스 
를 분리기로 유도하여 분리/ 회수되는 액체 탄화수소를 콘덴세이트라 부른다. 이것은 바로 
NGL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유정에서 산출하여 분리기에서 원유와 분리되어 그 상단부에서 
유출하는 소위 수반가스(또는 유정가스/ 유용성가스)에서 더욱 분리 회수되는 액체분도 포 
함하여 NGL라 총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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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차타르와 오만을 연결하기 위하여 Dolphin 사업 또한 진행 중이다.13) 

10억 달러가 투입된 Bab 유전 및 천연가스전에 직접적으로 조성된 Habshan 단지 

의 2단계 천연가스육지개발프로그램(OGD-2)은 2001년 초에 완성되었다. 이 2단계 사 

업은 천연가스를 하루 10억달러， NGLs를 하루 300-500톤I 콘댄세이트를 하루 35,00 

。 -55，000톤 그리고 황을 하루 2，1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4개의 트레인 건설도 포함 

하고 있다.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비록 풍부하지는 않아도 상당한 에너지 자원이 있다. 인도네시아 에 

너지 환경의 문제점은 인구와 산업이 자바 섬에 집중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에너지 자 

원은 자바 섬 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말 현재 인도네시아는 국가 개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정책 (National Energy Policy)"이라는 확고한 통합 에너지정책을 계획하였 

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5가지 주요 에너지 정책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o 에너지의 다양화(Diversification) : 에너지 공급 및 연료원의 다양화 

o 에 너 지 강화(Intens표ication) : 활용 에 너 지 자원의 발굴 

0 에너지 보폰(Conservation) :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극대화 

0 에너지 가격(Energy Price) : 환경 및 경제 가치를 고려한 가격 제정 

o 깨끗한 에너지 기술(Clean Energy Technologies) : 환경 사업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원 

가)석유 

2004년 7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47억 배렬이며14)， 대부분의 

유전은 육지에 위치하고 있다.15) 2003년 인도네시아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약 100만 

배럴로 2002년의 110만 배럴에 비해 약 10% 감소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원유 외에도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를 일간 133，800배 럴을 생산하고 있다，16) 

또/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OPEC 회원국으로 현재 OPEC Quota는 122만 

13) 오만은 이미 UAE의 F띠airah와 천연가스판을 연결하였으며I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 
받올 수 있을 때까지， F띠airah는 Dolphin Ener앉r 계약에 의해 오만으로부터 천연가스를 
계속적으로 수입할 것이다. 

14)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원유 매장량의 13% 정도가 감소한 양임. 
15) 인도네시아의 대다수 유전은 중부 및 서부에 위치하고 있어/ 신규 유전 개발은 주로 동부 

를 중심으로 미개척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16) 이 수량은 OPEC quota(할당량)에 해당하지 않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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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일이다.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파거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는데I 그 감소 

의 주요 요인은 유전의 노화(aging)로 인한 자연적 감소/ 신규 유전 발굴에 대한 투자 

저조l 정부 규제 둥이다. 

나) 천연가스 

인도네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92.5조 fe로 확인되고 있다. 천연가스 매장량의 

대부분은 북 수마트라 Arun 유전 인근/ 동 Kalimantan의 Badak 유전I 통 자바 해상 

Kangean 블록， Irian Jaya의 수많은 블록들I 동남아시 아 최 대 의 가스유전인 Natuna 

D-Alpha유전 퉁에 매장되어 있다.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 

대의 LNG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에너지 수요의 절반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LNG의 약 70%는 일본으로， 20%는 한국으로/ 나머지는 대 

만으로 수출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석유 생산량의 감소로 인도네시아는 발전연료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천연가스 분배망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아 아직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의 천연가 

스 용도는 발전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며 다음으로는 비료 공장 및 석유 화학 공장에 

사용된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세계 최고의 LNG 및 건식 가스 수출국이었으나I 최근 세계 

LNG 시장에서 그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량 감소는 인도네시아 가스 

공급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감과 에너지 부문의 투자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계 

약의 보증에 대한 불확실한 정책적 지원y 규제의 투명성 및 불리한 조건 동은 인도네 

시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한다. 그 결과l 세계 시장에서의 LNG 수출 

주요 국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만/ 차타르/ 러시아I 및 호주로 부분적으로 대체되었다. 

이 분야도 또한 세계은행과 IMF가 융자의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와 협약한 계약의 조건 

대로 이전에 Pertamina가 수행하였던 감독 및 관리 역할을 BP Migas가 인수하는 구 

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Pertamina의 이 분야에 대한 권위(영향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6월 초 발표 

된 BP Migas의 보고서 에 따르면 PI' Pertamina는 한국 및 대 만에 LNG 판매를 위 해 

독점 판매 대리인으로 임명되어 가스 분야에서의 핵심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Pertamina는 Total, Unocal, Vico 및 BP 인도네시아를 위해 판매 협상을 할 것이다. 현 

재 체결된 계약은 각각 2007년과 2009년에 만료된다. 

계획단계의 주요 관련 프로젝트는 BP의 Tangguh LNG 프로젝트이며 본 프로젝트 

는 Wiriagar와 Berau 블록의 육상 및 해상에서 발견된 14Tfe 이상의 천연가스 매장량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700만 톤의 두 개의 트레인이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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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간 1，400만 톤까지 확장될 수 있다. BP의 현재 계획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2007년에 끝날 예정 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3년 초 BP Pertamina가 광동 주 및 타이 

완의 가스 공급 입찰권을 잃었을 때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3년 말과 2004년 초 BP 

Pertamina는 중국의 F띠ian과 연간 260만 톤의 가스공급을/ 한국의 강철 생산 선두 기 

업인 POSCO와 연간 150만 톤의 가스공급 협정올 체결하였다. 그리고 Sempra 에너지 

에 2007년부터 15년간 연간 370만 톤의 가스를 공급할 것이다. 이러한 공급 협정은 가 

스 분야를 개발하는데 약 22억 달러의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중국의 Jiangsu와 BP 

Tangguh는 2007년부터 연간 500만 톤의 가스 공급 협상을 진행중이다. 

400마일의 Natuna 파이프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양 가스관으로 Premier Oil, 
Concophillips, Star Energy가 합작 운영하는 Natuna 유전에서 싱가포르에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Natuna 유전은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중요한 가스전으로서 자카르타 북쪽 683 마일/ 

Natuna섬 북동쪽 140마일 남중국해에 위치하고 있다.1970년 이태리 Agip사가 발견한 

이 가스전은 약 46Tfe의 가채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Agip사는 사업권을 포 

기했고 Natuna 유전은 최근에 개발되었다 1999년 1월 싱가포르 SembGas는 

Pertamina, Conoco, Gulf Indonesia Resources로 구성 된 합작투자인 West Natuna Gas 

Consortium에서 생산된 가스를 일간 32，500만fe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파이프 

라인 계 약은 McDermott lnternational에 게 발주되 었고 통 사는 2001년 중반부터 싱 가 

포르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1999년 11월 Conoco는 West Natuna에서 가스 

를 발견했으며 그 매장량은 약 1Tfe이었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의 주요한 천연 가 

스 수입국이다. 싱가포르는 천연가스를 전력 생산에 사용한다. Phillipine과 동 Natuna 

를 연결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이 고려중이지만 높은 비용 및 안전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인도네시아 가스의 또 다른 구매대상인 Shell사는 인도네시아에 GTL 플랜트 건설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경우 플랜트는 일간 70，000배럴의 경 

유와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게 될 예정이다. 

4) 철례 

철레는 수력 이외의 에너지 부폰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국가이나 과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에너지 자원으로 1차 에너지 소비의 거의 70%를 충당했었다 

(<그 림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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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차 에너지 소비 및 생산(1970-2002)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철레의 경제는 급격한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뿐만 아니라 에 

너지 수업 의존도도 급증하게 되었다. 전체 1차 에너지 수요는 1992년부터 2002년 사 

이 연간 4.8%의 성장을 나타낸 반면r 국내 에너지 생산은 연간 0.5% 하락하였다. 그 

결파 2002년 기준 칠레는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29%만을 자국의 에너지자원으로 충당 

하고 있으며I 천연가스 둥 해외 에너지자원의 수업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또y 국내 

에너지 수요에서 수력이 75%를 책임지고 었다. 

아르헨티나는 2004년 4월 철레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였으며y 조만 

간 초기 계약 양의 50% 수준으로 감소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칠레는 아르 

헨티나로부터 천연가스 빛 전력 수업올 의존하는 자국의 에너지정책을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칠레는 LNG 수입 시설의 건설/ 신규 수력 발전소의 건셜쁨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사용 제한 둥 에너지의 정책 변화들을 시도하고 었다. 

철레의 에너지 분야는 대부분 민영화되었으며， 에너지정책 셜계는 국가에너지위원 

회 (CNE)， 경제에너지부(MME) 및 전력연료감독청 (SEC)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가)석유 

철레는 2004년 1월 현재 원유 매장량이 15，000만 배렬이다. 따라서 칠레의 원유 생 

산량도 제한적으로 1983년 하루 49，000배렬에서 2003년 18，500배럴로 과거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와는 반대로 칠례의 석유 소비는 1983년 96，000배럴에서 2003년 235，000배렬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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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칠레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며r 이외에도 브라질/ 나이 

지리아f 페루/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석유매장은 남부 끝에 위치한 Magallanes 유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영의 Empresa 

Nacional de Petr61eo(ENAP)사가 Magallanes 유 역 에 서 23개 의 유전을 개 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석유생산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천연가스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 매장량 또한 제한적으로 2004년 1월 기준 철레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3.5조 fe이다. 생산량 역시 감소 추세에 있는데I 2002년 칠레의 천연가스 생 

산량은 417억 f년이었다. 반대로 천연가스의 소비는 과거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1993년 618억 f션에서 2002년 2，303억 fe로 약 4배 가까이 중가하였다. 

1970년부터 1996년까지 천연가스는 전체 에너지 소비중 약 13%로 중요한 역할올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철레 정부는 에너지 수요의 중가I 환경 우려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천연가스 장려 정책을 펼치는 퉁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있 

다. 1997년 칠레는 아르헨티나로부터 천연가스를 새로이 설치된 가스관을 통하여 수 

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칠레에서의 천연가스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1996년 전 

체 에너지 소비의 8%에서 2002년 23%로 급증하였다. 

다) 석탄 

철레의 채굴 가능한 석탄 매장량은 1,302Mst(million short ton)으로 2002년 칠레는 

0.4Mst를 생산한 반면 4.1Mst를 소비하여 순수 석탄 수입량은 3.πt1st이었다. 과거 수 

년 동안 석탄의 주요 사용처는 전력 부분에서 수력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되어 왔다 1끼 

더욱이 최근 천연가스의 수입 제한으로 칠레의 석탄 사용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2002년 현재 칠레의 석탄 수입국별 비율을 보변 호주 36%, 인도네시 

아 31%, 캐나다 18%, 콜롬비아 11% 등이다. 

1끼 예로 1998-1999년 칠레의 가뭄시 석탄 소비는 급격히 중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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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트남(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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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비교적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었으나I 2002년 현재 베트남 인구의 약 

75%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나무/ 거름I 벗집 둥과 

같은 비상업용인 생물자원(biomass)에 상당히 의폰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의 일인당 상업용 1 

차 에너지 소비량은 아시아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 

에 머물고 있다. 

가)석유 

베트남의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6억 배렬로， 추 

가의 유전 지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탐사가 진행 중에 있다. 2003년 베트남의 일일 원 

유 생산량은 35만 배렬 이상이며， 현재 6개의 유전 

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전 발굴 및 생산 

활동은 Cuu Long 및 Nam Con Son 유역 근해 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에는 현재 원유 정제 

시셜이 없어1히 원유 형태로 40% 이상을 한국I 일 

본 퉁에 수출하고 있다.19) 

베트남 정부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의 속유 

〈그림-3-5> 베트남 전도 채굴 및 생산 단계 (upstream)와 석유류 제품취급 

부문( downstream) 모두를 관리하고 있다. 산유 단계 활동에 대하여l 베트남 정부는 

정부소유의 Petro Vietnam사에게 유일하게 석유 운영권을 인가해주고 있다. 모든 석 

유 발굴 및 생산 활동들과 관련하여 외국 회사들용 Petro Vietnam과 협의하여 수행하 

여야 한다. 하류 부푼에 대하여， 베트남은 관련 정부부처 산하 정부 소유의 회사돌에 

게 석유 제품들을 수입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하였다. 

베트남은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들의 주식을 공개한 

것파 마찬가지로I Petro Vietnam사의 주식 보유분에 대한 주식공개를 고려하고 었다. 

베트남 정부는 1998년 외국 회사들에게 석유산업이 공개된 이후 44개의 면허를 발급 

하여 주었다. 현재 미국， 유럽/ 한국I 일본 퉁 30개 이상의 회사들이 베트남의 연근해 

지역에서 석유를 채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석유공사(KNO디와 SK 주 

18) 그러나 현재 Quang Ngai 지역에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일일 14만 배렬을 정제할 수 있는 
Dung Quat 정유공장올 건설 중에 있읍. 

19) 2003년에 베트남온 하루 15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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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사가 베트남의 석유 사업에 참가하여 유전 발굴 및 생산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냐)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 

최근 베트남에서 천연가스의 생산과 소비는 석유와 함께경제 활성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량은 6.8 Tfe이며r 

2002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798억 fe이다. 2002년에 생산된 천연가 

스 전량이 베트남 자국에서 소비되었으며， 2004년 Petro Vietnam사의 천연가스 생산 

목표치 는 2，020억 fe이 다. 

그러나 베트남은 늘어나는 소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의 생산량 증대는 물론 

한국I 일본 둥과의 컨소시엄을 구송하여 추가의 천연가스 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의 경우 증가 

하는 소비국이자 수출국으로 2000년 이후에는 연간 약 20%의 소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베트남 가정의 LPG 소비는 전체 LPG 소비의 약 70%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2001년의 LPG 소비량은 40만 톤이었으며， 2002년 소비 추정치는 48만 톤이었 

다. 베트남의 유일한 LPG 생산업체는 Dinh Co Plant사로 국내 수요의 약 70%를 책 

임지고 있다. 

베트남의 LPG 부분은 1998년 이후 외국 회사들에 공개되어 왔으며I 주요 관련 외 

국 회사들은 Elf Gas, Petrolimex, Mobil Unique사 퉁이다. 

다) 석탄 

베트남의 석탄은 대부분 북부 지역l 특히 Quang Ninh 지역셰 집중되어 있다. 

2002년 말 기준 베트남의 추정 석탄 매장량은 165백만솟톤(Mst)으로 대부분이 무연탄 

이다. 베트남은 수출을 위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석탄 생산량을 증가시켜 왔다. 

2002년 베트남은 14Mst를 생산하여20) 5Mst를 수출하였다. 대부분의 생산된 석탄은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2002년 기준으로 중국에 2Mst 가량 수출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석탄올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장려하고 있다. 궁극적으 

로 베트남의 석탄 소비는 화력발전소의 건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증가하는 국내 석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10년까 

지 연간 10Mst 이상의 석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3년 3월 대규모의 석탄광이 베트남 북부의 Red River Delta 지역에서 발견되었 

다. 이 갱도는 약 l，640Mst의 석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I 여기서 

2이 2001년도 석탄 생산량은 llMs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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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석탄은 화력발전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라) 우라늄 

베트남에서 우라늄 원광은 북부 및 중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으며 l 이 원광 

에서 우라늄산화물(U308)의 매장량은 약 21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광 

에 함유된 U308의 비율은 0.06%로 경제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 

운데 130USD/kgU 이하로 채굴 가능한 확인된 우라늄 매장량은 1，300톤 정도이며I 추 

정되고 있는 우라늄 매장량은 7，800톤을 상회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1세기 자국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원자력을 대체에너지원 중의 하 

나로 포함시키고는 있으나r 장기 우라늄 공급 개발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셜명한 주요 협력대상국의 에너지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3-3>과 같다. 

〈표-3-3> 협력대상국의 에너지 자원 현황 

국 \어 가”너지 \자\원 원유 천연가A 석탄 

매장량 생산/소비 매장량 생산/소비 매장량 생산/소비 

(백 만배 럴) I (천배 럴/ 일) (조ft3) I (10 억 fe) l램 만st) I (백 만st) 

모로코 1.6 0.2 0.43 - 0.3 

아랍에미리트 97,800 2,650/310 212 1,590/1,340 - -

인도네시아 4,700 1,260/1,130 90.3 2,480/1,200 5,920 144/31.1 

칠레 150 18.5/240 3.5 41.7/230.3 1,300 0.4/0.41 

베트남 600 352/202 6.8 798/798 165 14.4/9.1 

주) 매장량 기준년도 : 원유(2003년말)， 천연가스(2003년말)， 석탄(2002년) 
생산/소비 기준년도 : 원유(2003년)， 천연가스(2002년)， 석탄(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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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수급 현황 

1) 모로코 

모로코는 전기 생산을 거의 대부분 석탄이나 석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에 의존 

하고 있다. 모로코의 전력 분야는 국영 모로코전력청 (Office National de l' ectricite, 

ONE)이 담당하고 있다. ONE은 1995년 개편되었으며， 그 이후 수익률이 점차 개선되 

고 있다. 

모로코의 전력 수요는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1980년 

부터 2001년까지 모로코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5.7%이었지만 최근 3-5년 동안 

에는 평균 7% 이상의 높은 전기 소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모로코는 중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력 부분의 민영화를 확대·추진해 왔으며， 2020년까지 전 

력 생산 부분에서 정부의 공급비율을 40%로 낮출 예정이다. 

2001년 기준 모로코의 발전 용량은 4.1GW이다. 모로코는 Moharnrnedia와 Jorf 

Lasfar에 모로코에 서 가장 큰 2기 의 석 탄 화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J orf Lasfar 

발전소는 1997년에 미국-스위스 콘소시움이 인수하면서 모로코 최초로 민영화가 되었 

다. 이 콘소시움은 348 MW급 2기의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셜하여 Jorf Lasfar 발전 

소의 총 시셜용량은 1,400 MW가 되었다. 

Jorf Lasfar 발전소의 용량 확대와 함께/ 모로코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양한 범위에 걸친 발전용량의 확충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모로코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350-400MW급 신규 열병합발전소가 T하laddart 

지역에 건설될 계획이며l 이 발전소는 모로코 ONE, 독일의 지멘스/ 스페인의 엔데사 

(Endesa)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모로코는 추가의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 

고 있다. 

또한， ONE은 2004년 1월에 34억 달러 사업규모의 에너지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3년 현재 0.24%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점유율을 2011년 

에는 10%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며， 2008년까지 지방의 전기보급율을 80%까지 높일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Ain-Mokhtar에 220MW급 태양력 발전뿐만 아 

니라 전체 200MW 용량의 신규 풍력발전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모로코는 수자원 

이 풍부한 4개의 강에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많은 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I 모로코는 전력 및 해수담수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에도 관심을 표 

명하고 있다. 2001년 9월 모로코정부는 Rabat에 2MW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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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또/ 모로코는 미국 

과 기타 에너지 관련 조약들을 체결하였다， 2002년 6월 모로코와 미국은 청정 에너지 

원의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21) 화석연료 수입액을 감소시키고I 안정적인 대 

체 에너지원의 개발의 일환으로 2015년 이후인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전 도입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모로코는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1975년에 마그레브(Maghreb) 통합을 향한 첫 번 

째 조치가 취해졌으며/ 같은 해에 알제리/ 뒤니지l 모로코가 마그레브전력위원회 

(Maghreb Electricity Comrnittee)를 설립하였으며， 리비아와 모리타니아는 1989년에 합 

류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력 통합 구상은 1990년대까지 착수되지 않았다. 

1998년에 착수한 스페인과 모로코를 연결하는 전력 용량은 2003년 12월에 700MW에서 

1，400MW로 두 배가 증가하였다. 또， 2001년 12월에 스페인의 Endesa사는 모로코로부 

터 처음으로 전기를 수입하는 스페인 회사가 되었다. 

2003년 5월 모로코대표단은 유럽 및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장관들을 만나서 유럽연 

합(European Union, EU)에서 시작한 전력망을 따라 전력 시장의 통합 타당성을 토의 

하였다. 모로코I 튀니지， 알제리 풍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EU의 단일 에너지 시장에 그들의 전력 시스템을 연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모로코의 전력공급은 전력공사인 ONE가 90%, 민간회사가 10%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1998년 모로코의 발전시설은 화력이 84%, 수력이 16%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하여 외국기업과의 건셜·운영후 이전(Build， Operate and Transfer, 

BOT) 계약을 통해 천연가스발전소/ 풍력발전소 동올 건설하고 있다， 1988년 이후 모 

로코 전력망은 알제리와 튀니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1995년부터 추가로 스페인과 연계 

하여 운영하고 있다22) ， 즉 마그레브 및 유럽전력시스템과 연결 운영함으로써/ 잉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예기치 않는 사고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그레브-유럽 가스관 공사는 알제리에서 모로코를 경유하여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스페인까지 가스관을 설치하여 알제리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1996년 완공되었으며I 프랑스 둥 타 유럽 국가까지 가스관 연결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모로코는 동 가스관 건설 및 통파대가로 알제리 국영회사인 Sonatrach 

사로부터 년 10억 m'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화력발전에 사용하고 있다. 

21) 이것은 2000년 10월에 양국 간 체결한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 관련 협력협정을 보충 
하고 있다. 

22) 알제리와는 225kV 2회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스페인과 연결된 전력망은 600MWe가 송전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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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랍에미리트 

2001년 기준 아랍에미리트(UAE)의 발전소 시설용량은 5.6GWe 이며1 동년 발전량은 

37.πwh이다. 

UAE는 자국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7년 수 

자원 및 전기 분야에 대한 민영화위원회(privatization Committee)를 셜립하였다. 

1998년 초 이 위원회는 국영 아부다비수자원전기부(Abu Dhabi Water & Electricity 

Department, ADWED) 동의 포괄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하였다. 결국 ADWED는 정 

부의 규제부서인 아부다비수자원전기국(Abu Dhabi Water & Electricity Authority, 

ADWEA)으로 개편되었다. 또， UAE 정부는 수자원 및 전기 분야의 주식 공개를 통하 

여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ADWEA는 2000년 8월 TotalFinalElf사와 Tractebel사는 Taweelah A-1 발전소의 개 

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3년 5월 개량이 완료되어 이 발전소는 현재 

1,350MWe 시설용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구조 개떤의 또 다른 조치로는 Taweelah 열병합발전 시절의 확장이다 Taweelah 

A-2로 알려진 이 확장 사업은 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UAE 최초의 민영 

사업이다. 이 확장사업에는 약 8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I 이 시셜은 763MWe의 발전 

용량과 5，000만 갤런/일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시설의 1호기(370MW)는 2000 

년 7월에 가동되었으며/ 나머지 발전 유닛들은 2001년 8월에 가동되었다 Taweelah 

A-2 사업은 합작 투자회사인 Emirates CMS Power사에 의해 운영되며I 투자 지분은 

각각 CMS Ener잃r사가 40%, 새로이 설립된 Emirates 전력회사가 60%이다. 

전력회사 al-Taweelah는 Taweelah B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이 시설에는 

122MWe급 6기의 중기터빈과 1，300만 갤런/일 용량 6기의 다단증발(Multi-stage flash, 

MSF) 유닛들이 있으며I 현재 3억6천만 불을 투자하여 천연가스 터빈 유닛 2기를 추가 

하여 시설 용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 이 경우 이 시셜은 발전용량 1，220MW와 10,300 

만 갤런/일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올 것이며/ 이 사업은 계약상 2004년 1분기에 사업 

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또한， Umm al-Nar 전력회사는 850MW의 발전용량과 16，200만 갤런/일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ADWEA는 2002년 11월에 이 회사의 부분 

적인 민영화에 착수하였다. 2003년 4월 이 회사의 매출액 중 40%는 도쿄전력회사/ 미 

쪼이 및 영국의 국제전력 둥의 컨소시엄에 돌아갔다. 이 컨소시엄은 2006년 중반까지 

발전용량올 1，550MW로 증셜할 예정이다.경) 

23) 2008년 중반 기존의 850MW 발전소는 해체를 위해 ADWEA에 인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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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ADWEA는 CMS Energy와 Intemational Power PLC사가 컨소시염을 

이룬 Shuweihat 민영발전소 건설 사업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의 건설과 운영비용에 

총 16억 달러가 투자되어 1，50야，fW의 발전용량과 10，000만 갤런/일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2002년 초에 착수하여 2004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UAE는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걸프협력위원회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 

가들을 통과하는 지역 전력 송전망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이 계획의 1단계에서는 전 

력 송전선망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y 바레인 그리고 카타르를 연결하고， 2단계에 

서는 오만과 UAE를 연결하게 될 것이다.24) 

페 인도네시아 

가) 전력 빛 에너지 수급 구조 

인도네시아의 전력은 국영 Perusahaan Listrik Negara(PLN)에 의해 대부분 공급되 

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기업/ 지방정부r 공사들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나 이들의 공급량 

은 많지 않다<표-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기준 설비용량은 28.90GWe이며 

이 중 80% 이상은 석유/ 가스I 석탄파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담당하고I 나 

머지는 수력이 17% 남짓 그리고 1%는 지열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다. 

〈표-3-4>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관련 지표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 (GJ/ 인) 11 15 27 31 31 31 
일인당 전력 소비량 (1에h/ 인) 37 90 263 465 488 511 
에너지 대비 전력의존율(%) 2 3 6 10 10 11 
에너지소비 해외수출비율(내수대비) (%) 94 112 54 59 62 66 
발전소 부하율 

- 총부하윷 (%) 33 33 43 45 44 44 

- 화력 29 33 44 46 46 45 
- 수력 53 35 37 36 36 37 

source : IAEA Energy and Economic database. 

