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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원자력 경제성 분석 연구 

11. 연구개 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원자력에너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 • 전 

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원자력 응용분야에서의 기술발전과 국제환경규 

범이 변화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원자력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수립의 주요 입력자료로써 합리적 

인 원자력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것이다. 

111.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원자력 경제성분석은 원자력 발전원의 발전단가 분석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분야는 크게 에너지동향/ 에너지 · 경제 · 환 

경I 사업성 분석/ 국제기구활동 분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에너지동향분야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지속가능 발전올 다룸으로써 에너지 

와 관련된 최근의 지구적 관심 동향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 

자력에너지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였다. 

에너지 • 경제 • 환경분야에서는 원자력산업연관분석I 이산화탄소 배출 감 

소에 미치는 원자력발전의 역할/ 이산화탄소의 회수처리기술/ 수소에너지 생산， 

에 너 지활용에 따른 환경 영 향기법으로서의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후행핵연료주기 동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사업성 분석분야에서는 SMART를 이용한 원자력해수담수화의 사업성분석 

과 더불어 사업성 분석전산 프로그랩인 COMFAR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국제기구활동 분석분야에서는 IAEA와 OECDjNEA의 에너지 기획활동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아시아지역의 원자력 협력체의 하나인 FNCA의 활동을 소 

개하였다. 또한 전력시장 자유화와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IAEA가 최끈에 개발하고 있는 전산모형인 MESSAGE의 특성에 대하여 소개하 

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1.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1차 의무기간인 2008-2012년에 

부속서 I 국가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 

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은 모든 국가와 산업의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원자력의 역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철에서는 지구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논 

의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고， 최근에 개최된 8차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분석하 

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주요 국별 대웅방안과 국내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웅체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2. 2002년 남아공에서 개최된 WSSD는 10년전 브라질에서 있었던 리우선 

언 이후 10년간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2002년 이후의 지속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회의의 주요 논의 의제로는 이행계획/ 정치적 선 

언문이 있으며， 이행계획의 주요 논의 의제로는 리우원칙I 에너지， 빈곤퇴치기 

금/ 지속가능 생산소비패턴/ 이행수단 퉁이 주요 협상쟁점이 되었다. 본 절에서 

는 에너지분야의 협상 논의를 살펴보고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올 

정리하였다. 

3 원자력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타 SOC부문과 비교한 결과I 



원자력부문은 거의 모든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타 SOC 부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별 경제부문에 대한 영향력은 SOC 부문에서/ 경제적 파 

급효과 중에서는 공급지장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원자력부문이 수도부문과 함께 다른 SOC 부문들보다 경제적 파급효과측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부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경제의 생산과 소비활 

동에서 물과 전력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예상과 

부합되는 것이다. 

4 우리나라의 장기에너지 전망을 기준으로 전력부문에 대한 이산화탄소 

저감방안에 대한 효과를 ENPEP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두 개의 시나리오는 l연료대체안’과 l탄소세안’이다연료대체안/은 기후변화협 

약 1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I기준안’에서 고려된 우리나라 

의 전원계획 상에 고려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대신에 유연탄화력 발전소로 대체 

하는 경우를 말한다탄소세안/은 t기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2008년부터 유연탄 

화력발전소에 $50jC02-ton의 탄소세를 부파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t연료대체안’은 2008년에 187.6백만 C-ton을 배출하여 /기준안I보다 2% 

정도 더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탄소세안’은 I기준안/에 비해 거의 변 

화가 없는 0.1%만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에 이산화탄소배출 수준 

은 t기준안I에 비해 I연료대체안I은 11.5% 더 많이 배출하지만 t탄소세안/은 단 

지 0.8%만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2020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 

량의 연칸 증가율은 t기준안’，연료대체안’，탄소세안I 각각에 대해 1.45%, 

2.24%, 1.39%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자력에 의한 이산화탄소배출량 증가억제 효 

과가 큼을 알 수 있게 해준다. 

5 이산화탄소의 회수처리기술은 배출량 감소에 대한 제3의 수단이며 선 

진국올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1C 프론 

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및 회수처리기술개발 과제 

(2002년 - 2012년)를 추진하고 있다. 