아시아 재정 위기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전력 시장을 독립발전사업자들(Independent 

Power Providers, IPPs)에 개방함으로써 발전 용량을 급속히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 

었다. 그러나 실적은 미미하여 전력산업 확대 수준은 2003년도 시설용량은 1% 미만 

24) GCC 위원회의 장관들은 1999년 6월 이 사업의 최종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각국은 이 사업 
을 통하여 자국의 통합된 전력 송전망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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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그쳤으나25)， 판매 전력량은 3.2% 성장하였다. 

〈표-3-5> 인도네시아 발전원별 발전 추이 

1970 1980 1990 2000 2001 

발전량(TWh) 

- 합계 4.67 14.23 48.90 99.51 105.73 

- 화력 3.23 11.23 37.53 83.14 88.24 

- 수력 1.44 3.01 10.24 13.72 14.71 

- 지열 1.13 2.65 2.77 

설비용량(GWe) 

- 합계 1.61 4.88 12.92 25.41 27.17 

- 화력 1.29 3.90 9.63 20.65 22.09 

- 수력 0.31 0.98 3.15 4.39 4.71 

- 지열 0.14 0.36 0.38 

source : IAEA Energy and Economic database. 

나) 전력산업 개편 동향 

2002 
연평균 성장율(%) 

1970-1990 1990-2002 

111.97 12.46 7.15 

92.56 13.05 7.81 

16.54 10.31 4.08 

2.87 8.11 

28.90 10.99 6.94 

23.48 10.56 7.71 

5.04 12.25 4.00 

0.39 8.83 

아직까지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전력공급난에 직면하고 있으며I 간헐적인 정전은 이 

미 자바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10% 

정도의 발전시장 성장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전력 설비는 대다수 석유를 연료로 

하여 가동된다. 최근에는 더욱 저렴한 연료인 석탄과 가스 발전으로의 전환도 진행 

중이다. 또한 지열 에너지와 수력 발전에 의한 발전도 고려중이다. 

1998년 8월 인도네시아는 전력산업의 재구축을 위한 백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백서의 주요 목표는 독점상태에 있는 발전사업자를 자연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전력가 

격도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송배전은 여전히 

독점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발전과 소매에서는 경쟁이 유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발전 

시장에서 경쟁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PLN은 Indonesia Power와 자바-발리전력사(PJB) 

를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전력공급구조는 다층구매자와 다충판매자(Multi-Buyer 

Multi-Seller, MBMS)의 형태로 2003년 새로운 체제로 시작되었으며 2007년에 구현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2003년 1월 World Bank는 인도네시아 파푸아(Irian Jaya) 지역에 3기의 소수력 발 

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World Bank는 이미 이 지역의 모든 수력 

자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World Bank는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여 

25) Badan Pusat Statistik(BPS), ’StatisticaI Yearbook of Indonesia',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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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 지역의 경제발전올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한다. 

2003년 10월 Wor1d Bank는 인도네시아 발전시설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자바-Bali 

간 전력망의 개선올 위해 인도네시아에 14，100만 달러의 융자를 결의했다. 이러한 융 

자의 조건에는 국영 PLN의 법인화와 구조조정 프로그램 계획의 지원I 발전용 가스 공 

급 주사업자인 Perusahaan Gas Negara(PGN)사의 구조조정올 위한 기술적 원조가 포 

함된다.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PLN은 두 개의 자회사 즉 pf Indonesia Power와 

pf Pernbangkit Jawa Bali(PJB)에 대한 개편올 단행해야 한다. 

또한 2003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IPPs와 26기의 발전소 증설 계획사업을 재교섭 

했다. 이 계획 중 5개는 PLN파 Pertarnina의 협력아래 정부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2007년경 Batarn, 자바， Bali섬의 전력망이 개방될 예정이다. 2002년 9월 승인된 새로 

운 전력법에 따라 2008년 전력 시장의 소매부문 경쟁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 전력법 

은 5년 내에 PLN의 전력 분배에 대한 독과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5년 후 

해외 및 국내 민자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전력올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회사들은 PLN의 현 송전망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전력분야 의사결정 구조 

인도네시아의 전력분야 의사결정에 있어 원자력 관련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 

다. 원자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는 공화국 하원에서 수립한 1997년 법률 제10호의 

13(d)조에 규정하고 있다.26)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하원의 자문을 받아 정부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의 자문은 부지를 기준으 

로 필요시 매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계획에 있어 하원의 의견과 권고는 매우 중 

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정부와 하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존중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칠래2끼 

수력은 전통적으로 철레의 가장 큰 전력 생산원이다. 칠레의 전체 전기 생산량 중 

수력은 당해 연도의 강수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8) 

그러나 주기적인 가뭄으로 전력의 불안정한 공급과 정전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철레 정부는 1990년대부터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둥 수력의 비중 

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구성비를 다양화하기 시작하였다. 

26) 부록의 인도네시아 원자력 법안 부분 참조 
2끼 httv:/ /www.eia.doe.gov/emeu/cabs/chile.html 참조 
28) 그 예로 1995년 수력이 칠레 전력의 72%를 공급했으며/ 전체 발전 시설용량의 59%의 비율 
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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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에너지자원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I 아르헨티나가 칠레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칠레는 천연가스의 수입 신뢰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략 전체 

를 재고해야만 했다. 이런 전략 중 하나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전력을 생산한 업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천연가스 의폰도를 줄이는 것이 

다. 이런 인센티브 중 하나는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를 전환해 발전할 경우 

기존 판매 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칠레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 

하여 전력 생산자들이 발전 시설용량을 확대하고 천연가스 대신에 다른 연료들을 사 

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 전기 생산 및 소비 

철레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매년 높은 전기 소비 증가율을 유발하고 있다. 2003년 

12월 기준 칠레의 발전 시설용량은 10.7GWe이며/ 이 가운데 화력이 62%, 수력이 38% 

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표-3-6> 참조). 또/ 전력소비는 2002년 기준 41.8π빠1의 전 

기를 소비하였는데，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칠레의 전기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7.2%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표-3-6> 연료 형태별 시설 발전용량 (2003년 12월 기준) 

전기 
화력발전 수력발전 

시스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강 
(MW) (MW) (MW) (MW) 

SING 1,206 311 2,112 13 

SIC 838 494 1,609 1,302 

Aysen 0 14 0 7 

Magallanes 0 12 55 0 

전체 2,044 831 3,776 1,322 

SING: Sistema Interconectado del Norte Grande 
SIC: Sistema Interconectado Central 

나) 전력 조직 

저수지 
(MW) 

0 

2,753 

11 

0 

2,764 

풍력 
시스댐별 

(MW) 
시설용량 

(MW) 

0 3,642 

0 6,996 

2 34 

0 67 

2 10,739 

국가에너지위원회 (La Comisión Nacional de Energ껴 CNE), 전력연료감독청 (la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SEC) 및 경 제 에 너 지 부(Ministrio de 

Economía y Energía, MEE)는 칠레의 전기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 이행을 책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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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CNE는 적정한 전기 요금을 책정하는 위원회로 1년에 2회 4월과 10월에 전 

기 요금을 책정하며l 또한 발전시설의 신규 계획도 수립한다. SEC는 전기생산l 송전I 

배전 관련 사업자들이 국가의 관련법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기 분야 감독(규제) 

기관이다. MEE는 CNE가 제안한 전기 요금을 개정하고 승인하며l 전기생산/ 송전/ 배 

전 회사들에게 인허가 승인을 감독한다. 

다) 신규 발전 시설용량 

칠레는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성을 위기로 여기고 천연가스 사업을 재 

평가해 왔다. 단기 적으로 제 안된 계 획 에 의 해 Endesa의 370MW급 San Isidro 시 설 개 

발I AESGener의 394MW급 Laguna Verde 및 740MW급 Totihue 시설 퉁 기존의 많 

은 신규사업들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공급위기는 

칠레 수력발전 사업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석탄 및 석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의 활용도 촉진하게 되었다. 

Tinguiririca강에 155MW곱 신규 수력 발전소 건설 사업 이 2008년 1월 공사완료 예 

정으로 2004년 말에 착수될 것으로 보이며 I 2단계로 145MW급 수력발전소가 추가로 

2006년도에 착공될 예정이다. 또I 수년간 연기되어온 Biobio강에 570MW급 수력발전 

소가 2004년 말에 착수될 예정이다. 

5) 베트남 

2002년 5월 기준 베트남의 전체 발전 용량은 약 8.8GWe이며y 전체 전기 발전량은 

35.8π따1이다. 베트남의 전력수요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r 산업개발I 인구 

의 도시 집중r 생활수준 향상 둥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I 베트남의 일인당 전력 소비는 1990년 130kWh에서 2002년 449kWh로 지난 10년 

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베트남은 이러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10년까지 연 

간 15% 이상의 발전 시설 용량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베트남의 발전 시설은 주로 수자원이 풍부한 북쪽에 위 

치하고 있었으며l 구조적으로 발전 용량의 점유율도 수력이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남북간의 긴 송전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보급하고y 유지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유발하였으며/ 또 건기에는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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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부터 화력발전소의 건설 장려 정책올 추진하여 왔으며l 그 결과 2002년 5월 기 

준 전체 시설 용량에서 화력의 점유율은 50% 이상이 되었다<표-3-7>에 보이는 바와 

같이 2002년 5월 기준 연료원별 발전 시설 용량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수력 48.5%, 석 

탄 20.3%, 가스 27.0%, 그리고 디젤 4.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장기 전력수급계획올 수립하고/ 전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석탄공사인 Vinacoal은 향후 10년간 전체 2.2GW 용량의 신규 화력발전소 7기 

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베트남 국영 전력회사인 EVN(Electricity of 

Vietnam)은 2010년까지 수력 발전소 1671와 천연가스가 발견된 납부 해안에 추가의 

발전시설을 건셜할 계획이다. 

〈표-3-7> 베트남의 발전 시설 용량 및 전기 생산량(2002년 5월 기준) 

발전원 용량(MW) 점유율(%) 발전량σWh) 점유율(%) 

수력 4,270 48.5 18.2 50.8 

석탄 1,790 20.3 8.0 22.4 

화력 가스 2,370 27.0 8.6 24.0 

디젤 370 4.2 1.0 2.8 

합계 8,800 100 35.8 100 

자료 : 베트남 에너지 데이터베이스， KHCN-09의 최종보고서， 2002년 5월 

2010년 이후의 전력 소비는 현재의 고도 경제성장을 유지할 경우 2020년에는 약 

2501\빠l(시설 용량으로는 38GW)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은 이 시기에 이 

르면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베트남은 1) 

해외 석탄 수입， 2) 원자력 개발， 3) 원자력 개발과 석탄 수입을 적절히 배분하는 3개 

정책을 고려중이며l 전력수급 계획에서는 국가 에너지 자원과 전력 수급의 균형이라는 

원칙 하에/ 전원 개발의 우선순위로서 1) 수력 발전소 건설I 2) 남부에서 가스 화력발 

전소 건설I 3) 북부에서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I 4) 이웃국가에서의 전기 수입I 5) 

2015년 이후 원전 도입을 위한 준비 둥의 전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원자력발전소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올 이룩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최초의 상용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한다 

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I 2020년에는 l ,200-4,OOOMW 정도를 원자력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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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자원 현황 

협력대상국틀의 수자원 현황을 요약하면 모로코와 UAE는 국가차원의 수자원 고갈 

지역l 칠레는 인도네시아는 국지적 수자원 부족지역/ 그리고 베트남은 수자원 풍부지 

역에 속해 있다. 이들 국가들이 포함된 지역의 수자원 현황을 도식화 하면 〈그림 

-3-6>과 같다2어. 

T뻐R(n빼빼t뻐) ~ι 
• ~뭘 ._.-

• 2liO- liOO 
I ’(l)- , D!찌 
디 1O(l)- 2 1)야 

D 2 Il00- ~ ON 
m ‘ 000- ，야IG 
톨 6000- ，야때 
11 11000 ‘”뼈0 • ‘0 Il00←2$1)빼 
.250(0-11) 11여 
• 6c) o(l) -15000-
.1lI Q(l)-훌 m빼 

• >!lSD!IG 

y 

〈그림-3-6> 협력대상국이 속한 지역의 신·재생수 총량(m' )과 부존율(%) 

29) FAO(2003), 'Review of Wor1d Water Resources by Countη’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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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국들의 수자원 수급 현황을 요약하면 〈표-3-8>매)과 같다. 

<표-3-8> 조사 대상국들의 수자원 수급 현황 

항 목 단위 모로코 UAE 인도네시아 칠레 베트남 

공 
국내조달 가능 

k며 29 0 2,838 884 367 
총수량(1977-2001) 

급 
인구당 가용량(2001) m'j 인 936 56 13,046 56,706 4,568 

조사년도 녀‘- 1998 1995 1990 1987 1990 

총수요 k미 11.5 2.1 74.3 20.3 54.3 

-}「‘ 인구당수요 m'j~ 399 896 407 1,629 822 

실사용율 % 42.6 1,613.8 3.1 2.8 7.4 
요 농업 % 89 67 93 84 87 

부문별 
산업 % 2 9 1 11 10 

소비율 
가정 % 10 24 6 5 4 

해수담수화 생산량 Mm'j년 3 385 0 0 0 

1) 아랍지역 

모로코와 UAE가 속한 아랍지역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다. 이 지역의 

40여 국가가 심각한 물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어y 전 세계 물 부족 국가 48개국 중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물 부족 국가 도시 현황은 〈그림-3-7>에서 보이는 

바와같다. 

x、‘;>.

• W.t.rScaκIty 훌훌 W.ter Str ••• 

‘·“‘ ... ，‘OOO Mlc"‘"'W~"")'" 1000‘’‘100~‘_.야， I>O'IOO"' )'NI 

〈그림-3-7> 아랍지역의 담수고갈과 위협국가 분포도 

30) http:j jwww.earthtrends.wri.orgj 발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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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기준 아랍지역의 인구는 287백만 명이며 평균 인구 증가율은 2.6% 이다. 이 

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변 인구는 2025년에 5억 명에 이를 것이다. 아랍 지역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은 담수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물 부족난을 더욱 가중시 

킬 것이다. 

세계 수자원 통계에 의하면 아랍 지방들의 수자원은 세계 평균보다 13% 부족하다. 

이 지역 수자원 환경 특정은 연평균 강우량이 100-300mm이며 대부분의 국가에 호수나 

강이 없고 특히I 지하수의 대부분은 l ,OOO-2,OOOm 이상의 깊이에 묻혀 있다는 데 있 

다. 

2030년 아랍의 국내 가정용과 산업용 물 수요는 2000년 전체 수요 36，000만m'j 일의 

2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걸프 만에 있는 바레인y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y 

UAE와 같은 4개국은 식수로 사용 가능한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수담수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방법 이외에는 현재 인구의 물 수요를 충당할 수자원이 없다. 

〈표-3-9> 아랍 협력대상국의 산업/가정용 담수 총수요 전망 

국가 구분 단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일인당 f/ 인·일 342 367 392 417 442 467 492 
모로코 

총수요 109 m'/년 3.770 4.356 5.005 5.729 6.536 7.432 8.426 

일인당 
UAE 

f/ 인·일 154 179 204 229 254 279 304 

총수요 109m’/년 0.133 0.166 0.202 0.243 0.288 0.339 0.395 

현재/ 이 지역의 해수담수화 현황은 아랍 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셜에서 생산하는 담 

수의 양은 세계 시장의 60%에 해당하며 1，100만m'j 일 이상의 담수가 아랍의 GCC 국 

가들에서 생산되고 전체 아랍국 생산량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담수화 용량에 

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이 지역의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 

다. 

o 1 그룹 (1% 이상올 차지하는 국가) : Saudi Arabia, UAE, Kuwait, Libya, Qatar, Iraq, 
Bahrain, Algeria 

o 2 그룹 (0.1-1%사이를 생산하는 국가) : Omen, Egypt, Tunisia, Yemen 

o 3 그룹 (0.1% 미만을 생산하는 국가) : Morocco, Jordan, Syria, Leb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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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0> 아랍 주요국의 해수담수화 방법별 처리용량 

국가 
처리용량 (m' j 일) 

기수 
MSF MED 、‘fC RO ED Total 

모로코 7002 Nil 8064 Nil 1404 16,470 nja 

UAE 4,468,769 9346 474,505 174,553 5102 5,132,275 382 

전 세계 해수담수화 방식의 74.3% 차지하고 있는 MSF와 RO 방식은 아랍 지역에서 

는 94.4%를 차지하고 다른 방식은 5.6%에 지나지 않으며/ 에너지 효율성 및 경제성 고 

려하여 전력과 담수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Hybrid 방식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 점에서 Advanced Inherent 5afe 원전은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전력과 담수를 

동시에 생산하려는 목적에 부합되어 차세대 해수담수화 장치로 채택되고 있다. 

이 지역의 협력 대상국인 모로코와 UAE의 수자원 환경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모로코 

(1) 수자원 현황 

세 계 식 량과 농 업 기 구(Food and Agriculture Org없lÍzation， F AO)의 AQUASTAT 

(2003)31)에 따르면 모로코의 강수특성은 복부지역의 경우는 450mm를 조금 상회하는 수 

준이고/ 남동부 지역의 경우는 이 보다도 낮아 일부에서는 150mm 이하로 이 지역의 평 

균 연강수량은 340mm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의 50% 이상이 15%의 지역에 밀 

집되어 있다. 

따라서 수자원 총량은 연간 3아때 정도로 추정되나I 그 중 개발 가능한 잠재용량은 

지표수로 16때 그리고 지하수로 5km'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하천들에는 댐을 

설치하여 건기에 대비한 수자원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1990년 기준으로 34개소의 댐 

이 11때의 저장용량으로 가동되고 있다. 수력 발전량은 1991년의 경우 l，50OGWh로 

모로코 총에너지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댐 용수의 사용은 23，000만m'은 수력 

발전을 위해， 15，000만m’은 와디 (Wadi)관리에 사용되었다. 

7.5빼는 지표수에서， 3.5때은 지하수를 통해 공급되었던 1992년의 총 11뼈의 공급수 

량의 답수 수요는 농사용l 가정용/ 산업용이 각각 92.2%, 4.9%, 2.9% 에 이르렀다. 

1990년의 경우 농촌지역에 236,000 개소의 취수구가 있었는데 이는 주민 50인당 한 곳 

31) http:/ /www.fao.org/ag/agl!aglw/aquastat/countries/morocco/printl.stm 발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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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었다. 취수구를 기준으로 지표수의 비율은 1% 수준으로 매우 적어I 취수의 

16%는 기계나 모터를 이용해 취수하고 있다. 

8% 인구만이 급수체계의 혜돼을 받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취 

수한 수자원의 품질로/ 전체 취수구의 84%는 식수가 불가능한 담수이고 농촌 인구의 

10% 정도만이 만족할 수준의 담수를 사용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18%에만 보급된 급 

수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1996년부터 8개년 계획으로 보급률 향상올 위한 국가적 중요 

계획이 추진된 바 있다. 

가장 많은 담수 사용처인 농업용수를 위한 관개시스템 구축은 모로코의 중요한 전 

략 분야이다. 관개현황은 전체경작지의 17%인 126만ha만이 수관리가 되고 있고， 1995 

년의 경우 7，OOOha의 경작지가 처리되지 않은 오수로 급수를 했으며 I 그 양은 연간 

6，000만m' 에 이 른다. 

(2) 수자원 관리 기구 현황 

모로코 수자원 관리 의 중심 기 관은 Superior Council of Water and Climate 위 원회 

이 다. 이 기 관은 수자원 정 책 을 개 발하는 중심 기 관으로 Directorate of Rural 

Equipment에서 작성하는 지역의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을 검토하고 숭인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수자원 관리기관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식수를 

관리 하는 체 계로 여 기 에 는 공공부(Minis따， of Public Works)의 한 부서 인 수문관리 

사무국(Directorate for Hydraulics, DGH)은 위원회의 사무국파 수자원관리 분야의 중 

요한 업무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부에는 도시의 식수원 관리를 담 

당하는 Nationa1 Office of Drinking Water(ONEP)국도 있다. 또한 모로코의 수자원 

관련 기관은 수자원과 급수체계의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로 Minis따T of Public 

Health(MSP)가 있다. 

이 밖에도 관개용 급수체계에 관계되는 부처는 따로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투자의 

감독과 중대 형 관개 체 계 의 관리 를 담당하는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MAMV A), 댐파 같은 대규모 수자원시셜의 건설·관리와 대규모 관개체계 

까지 담당하는 DGH32), 관개 체 계 관리 를 담당하는 Agricultura1 Engineering 

Service(AGR), 지역단위의 소규모 관개시설을 관장하는 Directorates for Agriculture 

퉁이 았다. 1995년에 새로운 물관리법 (Water Act)이 발효된 바 있다. 

(3) 혜수담수화 개발 타당성 연구 사례 

32) 식수자원 관리에도 관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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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는 중국파 함께 자국에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계획의 타당성을 연구 

한 바 있다. 이 연구는 IAEA의 연구를 바탕으로 원자력에 의한 해수 답수화가 화석 

에너지에 의한 방법에 비해 기술적으로 실현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 

으로 보고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모로코 정부는 Tan-Tan 지역에 해수담수화용 원자 

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지역은 2000년까지 8，OOOm'j 일 용량 

의 담수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과제 는 “Pre-Pr이ect Study on a Demonstration Plant for Seawater Desalination 

Using a Nuclear Heating Reactor in MOROCCO"라는 제목으로 수행되었다. 계획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모로코와 중국 정부는 1996년 9월 Raba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에 합의 하였다. 우선， Pre-Project Study를 위 해 Morocco Energy Mines와 China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은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l 이어서 Pre-Pr이ect 

Study를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해수담수화 원자로의 목표를 해수 담수화를 위한 원자 

로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립하고 동일한 노형의 상업적 해수담수용 원자로의 담수 생 

산가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두었다. 

따라서 Pre-Pr이ect의 목표는 

o 해수담수화 원자로 개념의 확립과 기술적 실현성 상세히 기술하고/ 

0 실증설비의 국제적 안전 기준에 대한 해석과 검증을 수행/ 

0 경제적인 실행가능성과 적용 전망에 대한 해석 및 검증을 위한 계획 사업 투자의 견적 

및 담수 생산비의 산출， 그리고 

0 실증설비의 설립을 위해 의사 결정자에게 그 필요성/ 안전/ 기술적 실행가능성 및 

경제성을 제공키 위한 포괄적인 결론올 도출에 두었다. 

계획되었던 해수담수화 원자로의 일반적인 모형은 다음의 〈표-3-11>과 〈그림-3-8> 

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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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1> 해수담수화용 도입 대상 원자로의 일반 파라미터들 

Reactór theOl;laL power MW 10 
Pressure Mpa 2.5 
Reactor outletJ inlet temperature 。c 210/180 

lntennediate circuit 

pressure Mpa 3.0 
water teinperature at steam generator outletlinlet 。c 135/180 

Steam temperature at outlet 。c 130 

Steam flow rate kgls 4.37 

Seawa'ter desalination plant 

design capacity 
ι' •. r~._' ‘ 

m:f/d 8000 
proce,ss VTFE 

number of units 2 

number of effects of every unit 28 
capacíty per unít m3/d 4080 

GOR、 21.6 

seawater inlet temperature 。c 25 

flow rate tIh 2 x 340 
water quality (TDS) ppm 20 

Reactor operation cycles: first cycle EFPa 5.89 
second cycle EFPa 1.92 

Maintenance period ofthe desalinatiøn plant a 3 
Planned reactor outage % 3 
Unplanned reactor outage % 4 
Planned desalination plant outage: Arranged at the time with 

reactor planned outage 

Unplanned desalination plant outage % 4 
Total availability % 89 
Reactor refuel ing cycle EFPa 7.81 
Reactor-des‘alination plant cooperative maintenance plan a 3+3+2 

- 76 -



훌 

용
g

“
 R
힌g
。
 

一
톨
효
 
등
잉g
홈
a
 
b-Sr 

“ 
륨
-

를‘ .톨 
읍.τ; 플 
"" c 녁 

.르 ξ 를 
.... “.:: ù 

용 

p 
gs-

해수담수화 원자로 개념도 〈그림-3-8> 

건립 예정기술로 정했던 해수담수화 실증시셜φJHR-l이의 건설부지는 〈그림-3-9>와 

같이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Tan-Tan 지역에 건셜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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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랍에미리트 

(1) 수자원 현황 

UAE의 연간 강수량은 남부 사막지역인 Liwa지역은 40mm에도 미치지 못하고 북동 

부 산간지방은 160mm정도 까지 분포하며/ 전국적으로 연평균 강수량은 100mm 정도이 

다. 강수의 90% 가까이가 10월에서 3월까지의 겨울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2월이 가 

장 습한 달이다. 그 외의 계절인 봄과 여름은 장소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집중호 

우의 형태로 강우가 이루어진다. 

UAE의 수자원은 지표수의 경우 상시하천은 없지만 강우로 연간 15，000만m’의 자원 

이 만들어지고y 이로 인해 12，000만m'정도의 지하수가 채워진다. 1995년을 기준으로 

보면I 추출 사용한 지하수 총량을 161，500만m'이라 추정하면 연간 지하수 사용량은 연 

간 약 150，000만m' 정도이다. 이 숫자는 물론 UAE 지역만을 가정한 추정치이며l 주변 

국들에서 유입되는 수자원 양이나 UAE 지하수 자원 수위 저하에 따른 해수 유입효과 

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UAE의 댐은 지하수 유입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역에 건설되어 왔다. 다양한 규모 

의 댐이 전국에 35개소가 있으며 이들의 담수용량은 8，000만 m' 이다. 이러한 댐은 답 

수보유의 용도와 함께 갑작스런 홍수방지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해수담수화와 오수처리장치에 있어 최초의 담수화 시설은 1976년 아부다비에 총 

250m'j 일의 용량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가정용수와 산업용수의 급속한 중가로 인해 

후속으로 여러 시설들이 아부다비와 두바이 지역올 중심으로 건조되었다. 현재는 35 

기에 1，922m'j 일 혹은 70，000만m'j년의 용량의 담수화 시설올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38，500만m’/년의 담수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오수 재처리는 1995년에 50，000m'의 오 

수가 도시지역에서 만들어졌고I 이중 10，800m'가 재활용되도록 처리되었다. 

취수현황으로는 1995년도에 210，800만m' 의 취수량 중에서 76% 이상이 지하수에서 

얻어졌다. 곡식재배를 위한 농업용수의 취수는 연간 130，000만m' 정도로 추정되며l 전 

량 지하수에서 얻어졌다. 이밖에 가정용과 산업용수의 취수 총량은 70，000만m'로 비 

율은 총 취수량의 23.7%와 9.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용수 중 55%인 38，500만m'는 

담수시설에서 공급하였고 나머지는 지하수로 조달되었다. 

(2) 수자원 관리 기구 현황 

UAE의 수자원 관리에 관련된 기관은 다음파 같은 5개 기관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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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농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 관개용 농사를 포함한 농업용수 

계획수립과 관리의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홍수방지와 지하수 저장올 위한 댐의 건설과 관리도 담당. 

0 수전력부(Minis띠， of E1ectricity and Water) : 관정굴착과 담수설비를 통한 식수공급의 

기획， 건설/ 그리고 관리. 

0 일반수자원청 (General Water Resources Authority) : 수자원관리와 관련부서간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연방기관으로 국가적인 수자원 관리 관련 법규와 인허가를 담당. 

o 지방 수관리실(departrnents) 혹은 청 (authorities) : 아부다비， 두바이 그리고 

사르자(Sha껴ah) 지역에서 관할지역의 식수공급을 비롯한 수자원 관련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o 연방환경청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 불 오염 판련한 통제와 규제 담당. 

(3) 수자원정책 현황 

2004년 12월 연방 의회격인 FNC(Federal National Council)에서 원자력올 이용한 

담수화사업의 권고안을 승인하는 둥 수자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정책이 발표되 

었다.33) 이 발표에 따르면 UAE의 FNC는 담수수요 증가에 따른 지하수의 고갈을 방 

지하기 위해 원자력을 이용한 담수화 방법이 비용-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하고， 도입 

권고안을 승인했다. 농수산부 장관인 Saeed Mohammad Al Raqabani는 UAE가 세계 

2위 수준의 엄청난 수자원 부족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34년 이래 집중강우가 한 번도 없었던 UAE에서 담수부족의 심각성은 담수사용 

캠페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UAE 담수 정책의 기본을 정한 이 홍보에서 소비자 

경각심 함양을 관건으로 여기면서 물이 풍족한 국가에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집단 

의 무분별한 담수사용을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2) 인도네시아 

가) 수자원 및 수질환경 현황 

인도네시아 수자원의 근원은 강우/ 강/ 지하수l 호수/ 댐 및 바닷물이다. 인도네시 

아에서는 강우가 바다보다 더욱 중요한 수자원이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강I 호수 및 

저수용 댐은 강우 다음으로 중요한 수자원이다.(53개의 저수지가 1914부터 1992년 까 

지 생겼으며 저수량은 91，700，000만m'이고 총저수량 중 78，700，000만m'가 자바 섬에 있 

33) Gulf News, 'Nuclear energy for desalination will help conserve groundwater’ l 때04. 12. 
22자(4)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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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댐들은 식수/ 관개I 공업I 수산업 동의 용수 공급과 발전/ 홍수 방지 둥에 

매우 유용하다. 인도네시아의 대부분 지역/ 특히 주거 지역에서는 식수원으로 지표수 

를사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일부 지방의 월별 또는 연간 강우량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저수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3월에서 8월 사이 건기에는 강우량이 매 

우 적으며， 9월에서 2월 사이 우기에는 폭우가 쏟아져 홍수로 인해 큰 피해가 일어난 

다. 연간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올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를 습한 지역에서부터 건조 

한 지역으로 까지 나눌 수 있다. 강수량이 증발량 보다 많은 지역을 고습도지역 (high 

wetness level region)이라 하고 증발량이 많은 지역올 저습도지역 (low wetness level 

region)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 따르면 〈그림 -3-10>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의 1/3에 해당하는 지역이 물 부족 지역(특히 건기)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 
옥 

‘ 、

〈그립-3-10> 

”’ 

• higher we1ness level 
R톨 middle wetness level 
햄웬 lower we1ness level 

‘’-‘- ... ‘ ... 
‘ .. →톨.“ 

꿇 ‘ ι d 짧 
영 뽑혈醫둥효:9?鐵옳錫 -. ‘ ó;')P' 

인도네시아 강우와 증발량의 균형도 

인도네시아의 수자원 환경은 인구와 산업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인구는 약 1억 2 

천만 명이고 그들 중 약 50%가 자바 섬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생활용수 공급올 

위해 지하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기가 길어진 해에는 당해연도의 담수관 

리에 어려움을 겪올 뿐만 아니라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담수체계 자체의 붕괴 

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장기 효과는 실제 2000년대 초의 건기가 길어져 지하 

수가 고갈되자 해수가 유입되었다. 이 결파 자차르타의 북쪽 지방은 바닷물이 침입하 

였고 지반의 붕괴 또한 일어났다. 

인간의 활동은 물의 순환에 영향을 미쳐 지하수를 부족하게 만든다. 공해 원인을 

방지하기 어렵거나 정화 장치를 설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산업공해 물질(NOx， 

SOx 화합물)은 정화되지 않은 채 공기 중에서 수중기 웅축의 원인물질이 되고l 이는 

산성비가 되어 지표로 떨어진다. 이런 효과들은 인도네시아의 동부 공장지대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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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있다. 

자카르타의 도시화로 매년 산업공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 시설의 수가 중 

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강의 수질 또한 열악해질 것이다. 산업 폐수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1989년부터 깨끗한 하천관리 프로그램 (PROKASIH)을 시행중이다. 

국내 폐수 문제에서 식수 오염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식수 오염 문제를 해결해 

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폐수의 높은 유기물 농도와 유독물질 유업 때문이 

다. 지금까지I 자카르타 물 공급 기업기업인 PDAM JAYA사는 강을 주요 수자원으로 

사용하였고 물올 그대로 두어 침전물을 가라앉히는 침전법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물올 정화하는 수준이다. 

특히/ 자차르타와 같은 주거지역에서는 대부분 지표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한다. 자 

카르타에는 정화 계통이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독립적으로 부패에 취약한 대용 

량의 저수탱크(septic tank)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다. 또한 강의 심각한 오염은 늪과 호수 동 수자원의 근원이 되는 대수층에 영향을 

미쳐 호수와 댐의 수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하수의 오 

염이다. 식수원(지하수 우물) 주변에 위치한 부패성 저수탱크로 인해 박테리아가 중식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더 이상 지표수를 활용하는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 

은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깊이가 얄은 지표 근방에 있는 지하수는 정화 과정을 거치 

지 않고 그냥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2527H 의 얄은 우물 

(1~15m 깊이) 중， 45%이상이 이미 유기물질 오염되었고 거의 모든 우물이 박테리아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밟혀졌다. 

얄은 우물 외에r 깊은 지층의 지하수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심층 지하수의 개발 

은 지충 함몰과 건물 및 도로의 파손을 유발하기 때문에 심충 지하수의 이용은 즉시 

중단해야만 한다. 이에 더하여y 심충 지하수의 파도한 사용은 바닷물의 침투를 가속 

시킬 것이다. 손상된 섬충토양구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차르타의 토양 종류로 볼 때I 수자원의 부족올 방지하기를 위해 지상의 토양 

을 다시 교체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 자카르타 지역의 토양은 바닷물이 이미 침투 

한 공간을 다시 채우기 위해 민물을 깊이 홉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교체용 토사 

공급 지역으로 적당한 지역은 산사면의 토사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서술한 환경척 손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오염된 지하수의 재순환파 재사용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바닷물과 같은 풍부한 수자원올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선택이다. 따 

라서 가까운 장래 안에I 담수화 과정은 수도인 자카르타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모 

든 지역(특히 동부지방)에서 물 공급을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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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원격지 수자원 문제 

인도네시아는 5개의 큰 섬과 수천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섬 

들은 도시화와는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사회적 생산기반은 취약하며 

전기 공급도 용이하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비슷한 농촌 개발 프로그랩으로 정부 

에 의해 REPELITA v1라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계획으로 미개발 지역의 전 

기 공급 프로그램이 전체 미개발 지역의 79%에 해당되는 18，619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나머지 지역은 이어서 REPELITA VII에 의해 전기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기공급 외에/ 농업 개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농업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 

역에는 필연적으로 농업 관개용수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강우에 의존한 용 

수 공급에는 그 한계가 있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지역이 건조한 지역이며 건기에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이다. 

다) 물 수요 현황 

인도네시아 2000년의 물 수요는 1990년의 두 배에 달하는 초당 200m'으로/ 총수량 

의 64%는 지표수에서 나머지 36%는 지하수에서 공급되었다. 높은 지표수 의존도는 

식수 가용량과 수질이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기에 수자원의 

감소는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의 물 수요는 시 

골 지역보다 더욱 더 커졌다. 즉/ 자바 섬의 주요 도시 물 수요는 비도시 지역보다 5 

배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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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지역별 물수요 변화 추이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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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용도별 수요를 살펴보면/ 우선 인도네시아에서 농업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가 

장 중요한 부문으로 대두되고 있는 관개용수에서 관개를 위한 물 수요가 중요한 분야 

이다. 관개를 위한 물 수요는 2015년이 1990년이나 2000년에 비교해 150% 늘어날 전 

망이다. 다음으로/ 농업에 이어 수산업도 인도네시아의 주요한 산업이다. 1986년 수 

산업을 위해 댐으로 막은 저수지가 차지하는 지역은 물 유역의 5배y 농경지의 4배에 

이른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요는 2000년에 약 10%에서 2015년에는 25% 정 

도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력 발전 용량은 75，624MW로 이 중 

l，743.9MW가 자바 섬에 설치되었다. 건기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댐들은 수력발전 보다는 식수 공급l 어업I 관개 동 다른 목적올 위해 댐 

이 이용된다. 강I 강우l 댐/ 지하수로부터의 물 공급에 기초하여 평균 사용 가능한 불 

의 양은 〈표-3-12>와 같다. 또한 건기의 물사용 가능량도 볼 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든 두 분야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물 수요는 각 주의 인구 및 산업 성장에 따라 

1990, 2000, 2015년 급속히 증가할 것 이 다. 

〈표-3-12> 인도네시아 지역별 수자원 현황 및 전망 

가용량 물수요 물수급 균형 

No 지역 평균 건기 1990 2000 2015 1990 2000 2015 
M m'j년 M m:’/월 Mm’/월 M m'j월 

DI.Aceh 87.024 725 199 328 297 526 487 428 
2 North Sumatra 105 ,558 880 377 440 526 503 440 254 
3 West Sumatra 93 ,643 780 212 234 263 568 547 517 
4 Riau 128,953 1,075 35 124 260 1,040 950 815 
5 Jambi 76 ,385 637 56 90 141 581 546 496 
6 South Sumatra 149 ,087 1,242 87 237 458 1,155 1,005 785 
7 Bengkulu 51 ,150 426 62 72 88 364 354 338 
8 Lampung 46 ,238 385 174 199 231 212 186 154 
9 DKI 자카르타 440 4 50 71 88 -47 -67 -84 
10 West 자바 81 .413 678 1,293 1.409 1,561 -615 -730 -883 
11 Central 자바 56 ,188 468 1.172 1,255 1,356 -703 -786 -888 
12 DI Jogikarta 2,903 24 77 84 88 -53 -59 -64 
13 East 자바 46 ,277 386 1,339 1.415 1,502 -953 -1 ,030 -1 ,116 
14 Bali 5,454 45 132 138 144 -87 -92 -99 
15 West Nusatenggara 12 ,774 106 204 215 229 -97 -106 -122 
16 East Nusatenggara 28 ,798 240 86 99 116 154 141 -124 
17 East Timor 12 ,907 108 8 20 37 99 87 70 
18 West kalimantan 326 ,083 2.717 131 190 277 2,586 2,527 2.441 
19 Central kalimantan 307 ,826 2,565 62 163 313 2,503 2 .403 2,252 
20 South kalimantan 48 ,766 406 53 144 278 354 263 128 
21 East kalimantan 325 ,380 2,712 15 91 204 2,696 2,621 2,507 
22 North Sulawesi 38 ,630 322 67 75 85 255 247 237 
23 Central Sulawesi 81 ,907 683 127 140 160 555 542 523 
24 South S비awesi 89 ,005 742 521 585 674 221 156 68 
25 Southeast Sulawesi 37 ,240 310 40 52 70 270 258 240 
26 Maluka 104,660 872 15 47 941 857 825 778 
27 Irian Jaya 876 ,309 7,303 5 332 823 7,298 6,970 6.480 

총량 3,220 ,997 26 ,842 6,600 8 ,159 10,363 20 ,242 18,683 16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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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거대도시로서의 자카르타 문제를 들 수 있다. 1996년 자차르타의 식수 

공급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 820만 명이고 이들 중 약 450만 명이 실제 식수 

공급을 받고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며 중앙 자카르타 지방파 북 자차르 

타 지방에 가장 많은 인구가 식수공급을 받고 있다. 자차르타 시의 생활수준 향상에 

발맞추어 인도네시아의 급수 체계도 발전할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자원공사인 

PAM JAYA사는 초당 12.230 f 의 공급이 가능한 12개의 식수 처리시셜을 보유하고 있 

으며 Cimas Bogor에 초당 150 f 용량의 식수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다. 

라) 물의 수급 균형 노력34) 

〈표-3-12>에는 1990, 2000, 2015년의 인도네시아 각 지역별 물 수급균형 현황과 전 

망치가 제시되어 있다. 물 수요의 증가에 따라 물의 균형이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기 

울고 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자바와 발리나 Nusatenggara와 같은 몇몇 동부 

지방은 물 균형이 심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 

이다. 이 값들은 환경적 손상에 의한 수질 저하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하게 공급 가능 

한 물 공급에 기초한 값이다. 

특히 65이때 면적에 달하는 자카르타시의 물 균형 백분율은 명백히 증가한다. 자바 

섬 안의 다른 지방은 자바 섬 밖의 지방보다 비교적 높은 값들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값 또한 자카르타와 비교하면 약 1/5 정도의 적은 값이다. 

자카르타의 물 수요는 현재 공급량의 5배가 넘는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11서 

비스 도시” 로 태어나기 위한 자카르타시의 노력은 PAM JAYA사의 식수 공급 서비스 

가 끊엄없는 발전해야 한다. 

자카르타의 물 수요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PAM JAYA사는 PJSIP로 약칭되는 

IIPAM JAYA 물공급 체계 개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2000년까지 수행된 이 계 

획은 890만의 전체 인구에서 570만 명의 주민에게 식수 공급을 하기 위해 수립된 바 

있다. 장기 프로그랩은 자카르타시의 물 절약과 양적/질적인 식수 공급 노력에 맞추 

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마) 원자력 담수화의 유언 요인 

언도네시아 전기 공급의 거의 절반은 석탄에서， 나머지는 수력과 천연가스 발전소 

에서 생산된다. 정부는 자바 섬 내 오지의 전력 공급을 위해 3애W， 자바 섬 외부의 

3잉 http:j jwww.fao.orgjagjagljaglwjaquastatjcountries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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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을 위해 적어도 15MW의 발전소를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드는 건설비의 

적어도 50% 이상은 민간회사에 의해 투자될 것이다. 정부의 투자분온 PELITA 1 발 

전소에 61.6%에서 PELITA V 이르면 13%로 감소될 전망이다. 환경 비용 둥 비용감소 

를 위해 다목적 발전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발전소 건설에 맞추어 인도네시아는 북부 자카르타에 2개의 식수 또는 공업용수 생 

산을 위한 해수담수화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두 기 모두 약 1，000m'/ 일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MSF방식 시설이다. 원칙적으로I 해수담수화를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는 화력 또는 기계력이다. 모든 탈염 과정은 양수를 위한 기계 작업과 보조기기 가동 

을 위해 전기를 펼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염분제거를 위한 다목적의 원자력발전소 

는 열적 탈염， RO, MED, MSF동의 다양한 탈염기술의 선택도 가능하게 되어 인도네 

시아의 목적에 부합하는 발전 방식이다. 

담수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재정적 비용지출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요인의 평가를 위해서， 어떤 방식의 담수화가/ 

어떤 타업의 에너지원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담수용량이 필요한가가 비용에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원자력에 의한 담수화에 소요되는 비용(US $ 0.7-2.0/ m')은 PDAM의 물 생산 비용 

(US $ 0.7-2.0/ m')은 서로 비슷하다. 양쪽 방법 모두 사기업에서 생산하는 미네랄수 

생산비 보다 저렴하다. 

바) 수자원 관리 기구 현황 

여러 기관들이 수자원 관리에 간여하고 있으나/ 그들의 임무는 법으로 명확히 구분 

되어 있다. 주요 기관과 그들의 임무는 다음파 같다. 

o Minis띠r of Public W orks : 수자원개발 사무총국을 두어 인도네시아의 수자원 개발에 

관한 기획에서 시설의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o Ministry of Forestry : 저수지 의 개 발 

o Minis따r of Environment : 환경품질의 개발과 관리 업무 수행 

o Environmental Impact Management Agency : 환경 영 향 관리 에 관한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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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례35) 

가) 수자원 현황 

칠레의 지역구분은 최북단의 I 지역으로부터 최납 

단의 XII번 지역까지로 구분되며 수도는 RM지역에 

위치해 었다.(<그림 -3-12> 참조) 

칠레의 연평균 강우량은 1，522mm로 칠레 전체로 보 

면 강수총량은 1，1521때에 이른다. 이들 중에서 884때 

는 하천으로 흐르고 2681때는 하천/ 호수/ 습지 둥에서 

증발된다. 철레의 지역별 강수현황은 〈표-3-13>과 같 

다. 

철레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여러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북부 산간지역에 속하는 I~III 지역의 

경우는 아르헨티나/ 페루l 볼리비아와 접경해 있는 데 

비해/ 이들 국가들과의 연간 수자원 유입·유출량은 그 

리 많지 않아 각각 0.06과 0.25때에 이르고 있다. 또 

한 물의 사용도 가정/ 광업 및 산업/ 그리고 관개용으 

로 거의 동둥한 비율의 사용올 기록하고 있다. 중부 

에 속하는 IV~RM 지역의 경우는 도시형 물소비가 

주류를 이루고， VI~VIII 지역의 경우는 수력발전으로 

의 사용이 많지만 이는 소비형 사용이 아니다. 이 

지역에서는 관개용 사용비중이 높다. 이에 비해 아 
〈그림 -3-12> 철레의 지역구분 

르헨티나와 접경하고 있는 X~XII 지역이 속하는 납부 지역은 대용량의 하천파 호수들 

로 연계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의 연간 유입·유출량은 각각 38과 3.15때에 이른다. 따 

라서 칠레의 수자원 관리에 있어 인접국들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5) http://www .fao.org/ ag/ agl/ aglw / aquastat/ countries / chilej indexesp.stm와 
http://www.pc.gov.au/researchjcrp/waterrightsjannexjjannexj.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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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3> 칠레의 지역별 수자원 가용 현황 

지역 연평균 
연평균 

가용수자원 
면적 (k마) 주요 하천 등 하수유입 

번호 강수량 (mm) (m'/ 인) 
(mm)* 

58,698 
Quebradas de Azapa, Vitor & 

93.6 7.1 1,226 
Camarones 

11 126,444 Rio Loa 44.5 0.2 71 

III 75,573 Quebrada del Salado 82.4 0.7 249 

IV 40,656 Rios Elqui, Choapa & Limari 222 18 1,411 

V 16,396 Rios Petroca, Ligua & Aconcagua 434 84 995 

RM 15,349 Rio Maipo 650 200 584 

VI 16,341 Rios Cachapoal, Claro & Tinguirrica 898 362 8,495 

VII 30,325 Mataquito & Maule 1,377 784 28,434 

VIII 36,929 Rios Itata & Bio Bio 1,766 1,173 24,977 

IX 31,842 Rios Imperial & Toltξn 2,058 1,476 60,159 

X 67,013 
Rios Valdivia, Bueno, Maulin, Puelo, 

2,970 2,423 171,133 
Yelcho & Palena 

XI 109,025 
Rios Palena, Cisnes, Aisén, Baker, 

3,263 2,818 3,816,505 
Bravo & Pascua 

XII 132,033 
Rios Serrrano, Natales, H이lemberg， 

2,713 2,338 2,155,709 
Gallegos, Chico & Azopardo 

합계 765,621 1,522 922.3 63,064 

(*) 연평균 강우 총량은 국경 밖에서 유입되는 양 포함 

호수나 탱과 같은 수자원 저수시설은 홍수조절을 위해 사용되며 총용량은 466,500 

만m’으로 이중 13，000만m' 이상의 대용량 시설이 420，000만m' 에 이른다. <그림-3-13> 

은 지역별 댐의 최대 담수용량파 평균시설량을 나타내고 있다. 칠레에는 호수나 습지 

와 같은 자연 저수지가 많이 있다. 이들은 수자원 관리에 있어 매우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aule가 속해 있는 vn지 역 의 습지는 142，000만m' ， vm지 역 의 

Laja 호수는 560，000만m' ， 그리고 I 지 역 의 Huasco 습지는 1，400만m' 의 수자원을 담다 

둘 수 있다. 이와 같은 습지나 호수의 용량은 총 7knf에 이른다. 

수자원의 사용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사용자간 

갈동도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인구당 연평균 수자원 사용량은 l，850m' 에 이르며 북 

부지역은 l ,500m' 수준이다. 칠레의 연간 수자원 취수량온 1992년의 경우 63때으로 / 

수요처를 소비자별로 보면 1992년의 2，028，900만m'의 총수요에서 84.6%가 관개용수로 

사용되었고 산업용/ 광업용/ 가정용이 각각 6.5%, 4.5%, 4.4%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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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3> 지역별 저수용량(최대 및 평균) 

칠레의 수자원은 기본적으로 지표수 이용이 중심이 되어 거의 완벽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수자원총국(Dirección General de Aguas, Directorate General of Water, 
DGA)이 중심이 되어 관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하수의 이용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표-3-14>는 칠레 주요 하천유역의 지표수 이용현황을 보이고 있다. 

〈표-3-14> 주요 하천유역의 지표수 취수 기록 

하천명 기준년도 취수량 {knf/ 년) 

Lluta 1998 α013 

Azapa 1996 α030 

Parnpa Tamarugal 1998 α065 

Copiapó 1995 α126 

Pan de Azucar 1997 0,019 

Aconcagua 1996 0,208 

Maipo 1998 0,780 

Mataquito 1998 α069 

Maule 1998/99 0,145 

합 계 1,455 

관개기술은 주로 자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지표수가 중심이 되어 왔으나/ 지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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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경부터 펌프로 가압 살수하는 방식이 보급되고 있다. 1996-7년 사이 관개용수의 공 

급비율은 지표수가 대부분으로 91%, 가압살수식이 3%, 그리고 나머지가 지역관개방식 
이었다. 또 동일시기 지표수의 분배방식은 〈그림 -3-14>에 나타난 바와 같은 비율의 

관개기술을 사용되었다. 지역 K과 X 에서 살수방식이 많은 것은 이 지역의 사탕무 

재배에 따른 것이었다. 

10‘’‘ 
뜸[[[J 뭘]J[ 

F 

•--l 1--앙회-내 •-

60 ... • f H 1-__ 녁 ~ • -1 I--f 뉴4 뉴--1 ←녁 f--웰F녁 f-• 1-

40'‘ 헤 듀카 •-{ 듀녁 •-’ •-• •-l ←녁 • -l •-{ 듀-뼈-케 • •• 1--

m‘니j.i쐐애 니 H H 1--1 1--1 H 1---1 f-쐐녁 뉴] 
..... 빼 .. 