6.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의 시대가 예고됨에 따라 경제적인 수소생산 

방법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제조방 

법의 경제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온가스로의 고열을 이용한 수소제 



조방법 뿔만 아니라 미래의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발전원가의 감소와 전기분해 

기술의 향상이 접목된다면 기존의 수소제조방법에 비해 환경적인 측면이나 경 

제성 측면에서 경쟁적인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 전과정평가(Life Cyc1e Assessment, LCA)는 어떤 제품이나 공정， 활동 

의 전과정에 걸쳐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하여/ 이들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기법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본 절 

에서는 이와 같은 LCA의 역사와 LCA 활용에 대한 일반 동향을 칸략히 살펴 

보았으며 LCA를 이용하여 분석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8. 국내에 적용 가능한 후행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에 2030년부터 고속로와 소멸로로 열중성자로를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세워 

우라늄 보존성I 고준위폐기물의 감용성I 독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CD 열중성자로의 완전한 대체와 TRU폐기물의 감축에는 Breakeven 

형 고속로와 TRU- Bumer형 소멸로의 병행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다. (2) TRU 

폐기물의 감축만을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TRU-Bumer형 고속로와 MA

Bumer형 소멸로의 병행도업이 가장 효과적이다. 

9.SMART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를 준비하기 위하 

여 SMART-P사업에 착수한 상태이다.SMART의 건설부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 

았지만/ 인도네시아가 SMART의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었다. 본 연구 

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마두라섬을 건설부지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의 

분석결과는 SMART가 인도네시아 마두라 섬에 건설될 경우의 SMART의 예 비 

경제성 평가에 대한 것이다. 

답수생산비용의 산출결과， SMART와 연계한 RO 공정 이 가장 경제적 인 

대 안으로 나타났다(0.73$/m3). 증발법을 사용하는 대안 중에서는 MED 공정 이 

MSF 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I 가장 경제적인 대안은 SMART와 연 

계한 MED 공정인 것으로 나타났다(1.06 $/m에 발전비용의 산출결과/ 석탄화력 

발전의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4.07 centfkWh). 그 다음이 

SMART로서 발전단가는 4.09 cent/kWh이고/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원은 

가스터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은 SMART보다 경제성이 우월한 유 



일한 발전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적 우월성은 규모의 경 

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의 설비용량은 600 MWe인 반면 SMART 

의 용량은 2x100MWe이다. 

10. 전력산업의 민영화 추세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의 공공적 성격의 경제 

성 평가기준이 민간기업의 재무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사업타당성분석이 중요하 

게 되었다. UNIDO에서 개발하여 130여 국가에서 사용중에 있는 타당성분석 

프로그램 COMFAR III에 대한 개략적 소개를 하였다. 

11. IAEA는 에너지 기획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의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과제를 추진하여오고 있다. IAEA의 P다>S(Pl때피ng and Economic Studies 

Section) 부서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PESS부서의 프로그램은 

workshop, seminar, training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IAEA의 에너지 기획 사 

업은 주로 기술협력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IAEA의 기술협력사업 중 

에서 대표적인 것이 RCA 사업이다. RCA 사업분야는 농업I 보건/ 환경， 산업， 

에너지/연구용 원자로， TCDC(Techr너cal Coope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정보기술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한국은 에너지와 연구용 

원자로 사업분야에서 선도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업선도국은 회원국과 협의 

하여 추진 과제의 연구제안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국을 대표하여 회원 

국의 이해와 관심을 IAEA에 반영하기도 한다. 

RCA 에너지 사업에서 추진해온 최근의 과제는 “발전원의 비교분석 

(1999-200이" (Comparative Assessment of Electricity Generation Options), "지 
구온실가스의 배출 절감에 있어서 원자력 및 다른 에너지원의 역할(2001-2002)， 

(Role of Nuc1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이다. 그리고 2003-2004년 주기의 과제로는 “자유화된 전력시장 

에서의 원자력의 경쟁성" (Competitiveness of nuclear power in restructuring 

markets)이 선정 되 었다. 

12.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더해감에 따라 

지구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2002년 6월에 개최된 OECD/NEA의 제 47차 원자력개발위원회이Dq회의 



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요약， 정리하였다. 