빼 l IT濟 1 
~ m w v ~ ~ w 이에 IX X 찌 XlI 

〈그림 -3-14> 1996-7년 지역별 지표수 관개기술 사용 비율 

철레의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l 가 

정용 수요자들에 있어 폐수처리 시셜의 부족에 따른 오염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처리 

되지 않은 체 버려지는 가정용 폐수는 수자원 오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다음으 

로 광산파 산업에서 사용한 폐수의 배출문제이다. 산업용 폐수의 배출은 가정용수의 

오염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올 안고 있다. 북부의 I과 VI지역과 같은 경우는 희석시킬 

수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오염원의 배출영향이 크다. 마지막으로 지표수나 지하 

수에 대한 광범위한 지역의 오염을 야기하는 농업용 오염의 경우 지하수 채움에 따른 

관개수 염화와 농약 둥의 사용에 따른 지표수 오염이 중요한 문제이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하천의 공유에 따른 분쟁은 1, II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지 

역에서는 볼리비아와 물사용에 있어 하천의 자연성올 주장하는 철레와 수로인 인공물 

이라고 주장하는 볼리비아와의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나) 수자원 관리 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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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관개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Public Work Ministry와 Ministry of 

Agricu1ture가 공동으로 수립 한 CNR(Cornisión Naciona1 de Riego, Nationa1 Irrigation 

Cornrnission) 이 다. CαN‘、애‘\fR에 관련 된 정 부 부처 는 Pub1ic Econorny, Wo야rk앓s， Ag양ricαcu비11tur’'e 

Pro야pe얀rtψy 그리고 P1anning으의~ 57개H 부처이다. 관개부문의 투자 촉진은 법률 18450로 정 

해 지원하고 있다. 칠레의 주요 물관련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다. 

o DGA(Direcci6n General de A용las， Directorate General of Water) : 지 표수 뿐만 아니 라 

지하수도 포함한 취수의 규제 및 철레 전체 수자원의 이용/ 보존l 관리/ 정책/ 기획을 

총괄I 

o MOP(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Sanitarios, Public Works Ministry)의 

DOH(Direcci6n de Obras Hidráulicas, hydraulic works directorate) : Direcci6n de 

Riego의 후신으로 하천지역 관리와 관개를 포합한 주요 물공급 시셜의 관리/ 

o S닮ISS(βSupe만r빠endenc미i떠a d따e Serv까i띠C디ios S없anit띠ar바'iosκ， Supe얀rint야tendency of Sanitary Services) : 

식수와 폐수처리 분야의 경제적 규제와 폐수처리의 규제/ 

o INDAP(Instituto Nacional de Desarrollo Agropecuario) : 농사용 관개 시 셜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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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resources 

〈그림 -3-15> 칠레의 물자원 관리 관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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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트남36) 

가) 수자원 현황 

베트남은 북부의 아열대성으로부터 남부의 열대성까지 다양한 기후대에 속해있다. 

연 강수량도 산간지대의 경우 2，OOO-2，500mm에서 중부 고원지대의 경우 1,600-2,200mm 

로 평율적으로 연간 l，960mm에 이른다. 강우기는 4-5월에 시작해 10-11월까지 지속되 

고 이 시기에 연강우량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연 평균 중발율은 953mm에 이 

른다. 

하천 유역은 16개의 하천이 2，00아마 이상 규모이고 이중 9개의 하천은 메콩강과 같 

이 1α00아rnf 이상인 대규모 강이다. 이 9개의 하천 유역은 국토의 80%를I 그리고 수 

자원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온 총유량 측면에서 매우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75% 정도가 

홍강과 메콩강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강들은 1-3% 정도씩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연간 하천의 총유량은 878k따으로 이중 40%에 달하는 연간 354kni이 베트남 안에 발원 

지를 갖고 있다. 

수자원의 분포는 관리시설의 부족으로 우기에는 홍수로 건기에는 갈수를 겪고 있는 

퉁 계절에 따라 극심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지하수의 충전율은 연간 48뼈 정도로 추 

정되며/ 지역적으로 중부가 가장 많은 50%, 북부가 40%, 그리고 남부가 10% 정도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담수시설로 2곳의 자연호수(4.13빼 수면적파 8백만m' 의 

수량을 갖는 Ho-Tay호와 4.5k따 수면적과 9천만m’의 수량을 갖는 Babe호)와 이 밖에도 

4，000곳 이상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다. 중요한 댐 정보는 〈표-3-15>와 같다. 

〈표-3-15> 주요 댐과 저수지 개요 

댐 이름 완공연도 수면적 (ha) 부유수량(백만m’) 

Cam Son 1967 2,600 227 

Thac Ba 1971 23,400 3,600 

Hoa Binh 1991 21,800 9,450 

Dau Tieng - 35,000 1,000 

Tri An 1985 27,000 1,056 

수자원의 사용은 1990년 총 54.3때으로 이중 농업용이 47때으로 86%, 산업용이 5.3 

때으로 10%, 그리고 가정용이 2.이며으로 4%을 기록했다. 이들의 예측치는 2000년을 

기준으로 각각 60.5빼， 16.0kni, 그리고 2.9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베트남 

36) http:j j www.fao.orgj agj aglj aglw j aquastatj countries j viet_namj print1 .stm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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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요의 1.46%만이 지하수로 충족되며l 나머지는 지표수에 의해 공급된다. 사용후 

오수의 폐기는 별다른 처리 없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나) 수자원 관리 기구 현황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의 물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o MWR(Ministry of Water Resources) : 수자원에 관한 정책 수립에서 있어 기획/ 관리I 

할당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앙기구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관리 시설의 건설과 농업을 

위한 대형수로의 건조도 관장 

o Vietnamese Hydraulic Investigation and Design사 :MWR의 기술적 설계를 지원하는 

회사 

o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 수자원관련 환경문제 담당 

o Ministry of Energy : 수력발전과 관개용 펌프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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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관련 법제도 현황 

협력대상국들의 원자력 관련 법체제의 구축여부는 기술협력의 성사시 양국간 원자 

력협력에 있어 중요한 필수요건이 된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기술한 국가들의 원자 

력 관련 법 령 구축 환경 을 OECD/NEA의 원자력 법 공고 정 보(Nuc1ear Law Bulletin, 

NLB)를 기준으로 조사하기로 한다.3끼 본 조사에서 UAE는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생략 

하기로 한다. 각국의 원자력 관련 법령 전문은 입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불가능했으며/ 본 연구의 수행 중 조사된 법령수립 역사는 본문에 수록하고 법령들은 

부록에 전문을 번역해 수록하였다. 

가. 모로코 

1) 국가핵에너지위원회(National Nuclear Energy Council) 설립법 (1992)38) 

1992년 3월 9일 날짜로 수정된 이 법령은 정부 내 위원회 (Government in Council) 

가 1992년 4월 9일 승인 하였다. 

과거 수년에 걸친 핵법규의 기술적 협력 프로젝트는， 1983-9년 동안에 IAEA는 전 

문가 자문을 통해 모로코 에너지 및 광산부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자문의 결과/ 이 

부서의 책임하에서 여러 다른 부서들 및 관련된 국가 룩수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핵법 

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많은 제안서 초안들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예비 작업들의 

성과가 1992년 12월 NLB 50에 언급되 었다. 

수행된 작업들에서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1967년 10월 13일의 국왕 법령 968-65호에 의하여 원자력 에너지의 범부처적 위원 

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핵기술을 사용하거나 핵웅용을 수반하는 공기업이나 

사기업과 관련하여 촉진 기능과 통제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는 여러 해를 거 

치면서도 실현되지 못했다. 마침내 이 법령은 1986년 11월 14일의 법 17-83호에 의하 

여 폐지되었다. 이 새로운 법은 국가핵에너지과학공학센터 (Centre National de 

l’Energie, des Sciences et des Techniques Nucléaires, National Center for Nuclear 

Science, Energy and Technology, CNESTEN)를 창립하였다. 자치적 공공시설인 이 

센터는 (1) 연구개발， (2) 핵물질 공급 및 계량.， (3) 핵 시설과 물질들 및 방사성 폐기 

물 관리의 국가 통제에 대한 기술적 지원 동을 다룬다. 

3η http://www.nea.fr/htmljlaw/nlb/ 참조 
38) Morocco, pp.66-69, NLB51, June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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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0월 12일의 법 005-71호는 전리방사선 노출올 수반하는 공기업이나 사기업 

에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상술된 조건하에서 사전 허가나 선언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법령은 10년이 지나서 시행용도 때문에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 

원자력발전을 도입하려는 계획은 1977년에 시작하였다. 첫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타당성 연구는 외부 자문으로 국가전력국(National Electricity Office)에 의하여 1984년 

이후 수행되어 오고 있다. 그렇지만1 인가l 안전 통제I 품질 보증l 환경영향평가 둥의 

규제 제도를 시의적절하게 선돼하기 위한 예비 단계들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훈련 및 국지적 이용올 위한 동위원소 생산용 TRIGA 연구원자로의 설치는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왔다. 원자로 획득이 지난 몇 년 후에도I 그러나Commissioning 

(1988년 2월에 마침내 왕의 동의를 얻은 CNESTEN가 운영할 핵 시설용 핵 연구 센터 

를 Rabat에서 20뼈 떨어진 Maamora에 건설하는 것)에 앞서， 전반적 핵 안전 통제 및 

감독과 다른 운영 및 관리 기능들을 서술하면서 이러한 설치의 적절한 통제를 위한 

규제 제도가 수립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이는 여러 이유로 상당한 지체되 

었다. 지연이유는 센터를 건설하는 초기계획의 상당한 변경에 주로 기인하였다. 

충분히 일찍부터 규제의 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견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므로 핵규제 예비 작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조정 메커니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 

다. 우선 규제될 분야의 공동평가와 합의적 고려는 공공의 이해 속에서 진행될 때/ 

상술 과정이 거침없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1985년 9월 11일 정부 

는 에너지-광산부가 제출한 핵규제범부처위원회 (Interministerial Commission on 

Nuclear Regulation, ICNR)의 설립올 숭인하였다. 이 위원회는 구성에서 제한이 없으 

며 에너지-광산부의 핵에너지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39) 1986-8년 사이 5회에 걸친 회 

의에서Jα、JR은 모로코가 후년의 여러 중요한 핵협정들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하 

는 기회가 되었다. 더욱이 이는 1963년 비엔나 협정파 마찬가지인 원자력책무법 초안 

(Draft Nuclear Liability Law)의 구성과 방사선 방어 필수사항을 규제하고 핵 시 셜올 

허가/통제하는 2개 법령 초안의 골격을 짜는데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초안들은 선진 

국의 적합한 국제표준파 지금의 안전기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2개의 법령 초안 

은 각각 1986년 11월 20일파 1987년 7월 15일에 완성되었고 다음 조치는 절차에 따라 

정부 총무장관(Secret따y-General)과 협의 중이다. 또한 1989년 11월에 IAEA의 조언에 

따라 방사성 물질의 수송을 규제하는 법령 초안이 마무리되었다. 이 초안은 IAEA의 

당시 적용 가능한 규제들에 기반하였다. 

1992년 4월 9일에 정부 내 위원회는 국가 핵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에너 

지-광산부가 제출한 1992년 3월 9일자의 개정된 법령 초안을 승인하였다. 2개의 법령 

초안에 제시된 복합 규제 체계로써 다음 사항들올 포함하고 있다. 

39) 나중에 조정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기술적 협력을 다루는 별개의 부처간 위원회가 설립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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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방사선원 및 시설 이용의 허가 및 규제 통제는 공중보건부장관에 귀속되고 방사 
선 방어 법령 초안에 따라 설립된 국가방사선방호위원회(National Radio 10밍cal 

Protection Commission)에 의해 보좌된다. 이 위원회는 공중보건부 내 기존 방사선방 

어중앙국의 기술적 지원을 받으면서 수행된다. 장관의 의사결정을 기대하여l 이 중앙 

국은 장관에게 방사선 방어에 관여된 중앙국의 모든 해결과 결론사항들을 직접 보고 

한다. 

@ 핵시설과 관련하여l 대옹 기능은 핵시셜 법령 초안에 의해 설립된 국가핵안전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에너지를 책임진 장관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부 

내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핵에너지국에서 부터 설립될 예정인 핵통제부에 의해 보 

좌된다. 핵통제부는 법령 초안에 따라 장관의 의사 결정을 위하여y 핵안전 및 안전성 

에 관여된 쟁점들에 대한 모든 해결 및 결론사항들올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위치에 

었다. 

국가핵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하는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 정책 해결의 편의를 위하여 핵관련 의제 및 분규(Nuclear Implications)에 관련 

된 장관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능을 제공하는데 있다. 

@ 정부내 고위층에서 정부를 대신한 준-의사결정 단체로 운영되고 있거나 혹은 다 

른 레벨들에서 핵에너지 및 연결된 관심사에 관해 취해진 이행 단계들에 대해 효과적 

정부 감독 및 조정 기능올 부여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수상이나 수상이 임명한 별개의 정부관청에 속한 위원회를 두고 직 

무상 겸직 가능한 정부의 각 부처 장관인 위원들은 각 부처의 차상위 공무원들(즉/ 관 

련 부처의 총무 비서관)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기능의 수행에서l 이 위원회는 반드시 핵활동의 조정/ 핵규제/ 그리고 국제 

협력이라는 주요 세 분야의 전문 부속 단체들에 의존해야한다. 이러한 위원회들 사이 

의 기능적 유대 및 협의회와 위원회 사이의 기능적 유대는 에너지를 맡은 부처가 제 

공한다. 장관이나 장관이 지명한 대리인이 위원회의 진행 절차를 판장한다. 위원회 

간사기능은 각 부처에서 에너지 이사회 (Directorate for Ener잉r)가 수행한다. 이러한 

운영 체계는 수행될 책무들의 예비 작업 및 밀접한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적 

합한 장래 활동 방향/ 관련 평가l 결론적 건의안 동은 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로 하향으 

로/ 교대로 도모될 작업의 승인을 위한 조언 및 권고사항들은 각 위원회들에서 위원회 

로 반대방향으로 수행된다. 전문가 조언과 보좌를 위한 정보는 위원회와 위원회들이 

유용하다고 간주한 어떠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문제들의 상 

세 조사나 적격한 견해를 위하여 위원회는 기술위원회들과 실무그룹올 셜립할 수 있 

다. 위원회의 책임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위원회들을 설립하는 것은 협의회를 창립하 

는 초안 법령 하에서 협의회의 자유재량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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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의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상의 권한 하에 있는 위원회 내에서 만나지만 

장관-협의회는 국왕에 의해 주재된다. 그래서 국회 (National Assembly)가 채택한 법 

안과 관련하여 같은 식으로I 협의회내-정부가 승인한 초안 법령들은 공포에 앞서서 왕 

의 윤허를 더 요구한다. 따라서 국가핵에너지위원회를 창립하는 법령 초안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장관-협의회를 통하여 여전히 왕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완료되면/ 협의회 및 위원회를 설립하는 초안 법령에 파악된 협의회내 위원 

회들의 기능은 더욱 평화적 핵 이용을 촉진하다고 기대된다. 게다가/ 제도상 문제에 

서 중요한 단계는 전리방사선 재해 (Hazards)를 대비하는 보건/생명/환경 방어의 관 

할 관청에 의한 체계적 조직화의 강화이다. 

2) Maamora 핵연구센터의 건설 허가에 대한 법령 (1999)4이 

1999년 2월 26일의 법령 2-99-111호에 따르면， CNESTEN은 Kenitra 지방에 위치한 

Maamora 부지에 핵연구센터를 건설하도록 허가하였다. 이 센터의 창립은 CNESTEN 

의 주요 책무들 가운데 하나를 만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책무들은 

CNESTEN올 창립하는 1986년 11월 14일의 조례 17-83호에 설명되고 1997년 8월 2일 

의 조례 12-97호에서 수정되었다(NLB No. 51 참조). 

이 기관의 책무들은 다음과 같다.CD 상이한 사회-경제 부문에서 핵기술의 증진I 

@ 핵에너지I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 전자 핵분야에서 기술 개발의 감 

시，(4) 핵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핵연구센터를 통해 지방정부에 지원f 조언 동의 

제공，@ 핵분야에서 훈련，@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 약품 둥의 생산파 상품화/ 

@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1999년 법령은 핵연구 센터를 구성하는 시설들을 CNESTEN이 운전할 것을 기술하 

였다. 여기에는 Triga Mark II 연구로/ 실험실I 모률들(안전용/ 기술용l 폐기물용y 기술 

/행정 지원용 둥)이 포함된다. 

이 법령은 CNESTEN이 감시해야 할 특별한 기술 기준들을 규정한다. 이러한 기준 

들은 @ 핵연구센터 시설의 품질，(2) 시설의 지진l 화재I 내부/외부 습격，@ 센터 주 

변 환경의 방호，(4) 시설 내 방사성물질의 억제 둥을 포함한다. 

이 법령은 Maamora 핵연구센터 부지에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금지하고 있 

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시셜은 이 센터의 내/외부에서 생산된 폐기물의 부 

피 및 유해성을 감소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이 법령은 방사성물질의 운송도 포함한다. 더욱이 l 이 법령은 CNESTEN의 

40) Morocco, pp.66-67, NLB68,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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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책임들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예컨대/ 이러한 책임들은 다음과 같다:CD 센 

터 시설의 방출과 방출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결과 풍의 통제，@ 에너지 책임 부서 

에 보고서들(초기 검사의 허가 신청을 위한 잠정척 안전성 보고서/ 운전허가 신청을 

위한 확정적 안전성 보고서/ 시설의 물리적 방어에 관련한 적절한 대책을 설명하는 보 

고서 둥)의 제출 @ 핵연구센터의 부지에 있는 핵물질을 계량(Accounting)하고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24시간 내에 에너지부/ 국무부/ 내무부I 보건부I 환경부 동에 

통보하는 시스템의 확립 퉁이다. CNESTEN은 센터시설의 핵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진 

다. 그리고 대책들이 제3자에 대한 핵손상 배상책임(πlird Party Liability)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음을 에너지 담당 장관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나. 언도네시아 

1) 단체 및 조직41) 

1973년의 인도네시아 원자력은 인도네시아에서 연구부(Ministry of State for 

Research)의 창설로 핵활동들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 연구부는 핵 분야를 포함하여 

국가의 모든 이론과 웅용연구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책임을 지고I 국가원자에너지청 

(Badan Tenaga Atom Nasional, 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BATAN)은 법 률상 
으로 대통령의 감독 하에 있다. 그러나 BATAN의 연구 프로그램들은 연구부의 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하였다. 

2) 핵에너지 조례의 대체 (199끼42) 

1997년 2월 26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1964년의 핵에너지법올 폐지하고 대체할 법을 

통과시켰다. 이 신법은 이 나라에서 핵에너지 활동들을 위한l 특히 산업계 내에서 촉 

진과 규제기능의 분리를 위한/ 제3자 배상책임을 준비하기 위한 법체계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 이전에 BATAN은 인도네시아의 핵활동들을 촉진하고 규제하는 유일한 

정부기관이었다. 이 새로운 법은 두 개의 기관을 발족하였는 데 하나는 핵에너지 진 

흥하는 기관인 BATAN과 핵에너지 규제 기관인 BAPETEN(National Atomic Ener밍r 

Regulatory Organization)을 설립하였다. BAPETEN은 다른 규제 기능들 가운데 핵안 

전을 감독하는 자율적 조직이다. 

핵활통의 진흥파 관련하여I 법규는 상업적 핵활동에서 장래의 참가자들 수를 넓힌 

다. 예를 들어 방사선 동위원소의 생산과 같은 활동들은 형식적으로 BATAN 단독요 

41) Indonesia, p.18, NLB12, 1973. 참조 
42) Indonesia, pp.52-53, NLB59, June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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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데에서 이제는 어느 공기업이나 사기업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이 할 수 있 

는 영역은 핵연료 생산y 핵발전소의 개발 및 운전도 포함한다. 핵에너지 분야에서 연 

구개발 진홍은 BATAN의 책임하에 었다. 

BAPETEN의 핵활동 규제는 인가와 사찰활동를 통해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원자 

로나 핵시설 및 전리방사선원 시설의 개발I 건설/ 운전은 인허가가 필수적이다. 이러 

한 설비들의 정밀검사는 BAPETEN이 배정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핵사고의 경우에는/ 핵설비 운전자에 대한 최대 배상한도인 900억 인도네시아 루피 

아(약 400백만 불)까지 제3자가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I 이 상한은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 운전자는 장래 배상책임을 책임질 보험 

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부의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 

부 운전자의 부담 범위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될 것이다.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앞서I 정부는 의회의 견해와 핵에너지 전문가들 및 저 

명 한 인사들을 회 원들로 하는 핵 에 너 지 위 원회 (Cornrnittee of Nuclear Energy)에 서 조 

언을 구해야 한다. 

3) 국가에너지통재부(National Energy Control Board)과 국가핵에너지청 

(National Nudear Energy Agency)에 대 한 법 령43) 

국가에너지통제부(National Energy Control Board, BAPETEN)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통령령 76호는 1998년 5월 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의 목적은 핵에너지 진 

홍 기관(BATAN)과 규제를 위한 기관(BAPETEN)을 분리 설립한 1997년 원자 에너지 

조례의 부속규정이다. 

이 법규에서 BAPETEN의 주요 기농은 다음과 같다:CD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의 구축，(2) 핵안전 평가I 방사선 방호/ 핵물질 통제l 들의 

이용 감독과 관련된 규제의 준비，@ 핵시설의 건설과 운전을 위한 인허가와 정밀검 

사，@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통제를 위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작업자들과 대 

중의 보건 및 안전 지도 및 환경보호 지도. 

이 법령은 BAPETEN의 조직과 소장 및 2인의 부회장들의 의무를 규정한다. 1인의 

부회장은 핵안전 평가를 책임지며 다른 부회장은 인가와 정밀검사를 책임진다. 

1998년 12월 7일에 공포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통령령 197호는 BATAN과 관련된 

1985년 법령을 떼지 대체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으로 다시 정의 한다:CD 유관부 

처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핵분야에서 정책과 프로그랩을 공식화，(2) 기술 및 행정 서 

43) Indonesia, pp.74-75, NLB63,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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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개발l 계획y 이행과 핵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웅용 프로그램，@ 핵기술 개발l 

@ 핵연료 주기기술과 공학프로그램의 개발，(5) 핵과학 및 핵공학 프로그램의 대중 수 

용성 (Public Acceptance)의 촉진 둥이 다. 

BATAN은 소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책임자 및 4인의 부소장을 두고 있다. 

각 기관의 소장은 특정 쟁점들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 철례 

1) 핵안전법 (1984)44) 

NLB-31와 33호에 따르면 IAEA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1981~2년에 칠레 핵에 

너지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l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1984년 

4월 16일 핵안전법 (Nuclear Safety Ac샤이 공포되 었다. 이 법은 1984년 5월 2일 관보 

에 법 18302호로 발표되 었다. 

이 법의 기본 목적온 칠레에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사용을 규제하는데 있다. 

이 목적의 달성은 핵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잠채 유해 영향으로부터 보건r 인명y 재산l 

환경 등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규정 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정들은 

핵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손상에 대한 배상체제를 정하고/ 핵에너지 설비나 물질의 부 

적합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며/ 칠레가 참여하는 국제협약과 국제약정 둥에 적절 

하게 부합되도록 설정된다. 이 법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 

1장 : 앞에서 언급된 이 조례의 목적올 제시하는데 덧붙여서， 칠레에서의 핵활동은/ 

칠레가 가입한 IAEA가 제시한 규제인 일반국제기준(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s) 

에 부합되고 공표된 법규정을 따르면서r 안전하게 수행됨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규제 

기관과 관련된다. 이 규제 기관으로 칠레핵에너지위원회(Chilean Nuclear Energy 

Cornmission)를 설 립 한다. 

2장 :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 및 국제적 계약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정의들 

을 기술한다. 

3장 : 핵안전과 관련된다. 또한/ 규제기관이 핵시설의 부지/ 건설， 가동/ 운전/ 해체 

동의 인가를 통하여 핵시설 통제에 따르는 필요사항들을 제시한다. 인가된 시설이 운 

전중 단계의 통제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 효과적 조사체계가 제공된다. 여기에는 규 

44) Chile, pp.13-15, NLB34, December 19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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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관의 허가된 요원이 활동의 통제와 집행을 수행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4장 : 핵안전 및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규정파 표준에 대한 불웅을 언 

급한다. 그리고 규제기관이 부여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들과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러한 제재들은 벌금으로부터 설비 인허가의 영구적 취소까지 가 

능하다. 덧붙이면I 핵안전에 관련된 범죄적 위반은 엄격한 제재의 대상으로 이러한 

위반과 관련된 위험의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장 : 핵사고로 인한 손상의 민사상 책임을 규정한다. 이는 핵시설 운전원의 객관 

적 책임의 원리에 기초한다. 여기에는 비엔나컨벤션의 규정이 밀접하게 추구된다. 

운전원의 최대 책임은 핵사고 마다 미화 75백만 불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이러한 

보상액수는 법 공포일과 핵사고일 사이의 국제통화기금(Intemational Monet하Y Fund, 

IMF) 특별 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의 변화를 지표로 한다. 운전원의 책 

임은 보험이나 규제기관이 인정한 다른 종류의 재정적 담보에 의해 보호된다. 

6장 : 대부분 의학적 방사능 시설파 관련된다. 인가 및 통제 책임은 공공보건장관 

에게 위임된다. 그에 따라 보건법이 수정되었다. 

핵에너지법과 보건법 수정 조례의 공포는 다음 분야에서 고려중인 시행 규칙들에도 

영향을 미친다:CD 핵시설의 인71-， (2) 방사성 방호，@ 방사능 물질의 수송，@ 핵물 

질의 물리적 방호，(5) 핵손상에 대한 재정적 담보，@ 우라늄 및 토륨 채굴 둥. 이러 

한 규clr들에 더하여/ 핵시설의 인가에서 잇따른 단계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핵안전을 

위한 기술적 기준들도 준비되고 있다. 

2) 핵안전및방사선방호법 (1982)45) 

1981년 IAEA는 칠레핵에너지위원회에 핵법규의 자문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핵 

안전및방사선방호에 관한 법안이 1982년 10월 4일에 대통령에 의해 입법상의 권력이 

주어진 정부 위원회 (Govemment' s Council)에 승인을 위해 송부되었다. 이 법의 목적 

은 방사능물질과 가용 핵에너지의 개발， 생산/ 소유/ 사용 둥에 수반되는 모든 활동들 

을 규제하고/ 통제하며 감독하는 데 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 상기 활동들과 관련된 위험도에서 개인의 보건/안전l 재산 및 환경 둥을 방호，(2)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 획득과 사용올 방지，@ 핵에 

너지의 평화적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손상에 대한 재정적 배상을 보증，@ 철레 

가 회원인 국제협약과 국제약정에서 파생된 국제적 의무에 부합됨을 보증. 

이 법안은 방사선 시설/ 핵시설/ 방사능 물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는 종합적 인 

45) Chile, pp.7-8, NLB31, June 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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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규제적 통제 체계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규제 기관으로서 철레핵에너지위원 

회 (Chilean Cornmission for Nuc1ear Ener앙， CCHEN)를 설 립 한다. 

핵 책임의 규정은 핵손상의 민사상 책임에 관한 비에나컨벤션에 기초한다. 운전원 

의 최대 책임은 국내 통화로 하며 미화 25백만 불과 같게 고정된다. 이러한 보상액수 

는 법 공포일파 핵사고일 사이의 IMF의 SDR의 변화를 지표로 한다. 또한I 법 공포 

일과 핵손상 배상 원인 발생일 사이를 기준으로 구한다. 

라. 베트남 

1) 원자 력 법 (1972)46) 

최근 베트남 정부가 채택한 두 규제안들은 전리방사선원 이용시설들의 안전기준 

(1971년 6월 14일 행정명령 1211호)과 전려방사선원이 이러한 시설 종사자에게 야기한 

손상의 배상(1971년 4월 29일 법 령 043호)들이다. 

첫째 규제안은 1967년 3월 1일의 행정명령 62 VHXH/ND호의 수정안이다. 이 행 

정명령은 전리방사선원 이용시설들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I 직업적으 

로 노출된 작업자들의 물리적 및 의학적 통제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부각시킨다. 

방사선으로 인한 손상의 배상과 관련한 1971년 4월 29일 규정들은 보험 체계나 사 

회적 안보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리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 

은 상임 직원의 배상 금액을 정하고 방사선으로 상해를 업은 공무원의 병가 체계와 

작업 사고에 기인한 해고/퇴직 조건들올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령은 작업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에게 허용될 수 있는 배상을 규정한다. 

1967년 8월 21일의 법령 125 SL/HDCV호에 정한 조건들에 따라I 이 법령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배상비용은 희생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의 예산에서 부답한다. 

베트남의 핵 법규를 보완하는 위의 두 규제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CD 원 
자력에너지국(Atomic Energy Office)을 설립하는 1958년 10월 11일 법령 507/TIP호/ 

@ 핵물질의 이용을 규제하는 1959년 1월 27일 법령 26 TTP호，@ 전리방사선 방호와 

관련한 국가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Protection against 

Ionizing Radiation)를 설 립 하는 법 (006-66호， 1966년 3월 3일)， @ 1959년 1월 27일 법 
령 을 보완하는 1967년 1월 7일 행정 명 령 10 VHXH/NTLC호， (5) 1971년 6월 14일 법 

령에 의해 수정된 1967년 3월 1일 행정명령 62 VHXH/ND호. 

46) Vietnam, pp.21-23, NLB8, 19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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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 및 조직 

원자력에너지국의 주요 책임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질문들을 취급하는데 있다. 이 

국의 회장과 7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 위원회는 관련된 부처들(교육I 국방/ 보건/ 

농업/ 예산/ 기획/ 원자 에너지)을 대표한다. 이 국의 주된 업무들은 핵분야에서 기술 

자들의 훈련을 감독하고l 기술적 및 과학적 연구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방향으로 

정해지도록 베트남과 국제기관들 사이에 밀접한 협력을 보장하는데 있다. 

법령 006-66호(1966년 3월 3일)에 의해 설립된 국가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는 베트남 

의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규제기관으로/ 사회문화부 장관의 관할로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원자력에너지국의 사무총장/ 보건 및 병원 사무총장/ 노동 최고 사찰 

관l 의학협회 대표， 전리방사선 및 핵연구 웅용 분야에서 독보적인 여러 회원들의 대 

표 둥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전리방사선 방호를 확정하는 안전기준을 수립하는데 있 

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보건과 방호 관련 규제 대책들에 대한 제안서를 정부에 제 

출하고I 여러 방지기술들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표명하며/ 전리방사선 웅용을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에너지국과 함께 방사성 매장물의 시굴 허가서 요청사항에 관한 위 

원회의 견해를 제공한다. 

3) 핵 물질의 이용 

원자력 법규의 핵물질 이용 측면은 1959년 1월 27일의 법령 26 TI’P호에 의해 규제 

되고 있고 연이어 1967년 1월 7일의 정부명령 10 VHXH/NTLC호에 의해 추가되고 있 

다. 

이 법령에 따라I 베트남 정부는 방사성 매장물의 개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므로l 

어떤 개인도 임의로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어떤 개인이 방사성 매장물의 시굴 

을 원한다면l 국가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로부터 사전 허가가 획득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이 발견한 방사성 매장물의 개발 권리도 갖는다. 다만 이러한 보유에는 그 개인 

에게 몰수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우라늄과 토륨을 포함하는 모든 방사성 물질과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획득I 생 

산/ 판매/ 수입/ 수출 동은 상기 위원회와 원자력에너지국 사무총장이 임명한 전문가 

위원회에서 공히 허가되어야 한다. 1967년 1월 7일의 정부명령은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전리 방사선원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59년 1월 27일의 정부명령 62 VHXH/ND호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원의 수송은 

- 103 -



IAEA의 규제들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국가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 

에 의한 발간되고 있다. 

4) 전라방사선 방호 

국가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를 설립하는 1966년 3월 3일의 법령파 1967년 3월 1일의 

정부명령 62 VHXHjND호는 전리방사선원들의 사업 운영을 위한 안전기준들을 정한 

다. 기초적 전리방사선 방호기준들은 IAEA의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어야 한다. 일단 

권고사항들이 국가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에 의해 발간되었다면/ 방사성 생산물들과 핵 

원자로들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시설들의 방호와 관련하여， 핵원자로들은 작업자 및 지역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증 

할 정로로 설계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의 변경온 국가전리방사선방 

호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덧불여서l 내부에서 방사선원들이 사용된 건물 

들은 이 위원회가 방사선학적으로 측정하기 전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작업자의 방호와 관련하여l 작업자의 나이 (18세 미만은 불가)와 보건에 대한 요구사 

항들이 지시되어 있다. 또한/ 작업자는 고용에 앞서서 의료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 의료 검사는 매년 받아야 하고I 엄산부는 방사선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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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관련 국제규범 및 국제협력 현황 

가. 국제 핵버확산 체제 

1) 국제 핵벼확산 체재의 의미와 구성 

원자력은 인류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반면 전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원자력은 이를 이용하는 인류의 지혜에 따라 

상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의 양변성으로 

인하여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즉 핵비확산 노력 

이 1945년 세계가 핵무기의 위력을 바라본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이 러 한 핵 비 확산 노력은 소위 I국제 핵 비 확산 체 제’(Intem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제 핵비확산 체제는 1970년 

발효된 핵 비 확산조약(f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1’)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체제/ 양국간의 원자력협력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간 체제 

및 각국의 독자적인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5개 국가 

만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차별적인 체제이기는 하나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올 담당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하여 왔다. 핵무기 확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전 

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받아야 하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국제 교역도 일정한 수 

출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원 

자력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국가에게는 국제적인 핵비확산 노력이 하나의 부담 요 

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핵무기의 확산올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중진하여 인류복지에 이바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때 진정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실현된다 할 수 있을 것이 

다. 

가) 핵비확산체제의 의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자력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체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t핵비확 

산， (nuclear non-proliferation)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핵비확산’이란 /핵무기 비확산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또는 t 핵 무 기 확산 방지 (prevention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의 줄인 말로서 핵무기 의 확산을 방지 한다는 개 념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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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비확산 체제/란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되는 것올 방 

지하는 것과 핵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핵무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실험을 

금지시키는 동 일련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제적인 조약l 제도/ 협정 둥올 통 

합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핵비확산 체제는 핵무기가 처음 나타난 이후부터 구축되 

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I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원자력 기 

술이 진보되면서 핵비확산 체제도 병행하여 발전되어 왔다. 

I확산 방지l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그대로 인 

정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현재 핵비확산 체제의 중 

심이 되고 있는 NPT에서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및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의 핵 

무기 개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나) 핵비확산의 대상 

핵비확산 체제는 핵무기가 그 대상이다. 핵무기의 확산은 크게 수평적 확산 

(horizontal proliferation)과 수직 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수 

평적 확산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던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핵무기 보 

유국 수가 증가하는 것을 뜻하며I 수직적 확산은 핵보유국들이 핵무기의 성능이나 수 

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경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수평적 확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인 고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그림-3-16>과 같이 7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7가지 경로를 차단한다면 효과 

적으로 수명적 핵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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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6> 핵무기급 핵물질의 확보 방법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시설에서 핵무기를 확보하는 방법인 3, 4, 5의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 중수로와 흑연감속로 둥은 천연우라늄을 이용하지만 경수로는 2-4%의 농 

축우라늄을 필요로 한다. 단지 평화적 목적의 경우에는 2-4%만 농축하지만 이를 

90% 이상 농축하게 되면 핵무기급 물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얻을 수 있다. 이 플루토늄 

은 고속증식로나 경수로의 핵연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고순도의 플루토늄 

이 많이 생성된 시점에서 핵연료를 인출하여 재처리하면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의 핵무기 확보 방법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IAEA의 안전조치 

와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의 수출통제 체제이다.‘ 

그리고 마지막 경로로서 그림-1의 6과 7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핵물질의 확보 

수단으로 암시장(black market)에서의 구입l 절도 또는 탈취 둥을 통하여 핵물질을 획 

득하는 것이다. 이 확산 경로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불질의 불리적 방호 제 

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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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적 확산 

수직적 확산은 핵무기 보유국에 해당되는 문제로서I 현재 공식적인 핵보유국과 핵 

보유 의혹국들의 핵무기 수는 수천 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개발된 

핵무기의 개량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보유 

국들은 최초의 핵실험 이후 2000여 차례 이상의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핵보유 

국들의 행동은 수직적 핵비확산 의무를 위반하는 동시에 수평적 핵비확산올 위한 노 

력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핵실험으로 인한 환경 파괴 둥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 

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수직적 핵확산올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이 1996년 9월 유엔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체결로 인하 

여 이론적으로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의 성능올 향상시킬 수 없고 기폰의 핵무기도 

기간이 지남에 따라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핵보유국들은 모의실험 

(simulation)을 통하여 핵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 핵버확산 체제의 구성 

핵비확산 체제는 참여 국가의 수에 따라 다자간 체제와 양자간 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다자간 체재 

다자간(multilateral) 체제는 특정지역의 국가들이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참가할 

수 있는 체제로서 당사국들의 의무이행 사항 즉I 핵무기의 제조/ 실험/ 반입/ 배치 금 

지 동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자력 수출통제나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조치와 같 

은 다자간 체제들은 해당 체제의 이행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다자간 핵비확산 체 

제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가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하고 또한 참가 

국들이 조약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현폰하는 다자간 체제로서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조약이나 제도에는 

NPT, CTBT,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약칭 /핵물질방호협약" CPPNM), 원자력수출통제제도 
(Zangger Committee, ZC), NSG, Wassenaar Arrangement 둥이 있으며 l 일정 지역 내 

의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한 비핵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 NWFZ) 체제로는 

중남미 핵무기 금지조약πlatelolc이/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Rarotonga)， 아프리카 비핵 

지대 조약(pelindaba) 그리고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조약(Bangkok)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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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핵버확산조약(NPT) 

다자간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NPT는 당사국들의 원자력 활동을 평화 

적 목적에 한정하고l 핵무기의 제조나 개발에 참여하거나 관련 기술을 다른 국가에 이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적 조약이다. 

NPT는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EA의 안전조치를 핵비보유당사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적용하고/ 원자력수출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수입국의 원자력시설에 

안전조치의 적용을 요구하는 원자력 수출통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TBT는 지하를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의 핵실험을 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 

재 서명중에 있는 crBT가 발효되면 IAEA의 안전조치 체제와 같은 검증체제를 운영 

할 예정이다. 이 검증체제는 지진파/ 방사능 핵종I 수중옴파 및 공중음파를 탐지하여 

핵실험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서 검증체제의 일부가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 핵물질방호협 약(CPPNM) 

핵물질방호협약은 당사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방 

호조치를 강구하여 핵물질의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고 분실시 이를 회수하기 위한 체 

제를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핵물질 방호에 대한 사항은 불리적 방호협약， IAEA 
의 권고l 그리고 NSG의 물리적 방호 지침 (Guidelines)에 규정되어 있다. 

@ 원자력 수출통제 

원자력 교역에 관한 국제적 통제의 기반은 NPT의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에 따라 최초의 국제적인 원자력 수출통제 그룹인 zc가 설립되었으며I 이 위원회는 

I평화적 사용’/안전조치I/ /안전조치 하의 재이전I의 적용을 유발하는 수출통제 품목인 

/트리거 리스트(trigger list)'를 1974년 발표하였다. 

그 후 원자력 선진국들은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원자력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 

하기 위하여 NSG를 구성하였다. 이 그룹의 설립 목적은 첫째， NPT 비당사국이었던 

프량스를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시키고/ 둘째/ 원자력 수출통제에 있어 보 

다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목적의 NSG는 1978년 민감한 원자력 품목의 수출에 zc의 수출조건보다도 더욱 엄격 

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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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핵지대 (NWFZ) 조약 

NPI’I CTBT 퉁이 전세계의 국가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반면/ 비핵지대 (NWFZ) 조 

약은 어떤 특정 지역만올 대상으로 한다. 비핵지대 조약은 특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 

는 국가와 그 역내에 식민지 또는 관할하고 있는 영토 동올 보유하고 있는 역외의 국 

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비핵지대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핵보유국들의 조약 준수 

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 비핵지대의 부속서에는 주로 핵보유국들의 의무사항을 포함 

하고 있으며I 이들 국가에 대해서 발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비핵지대의 

회원국은 역내의 해당 국가와 핵보유국들로 구성된다. 

(2) 양자간 체재 

양자간 체제는 특정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두 개의 국가 또는 기관 퉁일 경우 형성 

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두 당사국 중에서 핵물질이나 장비 둥을 공급한 당사국이 

통제권을 가진다. 양자간 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 당사국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양국이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에 의뢰하여 해결한다. 양자간 체제는 다자간 체제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구축되어 있 

었으나I 다자간 핵비확산 체제가 출현함에 따라 안전조치 둥 일부분은 안전조치이관협 

정에 의해 다자간 체제인 IAEA로 그 기능이 이전되었다. 

원자력협력협정에서는 양국간의 핵물질 공급 및 기술이전 조건/ 핵물질 동의 형상 

및 내용변경 둥에 대한 의무 둥을 규정하고 있으며l 공동선언은 양국간의 원자력 이용 

개발에 따른 핵비확산 의무와 핵무기 개발의 포기에 관한 내용 둥올 규정하고 있다. 

핵물질과 장비의 국제교역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간 체결 

하는 원자력협력협정의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국제적 규범의 

중요한 요소이며 국제법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협력협정에 포함되는 주요 핵비 

확산 관련 규정은 공급국의 국내 규정과 동둥하며 그들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협정의 조항은 당사국의 핵비확산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로 규정되며 이외에 원자력 교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협력협 

정은 다른 국제조약이나 협약과는 달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을 위한 협력의 실 

질적인 창구이면서 또한 핵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령국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올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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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 국제규범 이행 현황 

여기에서는 앞에 셜명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협력대상국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출 가능성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 

야 하고 또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수출대상국의 핵비확산 정책이다. 

이는 이전되는 원자력품목이나 기술이 오직 평화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수출된 

국가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국제 핵비확산 체제가 강화되고 있 

는 측면에서 본다면 협력대상국의 국제 핵비확산 체제 참여 여부는 아주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주요 협력대상국의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참여 현황을 〈표-3-16>에 나타 

내었다. 

〈표-3-16> 주요 협력대상국의 국제 핵비확산 체제 참여 현황 

;강---------각r} 모로코 베트남 UAE 
인도 

칠레 
네시아 

NPT 당사국 。 0 。 。 。

전면안전조치협정 。 0 。 0 0 

IAEA 회원국 0 0 0 0 0 

추가의정서 (AP) A x x 0 0 

핵물질방호협 약(CPPNM) 。 x 。 。 0 

원자력 공급국그룹(NSG) x x × x x 

쟁거위원회 (ZC) × x x x ×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 。 0 。 0 

비핵지대 (NWFZ) 조약 A 0 0 

주1) 0: 발효， .6.: 서명(미발효)， x: 미서명 관련없음 

주2) CTBT는 아직 발효되지 못한 상태로/ 여기서는 서명 기준엄. 

NPT를 근간으로 하는 원자력 국제사회는 각국의 원자력활동에 있어서 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AEA의 안전조치/ 핵물질의 불리적 방호/ 수출통제4끼 둥을 충실히 

이행할 것파 최근에는 이런 국가들파만 원자력협력을 추진할 것올 요구하고 있다. 

〈표-3-16>에서 보인 바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협력대상국들인 

4끼 NSG와 zc에는 주로 원자력수출 능력이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거나 그런 국가들에게 자격 

이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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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l 베트남， UAE, 인도네시아l 칠레 모두가 NPT 당사국 및 IAEA 회원국으로 

IAEA와 NPT에 따른 전면안전조치협정올 체결하여 IAEA의 안전조치를 받고 있다. 

또한， IAEA의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칠레는 발효 중이나， 2004년 

12월 현재 모로코는 추가의정서에 서명만 베트남 및 UAE는 아직 서명하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 원자력 국제사회는 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의정서의 보편적 적 

용(universalization)을 요구하는 추세로 SMART 수출 대상국의 추가의정서 발효도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l 협력대상국 모두는 CTBT에 서명하고 있으며r 베트남을 제외한 모로코， UAE, 

인도네시아l 칠레는 핵물질방호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한편l 칠레는 Tlatelolco로 불리 

는 라틴아메리카 및 캐라비안 지역의 비핵지대(NWFZ) 조약의 당사국이며l 인도네시 

아는 방콕조약으로 불리는 남동아시아 NWFZ 조약의 당사국이다. 

다. 우리냐라와 협력대상국과의 원자력협력 현황 

최근 원자력 국제사회는 이라크/ 북한/ 이란 동의 핵개발 의혹과 A.Q.Khan 박사의 

핵 밀거래 네트워크의 발각으로 안전조치l 수출통제 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 

한 흐름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최근 개발도상국과의 원자력 수출 협력에 있어서 핵물 

질/ 장비r 기술 퉁이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표-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개국과 정부차원의 원 

자력협력협정 둥을 체결하여 양국간 원자력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19개국 

과는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보충협정 및 협력각서를 각각 1개국과 체결하고 었 

다. 정부 차원의 협력협정 체결 이외에I 한국 과학기술부와 태국 원자력청은 2004년 

3월 24일 원자력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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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7>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현황(2004년 말 현재) 

국가 협정명 
서명일 

발효일 
(서명장소)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 
'72.11.24 

’73.3.19 
미 국 개정:'74.5.15 

을위한협정 
(워싱턴) 

개정:’74.6.16 

캐나다 
대한민국정부와 카나다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 '76. 1.26 

’76. 1.16 
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서 울) 

스페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과 웅용을 위한 대한민국 원자력위원회 ’75. 7.14 

'76. 12. 10 
와 스페인 원자력위원회간의 보충 협정 (서 울) 

호 주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협 '79. 5. 2 

’79. 5. 2 
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 (캔버라) 

벨기에 
대한민국정부와 벨지움왕국정부간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분야 '81. 3. 3 

'81. 3. 3 
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브뤼셀) 

프랑스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정부간의 원자력의 명화적 이용에 관한 협 ’81. 4. 4 

'81. 4. 4 
력협정 (서 울) 

독 일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86. 4.11 

'86. 4.11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본 ) 

일 본 
대한민국정부와일본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협력 '90. 5.25 

'90. 5.25 
각서 (동 경) 

영 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 ’91.11.27 

'91.11.27 
부간의 협정 (서 울) 

중 국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94.10.31 

'95. 2.11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서 울) 

아르헨 대한민국정부와 아르헨티나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96. 9. 9 
(부에노스 ’97. 9.19 

티나 협력을 위한 협정 
아이레스) 

베트남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96.11.20 

'97. 1. 6 
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협정 (하노이) 

터어키 
대한민국정부와 터어키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명화적 '98.10.26 

’99. 6. 4 
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협정 (앙카라) 

러시아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공화국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협력 ’99. 5.28 '99. 10. 8 
을위한협정 (모스크바) 

브라질 
대한민국정부와 브라질정부와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 '01. 1.18 
력을 위한 협정 (서울) 

체크 
대한민국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 ’01. 3.16 

’01. 6. 1 
한 협력을 위한 협정 (서울) 

우크라 대한민국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 ’01. 7.23 
이나 한 협력을 위한 협정 (키에프) 

이집트 
대한민국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01. 8. 4 

'02. 6. 1 
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카이로) 

칠레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 ’02.11 .12 
한 협력을 위한 협정 (서울) 

루마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간의 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04. 2. 3 
'04. 9. 6 

니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부카레스트) 

카자흐 대한민국 정부와 차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 '04. 9. 20 
스탄 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아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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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협력대상국 중 우리나라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베트남과 칠레로 원자력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모로코와 협력협정 체결올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 세부 분야에 있어 기 

관간 협력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다. 또I 인도네시아와 UAE와는 현재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SMART 수출을 위한 협의가 추진 중에 있으나 양국간에 아직 

원자력협력협정은 체결하고 있지는 않다.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이전된 물질I 장비 둥이 핵무기나 

핵폭발장치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l 핵비확산 노력이 강화되고 있 

는 원자력 국제사회에서 향후 SMART 수출 대상국과의 원활한 원자력협력을 위해서 

는 협정에서 이전된 물질/ 장비 둥에 대한 공급국의 통제권(사전동의)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1) 모로코 

한국과 모로코간의 원자력분야에 대한 협력은 1998년 비엔나 소재 한국대사관올 통 

하여 본격적으로 협의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한국 과학기술조사단의 모로코 방문 

을 계기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모로코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IAEA의 해 

수담수화 관련 회의에 전문가를 파견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조 

사단이 재차 모로코를 방문하여 모로코 정부 당국자들과 양국간의 원자력 기술협력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다. 

한국대표단의 모로코 방문 이후/ 모로코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모로코 원자력연구 

소/ 수자원공사 동의 고위관리직과의 면담을 통하여 한국과의 원자력 분야 협력I 특히 

해수담수화 분야의 협력에 대한 모로코측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들의 노력에 따라 2001년 6월에는 모로코 원자력조사 

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다.48)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모로코 대표단은 최근 수년간 모로코에서 지속된 가뭄으로 식수조차 부족함을 언급하고I 

1990년대 중반 IAEA가 실시한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소개함. 

O 모로코 대표단은 중국과 양국간 협력협정에 의하여 추진해오던 해수담수화 사업이 

2000년에 중단되었음을 언급하고，49) 해수담수화 분야의 기술협력은 한국과 모로코 

양국간 협력의 주요 분야의 하나가 될 수 있음올 언급함. 

48) 2004년에는 KAERI 기술조사단이 모로코를 방문하여 RI 생산 및 이용파 연구로 이용분야 
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다. 

49) 모로쿄는 중국의 NHR-10을 이용한 원자력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였었으나， 규모가 작아 
담수생산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올 종료하였다. 

- 115 -



0 모로코측은 현재 모로코 에너지 수요의 거의 전량을 수업에 의폰하고 있으며I 따라서 

해수담수화 분야 뽑 아니라 전력생산 분야도 양국간 협력분야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함. 

현재 모로코의 전력계통 규모는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에는 규모가 작으므로/ 향후 

전력계통이 성장한 후l 중 · 장기적인 관접의 협력분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또한/ 모로코는 프랑스와 IAEA 기술협력 사업올 통하여 원자력해수담수화 부분의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부분적인 협력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50) 따라서 모로코와의 원자력협력 시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와 UAE와의 원자력협력은 2003년 9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 

47차 IAEA 총회 기간 중 UAE 수전력청(ADWEA) 부청장이 우리나라의 해수담수화용 

SMART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UAE간 SMART 관련 세미나 개최를 제안한 데서 비롯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UAE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우리나라 SMART의 UAE 

건설 타당성 연구 수행， UAE 인력 양성 지원 및 훈련l 정보교환/ 공동협력분야 도출 

동을 내용으로 하는 한 . UAE간 SMART 협렴올 위한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하였다. 또， SMART사업단과 ADWEA간 UAE에 SMART건설 타당성 연구협약 체결 

올 위한 협의를 수행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04년 12월 UAE에서 우리나라는 UAE 

와 KAERI.ADWEA간 SMART 해수담수 플랜트 타당성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였으 

며， 2005년부터 2년간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ADWEA는 2005년 준공 목표로 현재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I 동 센 

터에서는 담수 및 전력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특히 재료시험 분야에 큰 관심 

올 갖고 시설 및 설비 구축에 KAERI의 적극적인 자문 둥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50) 프량스는 그 동안 중소형 원자로를 이용한 원자력 해수담수화와 관련하여 방관자적 입장에 
있었으나I IAEA의 지역간 기술협력 사업 및 관련 활동에 개발도상국(아프리카， 중동， 동남 
아 둥)의 높은 관심과 실제적인 움직엄이 활발해지고 특히，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이 가시 
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자국의 역할 주도 및 북부 아프리차 지역 퉁(불어권)의 
독점적 시장 점유를 위하여 동 분야에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 
로코와 프량스는 HTR(200MWe) 원자로와 MED 담수공정을 이용한 원자력해수담수화가 
GCC+MED의 방법에 비해 초기 투자비는 크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시셜의 건설 소요기간은 약 6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l 전력 생산단가는 약 2.7centsjkWe 
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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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네시아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위하여 1994년 원자력협력협정 

(안)을 인도네시아에 전달하였으며/ 그 동안 양국은 협정 문안을 협의하여 왔다. 2003 

년 9월 인도네시아의 제4차 초안을 접수하였으며/ 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 

하여 이견을 절충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수담수화용 원자로의 인도네시아 수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IAEA의 원자력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10월 10일 비엔나에서 인도네시아 마두라섬의 

원자력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에 관한 예비 경제성 평가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2004년 9월 현재 IAEA 지역간(Interregional)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 

인니.IAEA 공동으로 인니 마두라섬 해수담수화 플랜트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작성올 준비 중에 있다. 