NDC에서는 현재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 

하기 위 해 “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uclear Energy 

Sector"라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NEA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OECD Nuclear Energy Data(일명 :Brown Book)의 경우에도 통계에 지속가능 

발전 지표의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NDC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 Nuclear Energy and the Kyoto Protocol"이 

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13.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협력체의 하나인 FNCA는 지역내 또 다른 협력 

체제인 IAEA-RCA사업과의 차별화 및 두 체제간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 

다. 본 절에서는 FNCA의 신규사업으로 제안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파 원자 

력」 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정리하고I 향후 기대되는 역할을 분석하였다. 

14. 미래의 에너지정책 대안의 분석에는 지구온난화/ 전력시장 자유화 둥 

의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회원국 

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에너지/전력계통 계획 및 분석에 사용되던 모형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형의 하나 

로 MESSAGE(Model for Energy Supply Strategy Alternatives and their 

General Environmental irnpacts)모형이 채택되었다. 본 절에서는 MESSAGE모 

형의 개략적인 특성올 살펴보고 향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MESSAGE는 

단기분석보다는 장기분석에/ 전력부문에 국한된 분석보다는 에너지계통 전체의 

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약조건의 도입이 용이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대안의 분석에 유용할 것이다. 새롭 

게 개발되고 있는 MESSAGE모형은 기존의 모형들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UMMARY 

1. Pr이ect Title 

Econornic Analysis of Nuclear Energy 

11. 0비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이ect 

The 0비ed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ev려uate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The advancem얹lt in nuclear techno1ogy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regime demand to reassess the use of 

nuclear energy. These efforts cou1d be vita1 inputs to establish nationa1 

nuclear energy policy in a reasonab1e way. 

111.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Econornic analysis of nuclear energy covers broad extent including not 

on1y power generating unit cost ana1ysis but a1so efficient u ti1ization of 

nuclear energy. This study dea1s with current energy issues, environmenta1 

aspects of energy, project feasibility evaluation, 때d activities of intemationa1 

organizations. 

Current energy issues including activities re1ated with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디 sustainab1e 

deve1opment, 따ld globa1 concem on energy issues were surveyed with 

focusing on nuclear re1ated activities. 

Environmental aspects of energy includes various topics such as, inter

industrial analysis of nuclear sector, the ro1e of nuclear power in mitigating 

GHG ernission, carbon capture 없ld sequestration techno1ogy, hydrogen 



production by using nuc1ear energy, Life Cyc1e Anaψsis as a method of 

evaluating environmental impacts of a technology, and spent fuel 

management in the case of introducing fast reactor andj or accelerator driven 

system. 

Project feasibility evaluation inc1udes nuclear desalination using SMART 

reactor, and introduction of COMFAR computer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UNIDO to carry out feasibility analysis in terms of business 

attitud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es energy planning 

activities of IAEA and OECDjNEA, introduction of the activities of FNCA, 
which is one of the cooperaton mechanism among Asian countries. In 

addition, MESSAGE computer model was also introduced. The model is 

being developed by IAEA to effectively handle liberalization of electricity 

market combined with environmental constraints. 

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1. The 1997 Kyoto Protocol to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demands greenhouse gas emissions to be 

reduced by year 2008-2012. Nuclear energy has been emerging as one of 

the key solutions to reduce greenhouse gas in the progress of the Kyoto 

판otocol.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role of nuc1ear energy in 

establishing energy policy of Korea. In 뻐s respect, firstly, i염 progress and 

the response of some countries with respect to UNFCCC were reviewed. 

Secondly, we discussed the results of COP8 and draw lessons throu양1 its 

results. Lastly, we examined the roles of nuc1ear energy in 암le UNFCCC. 

2. In line with the Rio Dec1aration in 1992,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was held in 2002 to check the contents of 

the Declaration and to discuss the future plans. The agenda of WSSD 



mainly consist of po!itical dec1aration and plan of implementation. In the 

process of making a consensus on the plan of implementation, various 

topics such as Rio Principles, energy, poverty eradication, pattem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없ld institutional framework were discussed. 

Among them, discussion and results on the energy issues were described in 

this study. Also the role of nuc1ear ener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as ana1yzed. 