2003년 2월에는 SMART 건설부지 선정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l 

인니 연구기술부차관의 방한을 추진하여 한·인니 SMART 협력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양국간 Contact Point의 지정 동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4) 칠례 

우리나라는 철레와 2002년 11월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1년만인 2003 

년 11월에 제1차 한·칠레 원자력공동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는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y 철레에서는 칠레원자력위원회(CCHEN) 위원장을 수석대표 

로 하여 양국 원자력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국의 공통관심 분야로서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RI 및 방사성의약품의 생산 및 이용r 연구용 원자로의 활용l 

중소형원자로(SMART) 건설 둥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 철레도 우리나라와의 원자력 

협력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상기 분야 이외에도 방사 

선을 웅용한 식품 검역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희망하였다. 

또한， 2004년 11월 제2차 한·칠레 원자력 공동위원회가 칠레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2003년 7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KAERIjC<표ffiN/IAEA 삼자간 회의 결과에 

따라 양국은 중소형 원자로도입에 관한 예비 타당성 연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하였다. 

0 공동연구 서명식을 2005년 9월 IAEA 정기총회 기칸 중에 비엔나에서 개최 

0 공동연구기간은 2005년 10월 - 2007년 12월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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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6년 4명의 철레 전문가 KAERI에서 훈련키로 함 

0 공동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2007년 말 발간키로 함 

현재 칠레는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연구용 원자로 2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5) 베트남 

베트남은 베트남원자력위원회 (VAEC)와 관련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2020년까지의 장 

기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2015년을 전후하여 최초 원전올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 

하는 둥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하여 적극척인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11월 한·베트남 원자력연구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l 지금까지 

양국 고위 정부인사 및 전문가의 교환방문 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특히 I 1999년 

11월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기술조사단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 

남 고위인사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동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동 기술조사단의 협의결과에 기초하여 2000년 6월 베트남 원자력안전청장 일행이 

방한하였으며l 이어 같은 달 베트남원자력위원회(VAEC) 위원장 일행이 방한하여 국내 

원자력 연구 및 산업시설을 시찰하였으며/ 양국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 

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동 세미나에서 연구용원자로 이용/ 방사선 방호/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하였으며l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세미나 개최r 

원전도입 타당성 공동조사l 달라트 원자력훈련센터 지원I 원자력연구소와 베트남원자 

력연구소간 약정체결 둥에 대해서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 차관 및 관계기관의 실무자들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상기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올 협의하였다. 또/ 구체 

적으로 2001년 상반기에 l베트남 한국표준형원전도업 타당성 공동조사I를 착수하고 베 

트남 고위 원자력정책자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1차 한·베트남 원자력협력위원회가 2002년 7월 베트남에서 개최되었으며/ 

베트남의 원자력 전문인력 개발/ 연구용 원자로 기술협력I 안전규제 및 환경방사능 감 

시분야 협력I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하였다. 2003년 

에는 베트남 원전도입사업 진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3년 6월 보고서 초안 적성을 

완료하였으며I 2003년 7월에는 VAEC 위원장 방한을 추진하여 베트남의 노후 연구용 
원자로 유지 보수 및 신규 연구용 원자로 건설I 베트남의 원전건설 추진 둥에 대해 세 

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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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건의 사항 

세계적으로 중소형원자로의 개발은 해수담수화I 지역난방/ 공정열 공급l 선박추진r 

수소생산/ 그리고 중소규모 그리드용 전력공급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선박추 

진기술은 국제적 핵비확산과 광범위한 수용성에 어려운 점이 있고/ 수소생산기술은 고 

온·고압의 재료기술과 함께 수소경제시대가 2020년경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 교역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해수 담수화 

와 중소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I 그리고 중·저온의 공정열 공급과 같이 비 고온·고 

압의 이용 분야들이 사업 달성가능성/ 경제적 효익I 시장형성 가능성I 그리고 핵투명성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분야이다. 

우선 수요측면에서 중소형원자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세계시장 잠재력과 관련 

해 IAEA는 2020년까지 지 역난방의 경우 340 -7,600GWt, 공정 열 이용의 경우 240-

2,900GWt, 선박추진의 경우 40-400백만 Gt(Gross ton)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수 담수화의 경우도 지난 10년간 2배씩 증가해왔던 추세를 감안하여 2020년에는 

5，200만 톤/일의 시설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미래시장에 대해 원자력에너지 특히 중소형원자로의 시장점유율을 단정하기 

는 쉽지 않다. 이는 미래 에너지사용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 

이며， 더욱이 에너지원의 거의 전부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예측에는 

불확정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2005년 2월 예정된 기후변화협약 발효 

와 자원고갈 동으로 인해 과거 경험이 있던 원자력 선진국들에서 중소형원자로를 본 

격 이용할 경우 세계적으로 확산속도는 매우 빠르게 펼쳐질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1994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경 열병합 기능을 가진 상업화 플랜 

트를 완성할 계획인 우리나라 SMART 기술개발은 플랜트 원천기술 확보라는 측면에 

서 매우 시의적절한 투자였으며/ 더불어 원자로수명 60년l 가동율 95% 동파 같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설계목표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입중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준 

비해야 한다. 

기술적 경쟁력에 더하여 SMART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SMART의 계획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SMART의 존재를 홍보 

한 후 일정 대상국들을 기술이전 테스트 마켓으로 정하고 이 나라들과의 협력에 집중 

하고 이후 실적과 경험이 축적된 후 자연히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확산전략을 취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면 현재는 특정 대상국과 기술협력에 집중하는 단계에 있 

다. 이들 국가들과의 기술협력은 양국간 원자력 협력도 가능하지만/ 원자력기술 협력 

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두드러지는 기술협력 보다는 차라리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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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 분야로 내재되어 플랜트l 건설l 자원개발 동의 협력사업을 하나의 모률로 협력 

하는 방식의 효율성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기술 자립국으로서 우리나라의 SMART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가 높아 개발도상국 중 전력과 담수부족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희 

망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SMART의 실증용 플랜트를 통하여 기술의 우수성/ 

안전성/ 경제성 둥 종합적인 검증이 완료되면 원자력 이용의 다양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점 분석 

하였던 국가들의 시장 잠재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로코는 화석연료의 90% 정도를 해외 수입에 의폰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 
하고는 물 부족으로 인해 수력 발전은 한계가 있다. 또한I 모로코에서는 최근 산업발 

전/ 인구증가 퉁으로 인한 전력과 담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모로코는 중장기적으 

로 가격 및 전력공급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1994-6년 IAEA 기술협력 사업으로 수행된 타당성 연구 결과 2015년까지 대형 원자로 

보다는 중소형 원자로가 전력시스템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는 중소형 원 

자로를 이용한 전력 및 해수담수화 생산에 관심이 많은 만큼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관 

계가 확립된다면， SMART 수출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모로코는 중공업 인프라 둥 자 

국의 해수담수화 추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프랑스와 동 분야 

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51) 

UAE는 지속적인 산업발전 핵심요소인 전력과 담수 공급을 위해 원자력 도입에 큰 

관심을 갖고l 특히 SMART 플랜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양국 
간 대표단의 왕래로 동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4년 12월 UAE 
의 의회격인 Federal National Council(FNC)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담수화사업의 권고 

안을 승인하는 동의 적극적인 동향으로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강수자원을 갖고 있지만 대도시로 집중된 담수소비지에서는 

무분별한 수자원의 개발에 따른 해수의 유업과 오수정화 방식의 미비로 인한 지하수 

자원의 오염과 같은 물의 품질 문제가 심각하다. 이밖에도 지역이나 계절(건기)에 따 

른 수자원 공급량도 문제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두라섬의 산업시설 유 

치 및 생활 개선에 필요한 전기와 물 공급을 위해 중소형 원자로를 이용한 발전 및 

해수담수화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IAEA 삼 
자간 지역간 기술협력 사업으로 원자력해수담수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양국간의 신뢰도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기술협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기존 마 

두라섬 중심의 타당성 연구를 넓혀 자차르타 수자원 품질개선이나 서부 Tenggara-^l 역 

51) 프랑스는 모로코l 튀니지 퉁 북아프리차 지역에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여전히 영향력올 행 
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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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인구와 경제규모는 작지만 식수와 전력의 부족으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지 

역도 잠재시장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칠레는 지형적으로 남과 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관계로 지역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I 칠레는 수력발전 대부분이 남부에· 있어 북부지역까지 

전력올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수출 

제한으로 화력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칠레원자력위원회(Cαlen)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SMART와 같은 중·소형원자로 형태를 대체 전력 공급원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I 이웃한 아르헨티나가 원자력 선진국으로 평가받 

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칠레는 원자력 도입에 거부감이 없으며r 경제성만 있다면 도업 

가능할 정도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매우 우호적이다. 

베트남은 칠레와 마찬가지로 지형이 남북으로 길며/ 북부 지역에 수자원이 편중되 

어 있어 남부지역은 전력 공급에 어려옵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은 

납부 지역에 화력발전소의 건셜 장려 정책올 추진하는 둥 지역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산업인력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 

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가속화되고 있는 원자력협력은 베트남 원자력 

이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참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향후 베트남이 원전의 도입 채택시 대형의 원 

전과 함께 중소형 원자로의 분야에서 기술적 우수성/ 경제성이 입증된다면 우리나라의 

SMART 수출 가능성은 높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형원자로에 대한 세계시장의 미래수요나 주요 협력대상국들의 우호적 환경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SMART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최근 쇄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중소형원자로 협력 요청에 부웅하기 위해서는 관 

련 사업관리 역량의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형 원자로 국내시장 없이 해외시장부 

터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실적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 경험을 비축한 

미국1 일본/ 러시아I 중국/ 캐나다I 스위스1 차자흐스탄 둥 원자력 선진국에 비할 때 국 

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외국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노력은 지속하는 데 더해 국내시장 개발 가능성도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시장 적용가능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 시장특성올 조사하 

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분산형 에너지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 패 

러다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원자력기술의 발전전략으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주요 협력 대상국들에 대한 원자력 의사결정체제와 규제기준 동의 이 

해를 위해 각국의 원자력 법령체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외국과의 원 

자력 기술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지만 아직까지 국내 원자력계 혹은 SMART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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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 부서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이 분야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I 현실적인 제약으로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 

하면서 형성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는 추후 이 분야 추가연구 시 밑거름이 될 것으 

로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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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

(주요국의 원자력 관련 법령 현황) 

1. 아랍에미리트 

2. 인도네시아 

3. 철레 

원자력과 같이 거대하고 민감한 프로그램의 수행이나 국제교역에 있어 국제 

사회 레짐의 준수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원자력 법률 체제 구촉은 원자력의 

명화적 이용이라는 대외투명성 확보를 위해 펼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 가능국들과의 원자력사업 협력을 염두에 두고 해당국들 

의 원자력 관련 법령들의 현황조사를 시도하였다. 현실적으로 언어의 장벽 

과 기초데이터 수집에 불충분한 연구기간 동으로 당초 목표로 하였먼 에너 

지， 전력， 원자력， 그리고 수자원 관련 법령들의 조사는 불가능하였다. 

본 부록에서는 연구기간 중 입수된 아랍에미리트의 방사선 관리에 관한 연방 

법과 인도네시아의 원자력법을 원문과 함께 번역 소개하고， 이어 칠레의 원 

자력법령 체계와 원자력기술 협력 시 가장 밀접한 영향올 미철 방호법의 구 

성에 대해서 소개한다. 

참고로， 원자력 기술교역을 위해서는 해당국의 원자력 방호， 안전， 손상책임 

보상제도 풍의 규정올 아는 것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노 

력이 부족하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 추구했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 

져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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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랍에 미 리 트(UAE) 

가. 연방법 제 (1) 2002호1) 원문 

Zayed Bin Sultan AI-Nahyan 
The UAE President Federal Law No. (1) 20(객 

Regarding the 
REGULATION AND CONTROL OF THE USE OF RADIATION SOURCES 

AND PROTECTION AGAINST THEIR HAZARDS 

We, Zayed Bin Sultan AI-N삶\yan， the UAE President; Having reviewed the 
Constitution; and Federal Law No. 1/1972 regarding the scope of competencies of 
the ministries, and the powers of the ministers, 없ld its amending laws thereto; and 
Federal Law No. 8/1973 regarding the Civil Service i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laws in amendment thereto; and Federal Law No. 3/1979 regarding the 
Civil Defence, and the laws in amendment thereto; and Federal Law No. 8/1980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labour relationships, and the laws in amendment 
thereto; and Penal Code promulgated by the Federal Law No. 3/1987; and Penal 
Procedure Code promulgated by the Federal Law No. 35/1992; and Federal Law 
No. 7/1993 establishing the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and Federal Law No. 
24/1999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 and Upon what 
has been presented by the Minister of Electricity and Water, and the approval of 
the Cabinet, and the endorsement of the Federal Supreme Council; Have issued the 
following law: 

Article 1 

In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the following terms and 
expressions shall have the me없꾀ngs assigned thereto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rres: 

State : The Stat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Ministly : The Ministry of Electricity and Water 

Minister : The Minister of Electricity and Water 

Competent Autho꺼ty : The local competent authority in the relevant 
emirate, or the relevant federal ministry. 

Competent : The department at the Ministry which is concerned with the 
Directorate reg비ation and control of the use of the radiation sources, and 

the protection against their hazards. 
Radla업on 타posure : It is the exposure of people, either the workers , patients or 

public at large, to the ionizing radiations, or radioactive 

1) Source: http://www.uae.gov.ae/moewÆnglish/e_federallaw.htm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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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Exposure 

Medical Exposur톨 

Public Exposure 

Exposure Path빼ys 

Prac'엔ce 

Radiations 

lonizing Radiations 

loniza엔。n Radiations 

lonizing Radiation 
Souπes 

Radioactive Wastes 

Radiation Accident 

Radiation Worker 

substances. The exposure can be external exposure, as a 
result of irradiation by radiation sources outside the human 
body, or internal exposure as a result of irradiation by 
radioactive material absorbed taken in the human body. 
Radiation exposure can be classified as either normal 
exposure, exposure 
expected to be received under normal operating conditions of 
a radiation source, or potential exposure, that may result from 
radiological accidents radiation exposure is also classified 
either as occupational, medical, or public exposure. 

: It is the exposure of a person working with ionizing radiation 
sources during, or due to, performing his job. 

: it is the exposure of a patient to the ionizing radiations as a 
pa야 of the diagnosis or treatment of his sickness. 

: It is the exposure to the ionizing radiation incurred by 
members of the public, who have nothing to do with the 
practice or the radiation source. 

: The routes by which radioactive material can reach or 
irradiate humans. 

: Any human activity that introduces additional sources of 
exposure or exposure pathways or extends exposure to 
additional people or modifies the routes of exposure pathways 
from existing sources, leading to increase the exposure or 
probability or exposure of people or the number of people 
exposed. 

: The ionizing radiations. 

: They are all the charged or neutral particles or 
electromagnetic rays, which cause ionization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when they interact with matter. lonizing radiations 
include alpha, beta and neutron particles, and electrons and 
gamma and X-rays. 

: The ability to produce ion pairs or loss of one electron or 
more from atoms of matter when interacting with it. 

: The substances or devices, which emit ionizing radiations, 
or devices used to accelerate subatomic particles. 

: Substances containing radionuclides or radioactive materials 
whatever their physical forms, and for which no further use is 
foreseen, and therefore will be confined so that to control 
their emission rate to the environment. 

: Any accident which leads to the exposure of any person to a 
doses of ionizing radiation, which exceeds the permissible 
limit or the loss of a radioactive material or radiation device. 

: Any person who works, whether full time or temporarily in a 
field involving the use of ionizing radiations, or unde야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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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which entails his presence in a place where radiation 
sources are used. 

Article 2 

A directorate shall be established at the Ministry to be responsible for regulating 
and controlling of the use of radiation sources, and the protection against their 
hazards. It shall be called the "Cornpetent Directorate." 

A decree shall be issued by the council of Ministers regarding its organization, 
procedures of work, responsibilities and it shall particularly be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 

1. Preparation of the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safe handling of ionizing radiation 
sources and to raise the same to the Minister for their issue thereof. 

2. Co-oper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regulating practices relating to ionizing 
radiation and the issuance of licences referred to herein. 

3. To inspect, follow-up and control radiation sources and their uses in co-oper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4. Supervision of programmes for training and qualifying the technical personnel of the 
authorities which impJement this Jaw, in co-oper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5. Preparation of an emergency plan to respond to radiological disasters on the national 
level in co-oper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inside and outside the state. 

Article 3 

A cornrnittee shall be forrned by a Ministerial Decree. It shall be called the 
"Radiation Protection Cornrnittee (RPC) ", chaired by 남le Deputy Minister of the 
Ministry of Electriciη and Water and consisting of a nurnber of cornpetent 
rnernbers representing the following authorities, and upon their nornination 

The Armed Forces. 

The Ministry of Interior. 

The Ministry of OiJ and Mineral Resources. 

The Ministry of Health . 

The Ministry of Information. 

The Emirates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The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The General Secretariat of UAE Municipalities. 

The Three Representatives of the State Municipalities, or of the local authorities which 
are concerned with environment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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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stoms Supreme Council. 

The Minister may add to the Radiation Protection Committee (RPC) any members 
from the federal or local governmental authorities as he deems appropriate. 

The minister shall appoint the deputy chairman of the RPC.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rectorate at the Ministry shall be a member and 
rapporteur of the RPc. The RPC may seek the assistance of any expert or 
specialist, as it deems appropriate, tQ help it to undertake its works 뻐d duties, 
but they shall not have the right to vote on the deliberations of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raise its recommendations to the Minister to issue the 
necess따y resolutions. 

Article 4 

The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 

1. T 0 specify the partic비ar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competent authority in 
the State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2. To establish an emergency plan to deal with any radioactive disasters on the 
state level, in co-operation with the Civil Defence, and other concerned authorities. 

3. To Approve the adoption of regulations, rules and guidelines of radiation safety 
and practices, and any additions or amendments to them in the ligh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4. Making proposals on the fees to be prescribed for the licences and other activities 
referred to herein. 

5. Provision of opinions and technical advice on matters referred to it b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Article 5 

No Real or Judicial person is allowed to conduct any of the following acts if he 
obtains a prior approval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and a licence from the 
Competent Directorate: 

1. Import, export, transportation, storage, operation, manufacture or distribution of the 
ionizing radiation sources. 

2. Treatment or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by the works and activities 
provided in Para 1 hereinabove. 

3. Assemble of radiation sources, or build installations, laboratories, or warehouses for 
distribution or storage of the ionizing radiation sources, or to change the locations 
or specifications of such installations, or to terminate the ~orks thereat. 

Artic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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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le Ministry of Health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ìces in 
Dubai, 없ld the Medical Services at the Armed Forces 없ld the Police, each within 
its scope of powers, have competences to issue the licence for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medical fields, in co-operation with the Competent Directorate.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shal1 be exempted from the condition of obtaining the 
licences referred to if they obtain the approval of the Council of Ministers for the 
works which they w il1 conduct. 

Article 7 

The necessaη fees prescribed ag려nst the licences and activities provided herein 
shal1 be fixed by a resolution from the Council of Ministers upon the presentation 
of the Minister. 

Article 8 

The personnel of the Ministry, competent authority, and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in the emirates, as specified by a resolution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Is1없nic Affairs and Awqaf [Endowments], in co-ordination with the Minister 
of Electricity and Water, shall have the power of judicial detention officers 
regarding establishment of the facts of 따ly violations to this law, 없ld its executive 
resolutions, within the scope of their competencies. 

Article 9 

The licensee must observe the following: 

1. To take the necessa깨 precautiona깨 measures regarding the radiation sources. 

2. Immediately report of any radiation accident. 

All tha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of the rules and regulating 
procedures in this regard. 

Article 10 

Any violator of any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5 hereof shall be imprisoned, and 
fined not less than Dh. 150,000 없ld not exceeding Dh. 1000,000. 

Article 11 

Any violator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9-2 shall be imprisoned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fined not less than Dh. 100,000, and not exceeding Dh. 500, 000. 

Article 12 

Any vi이ator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9-1 hereof shall be imprisoned, andjor 
fined not less than Dh. 50,000, and not exceeding Dh. 150,000. 

- 129 -



Article 13 

Any violator of any other provision of this law, or its executive regulations, shall 
be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three months, and/or fined not more than Dh. 
3000. 

Article 14 

Equipment and materials the su비ect of the violation caught shall be confiscated. 
The offender shall be obliged to pay any expenses of the confiscation 뻐d disposal. 
The places the subject of violation which have not satisfied the standard conditions, 
shall be close down. They shall not be re-opened unless the said conditions are 
met, and the approvals of the competent authoriη， competent Directorate, and 
Public Prosecution obtained. 

Article 15 

The application of the penalties listed herein shall not preclude the imposition of 
any aggravated punishments stipulated in any other law. The punishments of the 
offences provided herein shall be doubled in 산1e event of their repetition. 

Article 16 

Any person possessing or using any ionizing radiation source on the operative date 
hereof should contact the competent authority, and Competent Directorate to 
obtain the necess암y licence, and regul따ize his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within nine months from its operative date. 

Article 17 

The Minister shall issue the directories necess따y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Article 18 

Any provision repugnant or contradictory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shall be 
repealed. 

Article 19 

πlÎs law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따 Gazette, and come into force from the 
date of its publication. 

Zayed Bin Sultan A1-Nahyan 

The UAE President Promulgated by us in the Presidential Palace in Abu Dhabi: 

α1: 22 SHAWAL 1422 H. 

Being: 6th Januar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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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번역문 

Zayed Bin Sultan AI-Nahyan 
아랍 에미리트 연방 대통령 연방법 제 (1) 2002 

방사선원 이용의 규제와 통제 및 방사선원 위험의 방어에 관하여 

우리I Zayed Bin Sultan AI-Nahyan, 아랍 에미리트 연방 대통령은 헌법; 내각의 권한 
범위와 장관 권한에 대한 연방법 제1/1972 및 이 법의 개정안; 연방 정부의 민사업무 
(Civil Service)에 대한 연방법 제8/1973 및 이의 개정안; 민방위에 대한 연방법 
제3/1979 및 이의 개정안; 노동관계의 규제에 대한 연방법 제8/1980 및 이의 개정안; 
연방법 제3/1987에 의하여 명시된 형법; 연방법 제35/1992에 의하여 명시된 형사 
절차법전; 연방 환경국을 설립하는 연방법 제7/1993; 환경의 보호 및 개발에 대한 
연방법 제24/1999; 그리고 전기/수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제출된 것l 내각의 숭인l 연방 
최고 법원의 승인들을 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은 법률을 공포한다: 

제 1 조 

이 법률의 
및 표현은 

규정을 시행할 때l 문맥이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다음 용어 
여기서 할당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국가 

부 (Mínístry) 

장관 (Mínister) 

관할 관청 

관할 관리살 

방사선 노훌 

직업적 노출 

의학적 노훌 

대중 노훌 

노출 통로 

살습 

아랍에미리트 연방 

전기/수자원부 

전기/수자원부의 장관 

타당한 토후국내 또는 타당한 연방 내각 내 현지 관할 관정 . 

방사선원 

관계하는 
이용의 규제와 통제 및 방사선원 위험 밥어에 
부의 실. 

전리 방사선 또는 방사성 물질에 사람 (즉， 근로자， 환자， 또는 
대중)이 노출되는 것. 이 노출에는 외부 노출 또는 내부 노출이 
있을 수 있다. 외부 노출은 인체 밖에서 방사선원의 조사로서 

결과한다. 내부 노훌은 인체 안으로 흘수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방사선 조사로 초래된다. 방사선 노출은 정상적 노출， 
밤사선원의 정상 작동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노출， 또는 
방사성 물질의 사고에 기인한 잠재적 노출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방사선 노출은 직업적 노출， 의학적 노출， 또는 
대중 노출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리 방사선원을 사용한 일의 실행 동안이나 만기에 그 일을 
한 사람의 노출.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의 일부로 전리 방사선에 환자를 

노출하는 것 . 

실습 또는 방사선원과 무관한 대중의 구성원이 초래하여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 

방사성 물질이 인간에게 도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노선. 

노출 또는 확률 또는 사람의 노출 또는 노출된 사람 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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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면서， 노출원의 추가 또는 노출 통로를 도입하거나 
추가분의 사람에게 노출을 확장하거나 기존 선원에서 노출 

통로의 노선을 변경하는 모든 인간 활동. 

전리 방사선. 

물질과 상호 작용활 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리를 

유발하는 모든 대전 입자， 중립 입자， 또는 전자기파. 전리 
방사선은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중성자 입자， 전자， 감마선， 

엑스레이 등을 포함한다. 

방사선 

전리 방사선 

경우에 물질의 원자로부터 이온썽이나 

전자 손실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 
방사선과 상호 작용할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전리 방사능 

입자를 물질이나 장치， 또는 아원자의 
장치. 

느
」
 」-
」

하
 되
 

출
 용
 

방
 사
 

전리 방사선을 

가속하기 위해 

전리 방사선원 

물리적 형태가 무엇이건 더 이상의 사용이 예견되지 않으므로 

환경 배출율을 통제하기 위해 밀폐될 방사성핵종 또는 밤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물질. 

방사성 펴|기물 

허용 오차 을 초과하는 전리 방사선의 선량에 사람의 노출을 
초래하는 모든 사고 또는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선 장치의 손실 . 

방사선 사고 

전리 방사선의 이용을 수반하는 분야에서 또는 방사선원 0 

사용되는 곳에서 그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떠맡은 
분야에서 전임 혹은 임시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 

방사선 근로자 

제 2 조 

관리실은 방사선원의 이용과 위험 방어의 규제 및 통제에 책임이 있는 부 
(Minis며r)에 설치될 것이다. 이는 ”관할 관리실”이라고 불릴 것이다. 관리실의 조직/ 
작업 절차/ 책임 퉁과 관련한 법령은 각료 회의 (the Council of Ministers)가 공포할 
것이다. 이 관리실은 특히 다음에 책임이 있다: 

1. 전리 방사선원의 안전 취급에 필요한 규제의 준비 및 장관에게 방사선원의 이슈에 대한 
규제의 제시. 

발행 규제 시 관할 관청과의 면허의 2. 전리 방사선-관련 실습 규제 시 및 여기에 언급된 
협력. 

3. 관할 관청과 협력하여 방사선원 및 이의 이용을 점검하고 추적하고 통제하는 것. 

자격부여용 기술 요원의 법률을 실행하는 기관의 4. 관할 관청과 협력하여， 훈련용 및 O 
프로그램의 감독. 

대응할 비상 계획 방사성 재해에 관힐 관청과 협력하여， 국가 차원에서 5. 국가 안팎에서 
의 준비. 

불릴 
각 

제 3 조 

위원회가 내각 법령에 의하여 창설될 것이다. 이는”방사선방호위원회 (RPC)"라고 
것이다. RPC에서는 전기/수자원부의 부장관이 의장직을 맡는다. 그리고 다음의 
관청이 지명한 관청-대표 관할 회원들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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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부. 
내디닙 -r-r. 

오일 및 광물 자원부 . 

보건부. 

정보부. 

에미리트 통신공사. 

농수산부. 
법디닙 -r-r. 

고등 교육 및 과학 연구부 . 

노동 및 사회부 . 

연방 환경국 . 

아랍 에미리트 연방 자치제 사무국. 

국가 자치제들의 3인 대표 또는 환경 업무-관련 지방 기관들의 3인 대표 . 

판세 최고 회의. 

이 장관은 적당한 때에 연방 기관이나 지방 기관에서 선정된 어떤 회원들올 RPC에 
추가할 수 있다. 이 장관은 RPC의 부의장을 임명한다. 이 부의 관할 관리실의 
지휘자는 RPC의 회원 및 보고자가 된다. RPC은 적당한 때에 RCP의 작업 및 의무 
착수를 돕는 어떤 전문직이나 특정직의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 필요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위원회는 
장관에게 위원회의 권고를 제시한다. 

제 4 조 

위원회는 다음에 책임이 있다: 

1. 이 법률의 규정의 
명시하는 것. 

실행에 관해서 국가 내 각 관할 관청의 트틀저 --， c그 

2. 민방위 
계획을 

3. 과학적 
그리고 

및 다른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확정하는 것. 
국가 차원에서 

및 기술적 개발에 비추어， 규제， 방사선 안전 및 
이들에 어떤 추가나 개정 등의 채택을 승인하는 것. 

방사성 

실습의 

권력 

재해를 

규칙 

QI 
:><: 

j:HOI .s므 
-， c그 E르 

다룰 비상 

및 지힘서， 

4. 여기에 언급된 면허 및 다른 활동에 대한 소정 요금의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 

5. 위원회의 의장에 의하여 위원회에 언급된 문제에 대한 견해 및 기술적 조언의 준비. 

제 5 조 

만약 관할 관청에서 사전 승인 및 관할 관리실에서 면허를 얻는다면， 실제 또는 법률 
사람은 다음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 된다: 

1. 전리 방사선원의 수입， 수출， 운송， 저장， 운영， 제조 또는 배급. 

2 위의 제 1항에서 언급된 작업 다1 
^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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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처분. 
3. 방사선원을 조립하거나， 전리 방사선원의 배급이나 저장을 위해 설비， 
실험실， 또는 창고를 건축하거나， 그런 설비의 위치나 사양을 변화시키거나， 
그곳에서 작업을 종결하는 것. 

제 6 조 

관할 관리실과 협력하면서I 보건부I 두바이 (Dubai)의 보건 및 의료부I 그리고 
국방부와 경찰의 의료국은 각각의 권한 범위 안에서 의학 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위한 
면허를 발행할 법적 자격이 있다. 수행할 작업에 대해서 각료 회의의 승인이 있다면 

정부 관청은 언급된 면허 취득 조건에서 면제된다. 

제 7 조 

여기에 제공된 면허 및 활동에 대한 소정의 필수 요금은 장관의 추천으로 각료 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 8 조 

법무/이슬람종교/기금(Awqaf)부 장관의 결의안에 상술된 바와 같이l 전기/수자원부 
장관과 협력하여/ 이 법률의 어떤 위반 사실 및 그것의 집행 결의 동의 확립에 관해서 
내각/ 관할 관청/ 및 토후국내 지방 자치부 둥의 직원은 그들의 관할 범위 내에서 
법적 구류 공무원의 권한을 갖는다. 

제 9 조 

면허받은 사람은 다음을 지켜야한다: 

1. 방사선원에 관해서 필요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 

2. 모든 방사선 사고의 즉시 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규칙 및 규제 절차 둥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여기 제 5조의 어떤 규정이든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구금되고 150,OOODh 이상 
1,OOO,OOODh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1 조 

제9-2조의 규정의 모든 위반자는 1년 이하 구금되고 100,OOODh 이상 500,OOODh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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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여기 제 9-1 조의 규정의 모든 위반자는 구금되고/되거나 50,OOODh 이상 150,OOODh 
미 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3 조 

이 법률 또는 이것의 집행 규제의 어떤 다른 규정의 모든 위반자는 3개월 까지 
구금되거나 또는 3,OOODh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4 조 

위반자가 소유한 장비 및 물자는 압수될 것이다. 이 위반자는 압수 및 처분의 모든 
경비를 지불할 의무를 질 것이다. 표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위반자의 장소들은 
폐쇄될 것이다. 만약 언급된 조건이 만족되지 않고 관할 관청l 관할 관리실l 그리고 
검찰의 승인이 획득되지 않는다면 이 장소들은 재개되지 않는다. 

제 15 조 

여기에 작성된 형벌의 적용 때문에 어떤 다른 법률에 명시된 어떤 악화된 처벌의 
부과가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제공된 위반의 처벌은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두 배가 된다. 

제 16 조 

여기에서 발효일에 어떤 전리 방사선원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필요한 
면허를 얻기 위해서 관할 관청 및 관할 관리실과 연락할 것이며/ 이 법률의 발효일 
부터 9개월 내에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의 법률 신분을 공식화한다. 

제 17 조 

장관은 이 법률의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칩을 공포한다. 

제 18 조 

이 법률의 규정에 모순되거나 상반된 모든 규정은 폐지된다. 

제 19 조 

이 법률은 관보에 공고될 것이고l 이 공표일에 발효된다. 

Z야red Bin Sultan AI-Nahyan 

아랍 에미리트 연방 대통령: 

아부다비의 대통령 궁전에서 우리들에 의하여 명문화됩: 

일시: 22 SHAWAL 1422 H (2002년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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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도네시아 

가. 원문 

ACT OF THE REPUBLlC OF INDONESIA ACT 
NUMBER 10 YEAR 1997 ON 

NUCLEAR ENERGY 

WITH THE BLESSING OF GOD THE ALMIGHTY THE PRESIDENT OF THE REPUBLlC OF 
INDONESIA, In considerations : 

a. that nuclear energy is related with the life and safety of the people, therefore it 
must be possessed by the State, and its beneficial use for national development is 
aimed to the realization of a just and prosperous community, materially and 
spiritually, based on the Pancasila and the • 945 Constitution; 

b. that the development and beneficial use of nuclear energy in the various fields of 
human life in the world have been so advanced that its beneficial use and 
development for a sustained nat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wareness need 
to be enhanced and expanded for increasing the Nation’s welfare and 
competitiveness; 

c. that due to safety, security, peace, health of workers and members of the public,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the use of nuclear energy shall be implemented 
correctly and carefully and is aimed for peacefl비 purposes and for the utmost benefit 
for the people’s welfare and prosperity; 

d. that due to the nature of nuclear energy which can not only give advantages but 
also cause radiation hazards, it is imperative that eve깨 activity which is related to 
nuclear energy be regulated and be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e. that Act number 31 year 1964 on Basic Stipulations of Atomic Energy does not 
suffice anymore with the current developing situation; 

f. that with due considerations to points alphabetical letters 르， Q， ~， 얻， and 용，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an Act on Nuclear Energy. 

In view of : 

1. Article 5 paragraph (1), Article 21 pa떠graph (1) , and Article 33 of the 1945 
Constitution; 

2. Act number 11 year 1967 on Basic Stipulations of Mining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year 1967 number 22,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upplement number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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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PPROVAL OF THE PEOPLE'S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니C OF INDONESIA HAS DECIDED : 

To stip비ate : THE ACT ON NUCLEAR ENERGY.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As used in this Act, the term 

1. Nuclear ene며y activity shall mean anything related with the beneficial use, 
development and acknowledge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ontrol of 
any activity related to nuclear energy. 
2. Nuclear ene매y shall mean all forms of energy released in the process of any 
nuclear transformation, including energy from ionizing radiation sources. 
3. lonizing radiation shall mean electromagnetic waves and energized corpuscules 
capable of producing ionization in its passage through matter. 
4. Use shall mean the beneficial use of any nuclear energy activity that includes 
research, development, mining, fabrication , manufacturing, production, transportation , storage, 
transfer, export, import, decommissioning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or 
enhancement of the people’s welfare. 
5. Nuclear mate꺼al shall mean any material that could cause a chain reaction or any 
material that can be changed into such material that could cause a chain reaction. 
6. Nuclear ore shall mean the raw material used for producing nuclear fuel. 
7. Nuclear fuel shall mean any material which is capable of producing energy by a 
self-sustaining chain process of nuclear transformation. 
8. Radioactive waste shall mean any radioactive material and any material as well as 
equipment that has been contaminated by radioactive material or becomes radioactive due to 
the operation of a nuclear installation, and can not further be used. 
9. Radioac삐ve mate꺼al shall mean any material that emits io미zing radiations having a 
specific activity greater than 70 kBq/kg (2 nCi/g). 
10.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hall mean the collection, segregation, process, 
transportation, storage and/or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11. Radioisotope shall mean any isotope capable of emitting ionizing radiations. 
12. Nuclear Installation shall mean : 

a. any nuclear reactor; 

b. any facility for the purification, conversion, enrichment of uranium, fabrication of 
nuclear fuel and/or reprocessing of spent fuel; and/or 

c. any facility which is used for storing nuclear and spent nuclear fuel. 

13. Nuclear reactor shall mean any structure containing nuclear fuel in such 
arrangement that a controlled self-sustaining chain process of nuclear fission can occur and 
be used to generate power, or used for research, and/or radioisotope production. 
14. Decommissioning shall mean the process by which a nuclear installation is finally 
taken out of operation and for the ultimate safety and security, i.e. , removal of the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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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s from the reactor core, the dismantling of reactor components, and decontamination. 
15. Nuclear incident shall mean any occurrence or succession of occurrences having 
the same origin which causes nuclear damage. 
16. Nuclear damage shall mean any damage that can be in the form of loss of life, 
any personal i미U깨， or damage to property, contamination and damage to the environment 
which arises out of radiation or a combination of radiation with toxic, explosive or other 
hazardous prope메es as a result of nuclear fuel criticality in a nuclear installation or during 
transportation, including damage as a result of preventive measures and damage as a result 
of or reinstatement of environmental measures. 
17. 0뿜rator of nuclear installation shall mean any individual person or any legal body 
that is liable in operating a nuclear installation. 
18. Thi며 party sh허 1 mean any individual person or any legal body that suffers from 
nuclear loss, not including the Operator of the nuclear installation and workers of the nuclear 
installation, who,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structure is under the Operator of the nuclear 
installation. 

Article 2 

1. Nuclear materials consist of : 
a. nuclear ore, 

b. nuclear fuel, and 

c. nuclear spent fuel. 

2. Nuclear materials are possessed by the State and their uses are regulated and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rticle 3 

Chapter " 

INSTITUTIONALS 

1.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n Executing Body, which is under and directly 
responsible to the President, and which shall have the task to execute the use of nuclear 
energy. 
2. To accomplish the task under paragraph (1), the Executing Body shall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general surveys, explorations and exploitations of nuclear ore, 
raw material production for manufacturing and fabrication of nuclear fuel , production of 
radioisotop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rticle 4 

1.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Regulatory Body, which is under and directly 
responsible to the President, and which shall have the task to control any activity using 
nuclear energy. 
2. For the performance of the task under paragraph (1), the Regulatory Body shall 
establish regulations, conduct licensing processes and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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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Nuclear Energy Advisory Council , which shall have the 
functions to give advices and opinions on the use of nuclear energy. 

Article 6 

The positions, main tasks, functions,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the Institutions, under 
Article 3, Article 4 and Article 5, shall further be reg비ated by Presidential Decrees. 

Article 7 

The Government may establish any State Company which shall be related to the commercial 
use of nuclear energy. 

Article 8 

Chapter 111 

RESEARCH AND DEVELOPMENT 

1. Research and development on nuclear energy shall be conducted in order to master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safety, security, peace and the welfare of 
the people. 
2.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under paragraph (• ) are accomplished mainly by 
and become the responsibility of the Executing Body. 
3. Research and development on nuclear safety must be considered to reduce 
negative impacts on the use of nuclear energy. 
4. To impl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under paragraph (1), the Executing Body 
may cooperate with other institutions and bodies. 

Chapter IV 

NUCLEAR ENDEAVOURS 

Article 9 

1. General surveys, explorations and exploitations of nuclear material/ore shall only be 
implemented by the Executing Body. 
2. The Executing Body under paragraph (1) may cooperate with any State Company, 
Cooperatives, Private Company, and/or other bodies. 

Article 10 

1. The production and/or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for manufacturing nuclear fuel 
shall only be accomplished by the Executing Body. 
2. The Executing Body under paragraph (1) may cooperate with any State Company, 
Cooperatives, and/or any privat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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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1. The production of non-commercial nuclear fuel shall be implemented by the 
Executing Body. 
2. The production of commercial nuclear fuel shall be performed by a State Company, 
Cooperative, and/or any private c。πlpany .

Article 12 

1. The production of non-commercial radioisotopes shall be accomplished by the 
Executing Body. 
2. The production of commercial radioisotopes shall be implemented by a State 
Company, Cooperative, and/or any private company. 

Article 13 

1. The Development,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of non-commercial nuclear 
reactors shall be implemented by the Executing Body. 
2. The Executing Body under paragraph (1) may cooperate with any other government 
institution and state university. 
3. The Development,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of commercial nuclear reactors 
shall be performed by a State Company, Cooperatives, and/or any private company. 
4. The Development of any commercial nuclear reactor under paragraph (3), in the 
form of a nuclear power plant, shall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after consulting with 
the People’s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hapter V 

NUCLEAR ENERGY CONTROL 

Article 14 

1. The control on the use of any nuclear energy shall be performed by the Regulatory 
Body. 
2. The control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mplished through regulations, 
licensing, and inspections. 

Article 15 

The control under Article 14 is aimed to : 

a. assure the welfare, security and peace for people; 

b. assur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nd the public and also for the protection 
。f the environment; 

c. maintain law enforcement in implementing, the use of any nuclear energy; 

d. increase the law awareness of the user to create a safety culture in the nuclear 
field; 

e. prevent the changing of the purpose of the nuclear material u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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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ssure maintaining and increasing of worker discipline in the use of nuclear energy. 

Article 16 

1. Eve깨 activity related to the use of any nuclear energy is obligated to maintain the 
safety, security, and peace, as well as the health of the workers and the public, and als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2. The provisions under paragraph (1) will be further administered by Government 
Regulations. 

Article 17 

1. Every use of nuclear energy shall be subjected to licensing, except in certain cases 
which shall further be administered by Government Regulations. 
2.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reactors and other nuclear installations as 
well as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reactors shall be subjected to licensing. 
3.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licensing under paragraph (1) and paragraph 
(2) will be further administered by Government Regulations. 

Article 18 

1. Every license under article 17 will be charged a fee by the Government. 
2. The fees of the charge under paragraph (1) shall be stipulated by a Decree of the 
Minister for Finance. 

Article 19 

1. Every employee who operates a nuclear reactor and any special employee in any 
other nuclear installation and in installations that use ionizing radiation sources shall be 
obligated to possess a license. 
2. The requirements to obtain the licenses required under paragraph (1) will be further 
administered by the Regulatory Body. 

Article 20 

1. The inspection of nuclear installations and any installation that uses ionizing 
radiation shall be accomplished by the Regulatory Body in order to control the fulfillment of 
requirements in the licensing process and regulations in nuclear safety. 
2.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mplished by an Inspector who is 
appointed and relieved by the Regulatory Body. 
3.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periodically and in an 
incidental manner. 

Article 21 

The Regulatory Body shall unerringly keep forging ahead, guiding and counseling on the 
performance to efforts related to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nd the public, as well as the 
protection to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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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RA미OACTIVE WASTE MANAGEMENT 

Article 22 

1.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hall be conducted to mitigate radiation hazards 
to workers, to the public, and to the environment. 
2. The radioactive wastes under paragraph (1) are classified into low level radioactive 
wastes,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s, and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Article 23 

1.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under Article 22 paragraph (1) shall be 
accomplished by the Executing Body. 
2. In performing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under paragraph (1), the Executing 
Body may cooperate with or appoint any State Company, Cooperatives, and/or any private 
company. 

Article 24 

1. The user generating low level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s shall be 
obligated to collect, segregate, or treat and temporarily store those wastes before being 
transferred to the Executing Body, under Article 23. 
2. The user generating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shall be obligated to temporarily 
store those wastes during the period not less than the life time of the nuclear reactor. 

Article 25 

1. The Executing Body shall provide the final repository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2. The provisions of the final repository under paragraph (1) are stipulated by the 
Government f，이lowing an approval from the People’s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rticle 26 

1.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under Article 23 paragraph (1) and Article 25 
paragraph (1) will be subject to charge by the Government. 
2. The fee of the charge under paragraph (1) shall be stipulated by a Decree of the 
Minister of Finance. 

Article 27 

1. The transportation an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shall heed to the safety of 
workers, public, and environment. 
2. The provisions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cluding the waste transportation 
and disposal under paragraph (1), will be further administered by Govern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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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 

NUCLEAR DAMAGE UABI니TY 

Article 28 

The Operator of a nuclear installation shall be liable for damage suffered by the third party 
resulting from any nuclear incident inside the nuclear installation. 

Article 29 

1. In the case of nuclear damage occurring during the transportation of nuclear fuel or 
spent fuel , the Consignor sh허1 be liable for nuclear damage suffered by the third party. 
2. The Consignor under paragraph (1) may transfer the liability to the Consignee or 
the Carrier, by written agreement. 

Article 30 

1. Where nuclear damage engages the liability, under Article 28, of more than one 
Operator, the Operators involved shall, in so far as the damage attributable to each 
Operator is not reasonably separable,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2. The liability of each Operator under paragraph (1) shall not exceed each liability 
limit in respect to any one of them. 

Article 31 

If a nuclear incident has occurred in one location having more than one nuclear installation 
under one Operator, the Operator shall be liable for damage in any individual installation. 

Article 32 

The Operato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caused by a nuclear incident directly due to an 
act of international or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or a grave natural disaster exceeding 
the safety limit established by the Regulatory Body. 

Article 33 

1. If the Operator having paid the compensation under Article 28 is able to prove that 
the nuclear damage resulted from the intent of the third party suffering the damage the 
Operator may be relieved wholly or partly from his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2. The Operator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a right of recourse against the third 
party who has acted with intent causing nuclear damage. 

Article 34 

1. The maximum limit of liability of the operator shall be not less than Rp 900 billion 
for any one nuclear incident in one nuclear installation as well as in transportation of 
nuclear fuel or spent fuel. 
2. Any limit of liabili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established by a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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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amount fixed for the maximum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paragraph (2) does not include interests and costs to be awarded to the Court. 
4. The maximum limit of liability under paragraph (1) may be reinstated through 
Government Regulations. 

Article 35 

1. The Operator shall be liable to the sum of liability pursuant to Article 34 paragraph 
(1) and (2). covered by insurance or other financial security coverage. 
2. The prov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also be applicable to the Consignor and 
Consignee in the case of transportation. 
3. If there are more than one nuclear installation in one location under the 
responsibility of one Operator. the Operator shall be liable for every installation under his 
management. 

Article 36 

1. Where the amount of insurance shall be reduced due to the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the Operator shall be obliged to maintain the sum of insurance pursuant to 
Article 34 paragraph (1) and (2). 
2. If the insurance p이icy terminates or is null and void due to other reasons. the 
Operator shall be obliged to immediately have it renewed. 
3. Where the Operator has not renewed the insurance p이icy pursuant to paragraph (2) 
and a subsequent damage occurs within that period. the Operator shall remain liable for the 
compensation pursuant to Article 34 and 35. 

Article 37 

1. The provisions for insurance coverage under Article 35 shall not be applicable for 
Government-operated nuclear installations that are not state companies. 
2. The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under paragraph (1) shall be further 
administered by a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8 

1. The insurance company liable for damage due to a nuclear incident shall be 
obligated to pay the compensation within 7 (seven) days after the date of issue of a 
statement to the occurrence of a nuclear incident by the Regulatory Body. 
2. The stat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issued within 3 (three) days from the 
date of the nuclear incident. 

Article 39 

1.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due to nuclear damage shall become void if such 
claim is not brought within 30 (thi따) years from the date of the statement issued by the 
Regulatory Body. pursuant to Article 38. 
2. In the case of nuclear damage caused by a nuclear incident involving nuclear fuel 
which. at the time of the incident has been stolen. lost. or abandoned. the period 
established for applying claim for compens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accounted from the date of the nuclear incident. with the provisions that the period shall in 
no case exceed 40 (forty) years from the date of theft, loss. or aband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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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and paragraph (2) shall 
be applied within a period of 3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suffering 
nuclear damage had knowledge or should have had knowledge of the nuclear damage and 
of the Operator liable for the nuclear damage, provided that the period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1) and paragraph (2) shall not be exceeded. 

Article 40 

The Competent Courts have jurisdiction to examine and judge any claims for compensation 
pursuant to Article 39 as follows : 

a. the Court within the place of jurisdiction where any nuclear incident took place, or 

b; the Central Jakarta Court for any nuclear incident taking place during the 
transportation of nuclear fuel or spent fuel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rticle 41 

Chapter VIII 

PENAL STIPULATIONS 

1. Whosoever is building, operating, or decommissioning any nuclear reactor without a 
license pursuant to Article 17 paragraph (2) shall be sentenced to a prison term for a 
maximum of 15 (fifteen) years and penalized to a maximum amount of Rp. 1.000.000.000,00 
(one billion Rupiahs). 
2. Whosoever commits an act pursuant to paragraph (1) causing any nuclear damage 
shall be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or to a maximum of 20 (twenty) years and penalized 
to a maximum of Rp. 1.000.000.000,00 (one billion Rupiahs). 
3. In the case where such person is incapable to pay the fine pursuant to paragraph 
(1) and paragraph (2), the defendant shall be sentenced to a prison term for a maximum of 
1 (one) year. 

Article 42 

1. Whosoever acts against the provision of Article 19 paragraph (1) shall be 
imprisoned for a maximum of 2 (tw이 years and/or penalized to a maximum of Rp. 
50.000.000,00 (fifty million Rupiahs). 
2. In the case where such person is incapable to pay the fine pursuant to paragraph 
(1), the defendant shall be sentenced to a prison term for a maximum of 6 (six) months. 

Article 43 

1. Whosoever acts against the provisions in Article 17 paragraph (1) shall be penalized 
to a maximum of Rp. 100.000.000,00 (one hundred million Rupiahs). 
2. In the case where such person is incapable to pay the fine pursuant to paragraph 
(1), the defendant shall be sentenced to a prison term for a maximum of 1 (one) year. 

Article 44 

1. Whosoever acts against the provisions under Article 24 paragraph (2), gen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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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shall be sentenced to a prison term for a maximum of 5 (five) 

years and penalized to a maximum of Rp. 300.000.000,00 (three hundred million Rupiahs) 
2. Whosoever acts against the provisions under Article 24 paragraph (1) , generating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s shall be penalized to a maximum of Rp. 
• 00.000.000,00 (one hundred million Rupiahs). 

Chapter IX 

TRANSITIONAL STIPULATIONS 

Article 45 

From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ll the regulations for implementation of Nuclear Energy 
shall remain in effect, provided that they do not contradict to this Act or any pa야s thereof. 

Article 46 

The 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any other institutions shall keep performing their 
functions before new institutions based on this Act are established. 

Chapter X 

CONCLUDING STIPULATIONS 

Article 47 

From the date of the prom비gation of this Act, the Act Number 31 Year 1964 of Basic 
Stipulations on Atomic Energy shall be inapplicable and declared to be null and void. 