3. Based on InputjOutput analysis of Korean economy, 암le Nuc1ear 

Power Generation이PG) sector is superior in a11 난le nationa1 economy-wide 

effects to other SOC sectors. This implies that the NPG sector is the key 

industria1 sector along with water service sector among main SOC sectors. 

This results correspond to our expectation, considering 삼mt water and 

electricity are vital inputs to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modem 

economy. 

4. ENPEP was used to analyze 암le role of nuclear power in mitigating 

carbon emission in power generation sector. In this study, base scenario 

reflects business as usual case in Korea. Additiona1 two scenarios were 

established. One stands for fuel switch scenario, where nuclear power plants 

scheduled to be introduced after 2008 were assumed to be replaced by Coal 

Power Plant, the other one is estab!ished to see the impact of carbon tax. In 

this scenario carbon tax(50$jton-C02) is imposed on coa1 power plants from 

2008. It is resulted 삼mt fuel switch from nuc1ear to coa1 in power generation 

sector has a great effect on CO2 emission, while carbon tax imposition 

makes a slight contribution to the reduction of C02 emission. These 

findings mean that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Korea is import없lt in view 

of the GHG II너tigation. 

5.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C영，) is an emerging option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C며 technologies are being preceeded in a large sca1e in United States, 



Japan, Europe. In Korea, ten-year project, "C02 reduction 뻐d sequestration" 

was launched in the year 2002 as one of 21Century Frontier R&D pr이ects. 

6. Hydrogen production by nuclear technology can be realized by 

using high temperature emitted from HTGR떠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Electriciψ economically generated by the future Gen IV reactors 

can 떠so be used for producing hydrogen. Hydrogen production by nuclear 

power would be a good alternative from the environmenta1 없ld economic 

point of view. 

7. Life Cycle Analysis(LCA) is a systematic 뻐d objective method of 

evaluating environmenta1 impacts of a product or technology from the 

extraction of raw material to disposa1 of waste. 50 LCA has been used 

extensively in performing comparative assessment of teclmologica1 options. 

LCA’s history 없ld its genera1 trends with regard to application of LCA 

were introduced. And some case studies using LCA were reviewed. 

8. 5pent fuel management is one of the crucial factors for sustainable 

use of nuclear power. This study analyzes how the nuclear fuel cycle, 
especially the back-end side such as 5F arising and radio-toxicity of hi양1 

level waste, will be affected 표 Fast Reactor(FR) andJ or Accelerator Driven 

5ystem(AD5) will be introduced. NUFCAP has been modified for analysing 

the new teclmologies for the analysis. M며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Combined introduction of FR with break-even core and AD5 as 

TRU(Tr뼈uranic) bumer is the most effective option for substi뼈ng the 

thermal reactor cycle 

-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TRU waste, the combination of FR 

as TRU bumer and ADS as MA(Minor Actinide) burηer is 삼le most 

effective option. 

9. 5MART, being capable of producing both electricity and water, has 



be없1 on the way to test its technology by launching SMART-P pr이ect. The 

construction site for SMART has not been selected yet. However, Indonesia 

shows strong interest in introducing SMART in Madura Island. This study 

assumes the site of SMART be Madura Island in Indonesia. Based on this 

assumption, preliminary economic analysis on SMART was carried OUt. 

Result shows that coal power plant (P디 has the lowest electricity 

generation cost i.e. 4.07 centjkWh. The second one is for nuc1ear option 

(SMARη with electricity generation cost of 4.09 centjkWh, 뻐d 삼le highest 

number reached by Gas Turbine using oil fuel. Coal power plant is the on1y 

power option superior to SMART in electricity generation cost. This is 

because of economy of scale. The capacity of coal power plant is 600 

MW(e), meanwhile capacity of SMART is on1y 2x100 MW(e). 

Water cost estimation shows that RO process coupled with SMART 

was identified to the most economic altemative (0.73$jm3
). When the 

comparison is limited to distillation altematives, the lowest water cost was 

found in MED plant, which is 1.06 $jm3 coupling with SMART. 