Article 48 

This Act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For the interest of public cognizance, the prom비gation of this Act shall be governed to be 
inserted in the State GazeU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tipulated in Jakarta on April 10, 1997 

PRESIDENT OF THE REPUB니C OF INDONESIA, 
signed SOEHARTO 

Promulgated in Jakarta on April 10, 1997 
MINISTER AND SECRETARY OF THE STATE 

OF THE REPUBUC OF INDONESIA, 
signed MOERDIONO 

STATE GAZETTE OF THE REPUBUC OF INDONESIA YEAR 1997 NUMBER 23 

Elucidation of Act Number 10 Yea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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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번역문 

인도네시아공화국조례 
1997년 핵에너지에 대한 조례 번호 10 

신의 축복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은 다음 사항들올 고려하면서: 

a. 

b. 

c. 

d. 

핵에너지는 국민의 생활 및 안전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 (State)가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핵에너지의 유익한 이용은 Pancasila 
와 1945년 헌법에 근거하여， 물질적 및 정신적으로 공정하고 번영하는 공동 
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이 세상에서 인간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핵에너지의 개발 및 유익한 
이용은 대단히 진보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 국가 발전 및 환경 각성을 
위한 핵에너지의 유익한 이용 및 개발은 국가의 복지 및 경쟁력을 위해 
강화되어야 하며 확대되어야 한다.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 안보 (security) , 평화， 보건， 환경의 보호 때문에 
핵에너지의 이용은 올바르고 조심스럽게 구현되어야 하며， 명화적 목적을 
지향하고 국민의 복지 및 번영을 위한 궁극적 이득을 지향한다. 

유익성 뿐만 아니라 방사선 재해를 동시에 갖고 있는 핵에너지 특성으로 인해 
핵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e. 1964년 제 정 된 원자 에 너 지 의 기 초적 약정 (Basic Stipulations of Atomic 
Energy)에 대한 조례 번호 31은 현재의 발전하는 상황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알파뱃 문자 .fl, 뇨， 으， 다， 와 르， 에 언급된 점을 충분히 고려해보면， 핵에너지 
조례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항목들에 비추어: 

1. 1945년 헌법 의 5조 1항， 21조 1항， 33조 

2. 1967년 채광의 기초적 약정 (Basic Stipulations of Mining)에 대한 조례 번호 
11 (1967년 인도네시아 국가 신문 22호/ 인도네사아 공화국의 국가 신문 증보 2831호) 

제 1 조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민 의회 (People’s House)의 승인을 거쳐 
다음을 명문화하도록 결정함 : 핵에너지에 대한 조례 

제 1 장 일반규정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핵에너지 활동은 핵과학과 기술의 유익한 이용y 개발I 숭인과 관련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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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핵에너지와 관련된 일체 활동의 통제를 의미한다. 

2. 핵에너지는 전리방사선의 원천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핵변환 
과정에서 방출되는 모든 유형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전리 방사션은 전자파 및 물질올 통과할 때 이온화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화 
미립자를 의미한다. 

4. 이용이란 연구/ 개발I 채광/ 조립I 제조/ 생산/ 수송/ 저장/ 이동/ 수출/ 수입， 
해체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모든 핵에너지 활동의 
유익한 이용을 의미한다. 

5. 핵물질이란 연쇄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질 또는 연쇄반웅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불질로 변화될 수 있는 일체의 물질을 의미한다. 

핵광석은 핵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원료를 의미한다. 

핵연료는 핵변환의 자발적 (Se표'-Sustaining) 연쇄 과정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빵사생 팩기물은 모든 방사능 물질뿐만 아니라 방사능 물질에 의해 오염된 
핵설비의 가동으로 인해 방사능이 있게 된 일체 물질 및 장비를 의미한다. 

방사농 물질이 란 70 kBqjkg (2 nCij g) 보다 큰 붕괴율(Specific Activity)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10.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분리/ 처리/ 수송/ 저장 및/또는 
처분을 뜻한다. 

방사성 

핵설비는 

3. 
된 

R
ι
 수
’
 
8 

또
 
9. 
전리 

6. 

전리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모든 동위원소를 의미한다. 

의미한다: 
갚
 을
 

원
 
음
 

맴
 다 

11. 

12. 

모든 원자로 

정제， 전환， 우라늄 농축， 핵연료의 조립 및/또는 사용후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모든 
시설물 및/또는 

a. 

b. 

핵연료 빛 사용후연료의 저장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물. 

13. 원자로란 제어될 수 있는 핵분열의 자발적 연쇄 과정이 발생할 수 있고I 전력 
생산용 혹은 연구용 및/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 내에 
핵연료를 포함한 모든 구조불을 의미한다. 

14. 혜채란 궁극적인 안전파 보호를 위하여 최종적으로 핵셜비의 가동을 
중지시키는 과정올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심으로부터 핵연료의 제거/ 원자로 
부품의 분해 및 제염을 의미한다. 

15. 핵사고는 핵손상올 유발하는 통일 근원을 갖는 모든 사태 혹은 사태의 연발을 
의미한다. 

16. 핵손상이란 핵설비내 또는 수송중 핵연료 임계의 결과로서 방사능 또는 
유독성/ 폭발성I 다른 위험성을 가진 방사능 조합에서 야기되어 목숨을 잃거나 신체 
상해 또는 재산 손상/ 환경의 오염과 파괴 퉁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손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손상은 방어 대책의 결과로 인한 손상파 환경 조치의 회복이나 
결과로서의 손상올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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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핵셜비 운전원이란 핵설비를 가동시키는 책임을 진 모든 개별적인 개인 또는 
모든 법인체를 뜻한다. 

18. 제3자란 해손실로 고통 받는 모든 개별적인 개인 또는 모든 법인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핵설비 운전원 및 조직 구조에 따라 핵설비 운전원의 하부에 있는 
핵설비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 2 조 

1. 핵물질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a. 핵광석， 

b. 핵연료， 그리고 

C. 사용후 핵연료 동. 

2. 핵물질은 국가가 소유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한다. 

제 2 장 규정사항 

제 3 조 

1. 정부는 시행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 기관은 대통령에 부속되고 대통령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며 I 핵에너지의 이용을 시행하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 

2. 제 (1) 항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 시행 기관은 연구 및 개발/ 일반적 
추출조사y 핵광석의 탐사 및 개척I 핵연료 제조용 및 조립용 원료 생산， 연구 개발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I 방사성 폐기물 관리 둥올 수행해야 한다. 

제 4 조 

1. 정부는 규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 기관은 대통령에 부속되고 대통령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며I 핵에너지를 사용한 모든 활동을 통제하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 

2. 제 (1) 항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 규제 기관은 규제를 확정해야 하며 
인허가 처리 및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제 5 조 

정부는 핵에너지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핵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자문 및 견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제 6 조 

제3조와 4조I 5조에 명기된 기관들의 지위/ 주요 업무/ 역할/ 구조 및 조직은 앞으로 
대통령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제 7 조 

정부는 핵에너지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될 국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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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개발 

제 8 조 

1. 핵에너지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은 국민의 안전y 안보I 평화 및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핵과학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2. 제 (1) 항에서의 연구 및 개발은 주로 시행 기관에 의해 달성되며/ 이 시행 
기관의 책임이 된다. 

3. 핵에너지의 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핵안전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제 (1) 항에서의 연구 및 개발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시행 기관은 다른 
기관이나 법인과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제 4 장 핵시도(Endeavours) 

재 9 조 

1. 일반적 추출조사I 핵물질/광석의 탐사 및 개척 둥은 이 시행 기관에 의해서만 
이행되어야 한다. 

2. 제 (1) 항에서의 시행 기관은 모든 국영 기업l 협력체l 사기업 그리고/또는 
다른 법인과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제 10 조 

1. 핵연료 제조용 원료의 생산 그리고/또는 조달은 이 시행 기관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한다. 

2. 제 (1) 항에서의 시행 기관은 모든 국영 기업l 협력체/ 그리고/또는 사기업과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제 11 조 

1. 비영리적인 핵연료의 생산은 이 시행 기관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2. 영리적인 핵연료의 생산은 국영 기업r 협력체， 그리고/또는 사기업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제 12 조 

1. 비영리적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은 이 시행 기관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 

2. 영리적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은 국영 기업/ 협력체/ 그리고/또는 사기업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제 13 조 

1. 비영리적인 원자로의 개발l 운전/ 및 해체 동은 이 시행 기관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 150 -



2. 제 (1) 항에서의 시행 기관은 모든 다른 정부 기관 및 국립 대학과 서로 
협력할 수 있다. 

3. 영리적인 원자로의 개발l 운전/ 및 해체 동은 국영 기업l 협력체/ 그리고/또는 
어느 사기업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4. 제 (3) 항에서의 영리적인 원자로의 개발은 핵발전소의 형태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국민 하원πhe People's House of Representatives)과 상의한 이후에 정부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제 5 장 핵에너지 통제 

제 14 조 

1. 모든 핵에너지의 이용에 대한 통제는 이 규제 기관에 의해서만 실행되어야 
한다. 

2. 제 (1) 항에서의 통제는 모든 규제/ 인허가/ 그리고 점검 둥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제 15 조 

제 14 조에서의 통제는 다음파 같은 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다: 

a. 국민의 복지， 안보 및 평화 둥을 보장한다 

b. 근로자 및 국민의 안전과 보건， 또한 환경 보호 둥을 보장한다 

C. 모든 핵에너지의 이용올 이행하는데 법 집행올 유지한다 

d. 핵분야에서 안전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법 인식 (Law Awareness)올 
고취한다 

e. 핵물질 이용의 목적을 바꾸지 못하게 방어한다 

f. 핵에너지의 이용 시 「근로자 규율의 유지 및 강화를 보장한다. 

제 16 조 

1. 모든 핵에너지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근로자 및 국민의 안전I 안보/ 
평화/ 보건/ 또한 환경 보호 둥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제 (1) 항에서의 규정은 앞으로 정부 규제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다. 

제 17 조 

1. 앞으로 정부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핵에너지의 모든 이용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원자로와 다른 핵설비의 건설 및 운전 그리고 원자로의 해체 퉁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의 인허가의 필수조건 및 절차는 앞으로 정부 
규제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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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1. 제 14 조에서의 모든 인허가에 정부는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 제 (1) 항에서의 부과 수수료는 재무부 장관 법령에 의해 명문화되어야 한다. 

제 19 조 

1. 원자로를 운전하는 모든 피고용자 및 모든 다른 핵설비에 그리고 전리 

방사선원을 이용하는 설비에 고용된 모든 특수 피고용자는 면허증을 소유할 의무가 
있다. 

2. 제 (1) 항에서 요구된 면허증올 취득할 필수조건은 앞으로 이 규제 기관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다. 

제 20 조 

1. 핵설비 및 전리 방사선을 이용하는 모든 셜비의 점검은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조건 및 핵안전에서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규제 기관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 

2. 제 (1) 항에서의 점검은 이 규제 기관에 의해 임명되고 공급된 점검관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 

3. 제 (1) 향에서의 점검은 주기적으로 그리고 우발적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 21 조 

이 규제 기관은 근로자 및 국민의 안전/ 보건I 또한 환경 보호 둥과 관련된 노력을 
실행하는데 기획I 안내 및 자문 퉁을 확실하게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 

제 6 장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제 22 조 

1.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근로자l 국민， 그리고 환경에 유해한 방사선 
위험 (Hazard)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2. 제 (1) 항에서의 방사성 폐기물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I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둥으로 분류된다. 

제 23 조 

1. 제 22 조 제 (1) 항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이 규제 기관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 

2. 제 (1) 항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실행할 때/ 이 규제 기관은 어느 국영 
기업/ 협력체/ 그리고/또는 사기업 둥파 함께 협력하거나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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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1.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사용자는 제 22 조에 명기된 이 
규제 기관에 전달하기 전에 그러한 폐기물을 수집/ 분리/ 또는 처리 및 임시적 저장 
둥의 의무가 있다. 

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사용자는 원자로 수명보다 작은 기간 동안 
그러한 폐기불올 임시적으로 저장할 의무가 있다. 

제 25 조 

1. 이 규제 기관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용 최종 저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서의 최종 저장소 준비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국민 하원의 숭인을 
얻어서 정부에 의해 명문화된다. 

제 26 조 

1.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5 조 제 (1) 항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정부는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 제 (1) 항에서의 부과 수수료는 재무부 장관 법령에 의해 명문화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방사성 폐기물의 운송 및 처분은 근로자y 국민/ 환경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서 명기된 폐기물의 운송 및 처분을 포함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은 앞으로 정부 규제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다. 

제 7 장 핵손상 책임 

제 28 조 

핵설비의 운전원은 핵설비내 어떤 핵사건에서 유래한I 제3자가 입은 손상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 29 조 

1. 핵연료 또는 사용후 연료의 운송동안에 일어나는 핵손상의 경우에/ 
위탁자(Consignor)는 제3자가 입는 핵손상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제 (1) 항에서 명기된 위탁자는 서면 합의에 의해 피위탁자나 운송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제 30 조 

1. 제 28 조에서 명기된 배상의 책임에서 한 명 이상의 운전원이 관여하는 
해손상의 경우에l 각 운전원에게 기인한 손상이 척절하게 분리할 수 없는 한/ 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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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제 (1) 항에서 명기된 각 운전원의 배상 책임은 이들 각각의 책임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31 조 

핵사건이 한 명의 운전원에 부속된 한 개 이상의 핵설비를 갖는 한 부지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이 운전원은 어떤 개별 설비의 손상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2 조 

이 운전원은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장 충돌의 직접적 행동 때문에 혹은 이 규제 
기관에서 설정한 안전 한계를 초과하는 중대한 자연 재해 때문에 핵사건에 의해 
유발된 손상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3 조 

1. 만약 제 28 조에서 명기된 배상을 지불한 운전원이 손상을 초래할 제 3자의 
의도에서 핵손상이 유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I 이 운전원은 배상을 지불할 
의무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2. 제 (1) 항에서 명기된 이 운전원은 핵손상을 초래할 의도로 행동한 제 3 자에 
대하여 제 이차적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제 34 조 

1. 한 핵설비에서 또는 핵연료나 사용후 핵연료의 운송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핵사건에 대하여l 이 운전원의 배상 책임의 최대 한계는 9천억 루피아 (Rp)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2. 제 (1) 항에서 명기된 배상 책임의 어느 한계는 대통령 법령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최대 배상 책임의 고정 금액에는 법원에 지불될 
이자 및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4. 제 (1) 항에 명시된 배상 책임의 최대 한계는 정부 규제를 통해 재회복될 수 
있다. 

제 35 조 

1. 제 3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서I 운전원은 보험이나 다른 재정 
보증(Security) 가입에 의해 망라된 배상 책임의 총합에 책임이 있다. 

2. 제 (1) 항의 규정은 또한 운송의 경우에 위탁자 및 피위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3. 만약 한 명의 운전원이 한 부지에서 한 개 이상의 핵설비에 책임을 지고 
있다면r 이 운전원은 그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설비에 대해 책임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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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1. 보험 금액이 핵손상에 대한 배상 때문에 감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운전원은 제 
34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서 보험의 총계를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다. 

2. 만약 보험 증권(Insurance Policy)이 만기 종결되 거나 다른 이유로 법률상 
무효가 된다면/ 운전원은 즉시 이것이 갱신되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다. 

3. 만약 운전원이 제 (깅 항에 따라서 보험 중권을 갱신하지 못하고 이 기간 
동안에 그 이후의 손상이 일어난다면I 운전원은 제 34 조 및 제 35 조에 따라서 
배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제 37 조 

1. 제 35 조에서 명기된 보험 가업에 대한 규정은 정부·운영의 국영기업이 아닌 
핵설비에 적용할 수 없다. 

2. 제 (1) 항에서의 핵손상 배상은 앞으로 대통령 법령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제 38 조 

1. 핵사건에 기인한 손상에 책임이 있는 보험 회사는 규제 기관이 핵사건 발생의 
성명 공포일로부터 7일내에 배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2. 제 (1) 항에서의 성명은 핵사건의 발생일로부터 3일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 39 조 

1. 핵손상에 기인한 배상 청구권은 만약 그런 청구권이 규제 기관이 
공포한성명일로부터 30년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제 38 조에 의하여 법률상 무효가 
되어야 한다. 

2. 사건의 발생 시에 도둑맞거나I 분실되거나/ 포기된 핵연료를 포함하는 
핵사건으로 초래된 핵손상의 경우에/ 제 (1) 항에 따라서 배상 청구권을 제출하기 위해 
설정된 기간은 핵사건일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둑I 
분설I 또는 포기의 날로부터 40년올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3. 제 (1) 항및 제 (2) 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간이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I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배상 청구권은 핵손상을 입은 사람이 핵손상에 대해 
알고 있거나 핵손상에 책임이 있는 운전원에 대해 알고 있는 날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신청되어야 한다. 

제 40 조 

다음과 같이 관할 법원(the Competent Courts)에 제 39조에 의하여 어떤 배상 
청구권을 심리하고 재판할 관할권이 있다: 

a. 어떤 핵사건이 일어난 관할권의 장소 안에 있는 법원， 또는 

b.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밖에서 핵연료나 사용후연료의 운송 동안에 일어난 모든 
핵사건을 위한 자카르타 중앙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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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형사상 약정 

제 41 조 

1. 제 17 조 제 (2) 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면허중 없이 어떤 원자로를 
건설하거나/ 운전하거나I 해체하는 사람은 최대 15년 실형 기간에 선고되고 최대 십억 
Rp 벌금을 물어야 한다. 

2. 제 (1) 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핵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범하는 사랍은 종신형 
또는 최대 20년에 선고되고 최대 십억 Rp 벌금을 물어야 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그런 사람이 벌금을 물수 없는 경우에l 
피고는 최대 1년 실형 기간에 선고되어야 한다. 

제 42 조 

1. 누구든지 제 19 조 제 (1) 항에서의 규정에 반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최대 2년 
동안 투옥되고/되거나 최대 오천만 Rp 벌금을 불어야 한다. 

2. 제 (1) 항에 의하여 그런 사람이 벌금을 물수 없는 경우에l 피고는 최대 6개월 
실형 기간에 선고되어야 한다. 

제 43 조 

1. 누구든지 제 17 조 제 (1) 항에서의 규정에 반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최대 일억 
Rp 벌금을 불어 야 한다. 

2. 제 (1) 항에 의하여 그런 사람이 벌금을 물수 없는 경우에/ 피고는 최대 1년 
실형 기간에 선고되어야 한다. 

제 44 조 

1.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 누구든지 제 24 조 제 (2) 항에서의 
규정에 반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최대 5년 실형 기간에 선고되고 최대 삼억 Rp 벌금을 
물어야 한다. 

2.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 누구든지 제 24 조 제 (1) 
항에서의 규정에 반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최대 얼억 Rp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져19 장 전이 약정 

제 45 조 

핵에너지의 이행을 위한 모든 규제는/ 만약 이 규제가 이 조레 또는 이 조례의 어떤 
부분에 모순되지 않는다면r 이 조례의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있어야 한다. 

제 46 조 

이 조례에 기초를 둔 새로운 기관들이 설립되기 전에l 국가 원자 에너지 기구 및 모든 
다른 기관들은 그들의 역할 수행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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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10 장 결론적 약정 

재 47 조 

원자 에너지에 대한 기초적 약정의 1964년 조례 번호 31은 이 조례의 공표일로부터 
적용할 수 없으며 법률상 무효라고 선언되어야 한다. 

제 48 조 

이 조례는 이 조례의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 인식의 관심사를 위해/ 이 조례의 공표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국가 신문에 
게재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997년 4월 10일에 자차르타에서 명문화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대통령 서명 Soeharto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국무 장관 서명 Moerdiono 

1997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국가 신문 제 23 호 

1997년 조례 변호 10의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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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칠레 

가. 원자력 관련법 구축 현황깅 

(J) Ley No 16.319 : Crea la Comísíón Chílena de Energía Nuclear 

(2) Decreto Ley No 531 : Estatuto del Personal de la Comísíán Chílena de Energía 
Nuclear 

@ Decreto Ley No 1.557 : Mod떠띠 Ley Orgáníca de la Comísíón Chílena de Ener，방a 

Nuclear y dicta normas sobre Contratos de Operación 

(j) Decreto Supremo No 1.304 : Aprueba 0얘etivos y Políticas para el Desarrollo 
Nuclear Chileno 

@ Decreto Supremo No 302 : Aprueba Plan Nacional de Desarrollo Nuclear 

@ Ley No 18.302 : Ley de Se，망떠dad Nuclear 

(J) Decreto Supremo No 133 : Aprueba reglamento sobre autorizaciones para instalacíones 
radiactivas 0 equipos generadores de radíaciones ionizantes, 
personal que se desempena en ellas, u pere tales equipos y 
otras actividades afines 

@ Decreto Supremo No 87 : Aprueba reglamento de proteccián fisíca de las instalaciones 
y de los materiales nucleares 

@) Decreto Supremo No 3 : Aprueba reglamento de proteccíán radíológíca de 
instalaciones radiactivas 

@ Decreto Supremo No 12 : Aprueba reglamento para el Transporte seguro de 
materiales radíactivos 

@ Decreto Ley No 1.507 : Traspasa Centro de Estudios Nucleares del Ejército (Cene) a 
la Comisión Chílena de Energia Nuclear(Cchen) 

칠레의 원자력 관련법제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y 이중 우리의 원자력방호법과 
같은 'Ley No 18.302 : Ley de Seguridad Nuclear'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TITLE 1 - THE REGULATING AUTHORITY : Artic1e 1 - 2 

TITLE II - DEFINITIONS : Artic1e 3 

TITLE III - OF THE NUCLEAR SECURITY; 

Paragraph 1 - Of the Nuc1ear Safety measures : Artic1e 4 - 12 

Paragraph II - Of the Authorizations : Artic1e 13 - 16 

Paragraph III - Of the Obligation To inform : Artic1e 17 - 19 

Paragraph IV - Of them Inspection : Artic1e 20 - 32 

2) Julio Vergara <javergara@gmai1.corn> 송부자료에서 발훼 (원문은 pdf로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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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V - OF THE INFRACfIONS OF THE LEGAL AND PRESCRIBED NORMS 
ON SECURITY AND NUCLEAR COUNTERMEASURES; 

Paragraph 1 - Of the competition of the Commission to know and to judge the 
infractions of the norms, measures 없ld conditions of the nuc1ear 
security : Artic1e 33 - 40 

Paragraph 11 - Of the crimes against the nuclear security : Article 41 - 48 

TITLE V - OF THE CIVIL RESPONSIBILITY BY NUCLEAR DAMAGES; 

Paragraph 1 - Of the Nature of the Responsibility : Article 49 

Paragraph 11 - Of the responsible person : Article 50 - 55 

Paragraph III - Of the exemptions of the responsibility : Article 56 - 59 

Paragraph IV - Of the limit of the responsibility : Artic1e 60 - 61 

Paragraph V - Of the insurance to financial guarantee : Artic1e 62 - 66 

TITLE VI - OF THE RADIOACTIVE FACILmES : Article 67 

나. 원자력 관련법 번역 내용 

CD 법 제 16.319 호 : 이 법은 칠레 핵에너지 위원회 (CCHEN)를 창설한다. 

@ 법령 제 531 호 : 칠레 핵에너지 위원회의 전 직원의 정관. 

@ 법령 제 1.557 호 : 이 법령은 칠레 핵에너지 위원회의 조직법을 변경하고 운영 
계약의 기준들을 지시한다. 

@ 최고 법령 제 1.304 호 : 이 최고 법령은 칠레 핵개발을 위한 목적 및 정책을 
인가한다. 

@ 최고 법령 제 302 호 : 이 최고 법령은 핵개발의 국가 계획을 인가한다. 

@법제 18.302 호:핵방호법 

@ 최고 법령 제 133 호 : 이 최고 법령은 방사성 시셜물I 이온화 방사선의 발생 장비y 
또는 이들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적합한 장비 및 다른 활동을 
운영한 직원 둥에 대한 권한 부여의 규제를 인가한다. 

@ 최고 법령 제 87 호 : 이 최고 법령은 시설불 및 핵연료 풍의 물리적 방호에 대한 
규제를 인가한다. 

@ 최고 법령 제 3 호 : 이 최고 법령은 방사성 시설물의 방사선학적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인가한다. 

@ 최고 법령 제 12 호 : 이 최고 법령은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표준을 
인가한다. 

@ 법령 제 1.507 호 : 이 법령은 육군 핵 훈련센터 (CENE)를 칠레 핵에너지 위원회 
(Cche띠에 게 위 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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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 제 18.302 호의 핵 방어 법은 다음파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 규제 기관에 대하여 : 제1조 ~ 제2조 

제2장 - 정의 : 제3조 

제3장 - 핵 방어에 대하여; 

제1절 - 핵 안전 대책 : 제4조 ~ 제12조 

제2절 - 권한 부여에 대하여 : 제13조 ~ 제16조 

제3절 - 통지 의무에 대하여 : 제17조 ~ 제19조 

제4절 - 점검에 대하여 : 제20조 ~ 제32조 

제4장 - 안보 및 핵 대항책의 법률/규정 기준의 위반에 대하여; 

제1절 - 핵 안보의 기준y 조치， 조건 동의 위반을 알고 심사할 위원회의 
경쟁에 대하여 : 제33조 ~ 제40조 

제2절 - 핵 안보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하여 : 제41조 ~ 제48조 

제5장-핵손상에 의한 민사 책임에 대하여 ; 

제1절 - 책임의 성질에 대하여 : 제49조 

제2절 - 책임자에 대하여 : 제50조 ~ 제55조 

제3절 - 책임의 면제에 대하여 : 제56조 ~ 제59조 

제4절 - 책임의 최대한도에 대하여 : 제60조 ~ 제61조 

제5절 - 재정적 담보의 보험에 대하여 : 제62조 ‘ 제66조 

제6장 - 방사성 시설물에 대하여 :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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