10. As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in electricity industry is globally 

under way, it is needed that pr이ect evaluation should be made not on1y 

from a viewpoint of public but also private level. πle feasibility analysis 

model - COMFAR III developed by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is introduced briefly 

11. IAEA has been conducting to help build local capabilities in 

Member States, particularly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for developing and evaluating altemative 얹lergy 

strategies in support for overall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Planning and Economic Studies Section(pESS) of IAEA takes this 

responsibil벼. The energy related task of PESS has been carried out in the 

framework of Technical Cooperation. Among them, RCA Energy Area plays 

an important role. The recent pr이ects carried out under RCA Energy Area 

are followings: "Comparative Assessment of Electricity Generation Options 



(1999-200이"， "Role of Nuc1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2001-200기" 

In addition, "Competitiveness of nuc1ear power in restructuring 

markets" was selected as a pr이ect for the cyc1e of 2003 and 2004. It seems 

that the topics have been selected to reflect Member States' interests as the 

external environments are rapidly changing. 

12. AB Green House Gas(GHG) emission and global warming in 

consequence become a great concem of international society, nuc1ear power 

attracts public attention again. In connection with this su비ect， the discussion 

at the 47삼1 meeting of Committee for Technical 없ld Economic Studies on 

Nuc1ear Energy Development and the Fuel Cyc1e이D디 of OECDjNEA was 

summ따ized. 

13. Forum for Nuc1ear Cooperation in Asia (FNCA) is one of the 

mechanism for the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FNCA is trying to 

make difference with IAEA RCA project which is 려ready estab!ished in the 

region by seeking for synergy effects through the complementarity to each 

other. In the report, the background, progress and future role of the newly 

proposed project title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uc1ear Energy in 

AsiaJ were reviewed. 

14. For analyzing the future energy system 없ld policy options, the 

changing situation in the energy sectors such as global warming and 

liberalization of the energy market should be considered. IAEA introduced 

new model MESSAGE which is capable of addressing those issues. 

MESSAGE model has an advantage in rather long-term anaψsis and whole 

energy system analysis. Because it has very flexible structure, it is easy to 

simulate various energy policy. It could be helpful if it is used with 상le 

combination of another plan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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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보다 중대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안정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에너지는 현대사 

회에서 잠시도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안될 국가 공공재화로써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다른 국가에 비해 극히 취약한 면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에 속할 정도로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 수입에 기초한 

지속적인 산업개발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최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8%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으로 에너지의 사용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와 같은 범 지구적 문제 

를 초래함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은 인류의 생존 

과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로서/ 선진국들은 국가 생존차원에서 온실가스의 방출 

을 감축하는 의무 이행과 시장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서의 미래에너지를 

위한 준비와 대비를 부단하게 추진해오고 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을 심 

각하게 대비하여야 하는 선발 개발도상국으로서/ 시장개방 및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전략의 준비를 서두를 때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의존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웅함으로서 에너지 안보를 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산 

에너지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는 에너지 해외의존을 줄일 수 있는 원자력발전과 같은 기술자립형 에너지 이 

용의 극대화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당분간은 가장 현실적인 대웅책으로 보 

인다. 

원자력발전은 실제적으로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감시킨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OECD 국가 

에서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거나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지구 전체적으로는 원자력발전은 에너 

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올 매년 8% 정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주기 시설은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더 적은 부지면적과 더 적은 양의 물 

을 필요로 하며1 원자력발전은 산성비I 도시의 스모그 또는 오존충 파괴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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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황산가스나 질산가스도 배출하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이 에너지원 다원화 

및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는 역할 또한 칸과할 수 없는 점이다. 즉 원자력발전 

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폰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케 하는 주요 추진력이라 할 수 있다. 공 

급안전성은 원자력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핵연료는 보관이 용이하 

고 그 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우라늄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원자력의 이용과 관련하여 세계 원자력계는 기존의 원자력기술을 더욱 개 

량하고 다양한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원자 

력발전소의 인가된 수명기칸이 40년 또는 60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원자력발전 

이 산업적으로 성숙되었고 착실한 기술 진보를 보여주는 척도의 하나라 할 것 

이다. 지속적인 기술발전과 경험의 반영은 원자력발전소의 이용율 향상으로 이 

어지고 있으며 1990년 이후 10년간 전세계 원자력발전소의 평균 이용율은 77% 

에서 86%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명연장 및 이용율 향상은 원자력발전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인자라 할 수 있다. 

현재 운영중인 원전을 점진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원자력기술은 미래를 대 

비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다. 그러나 신규 원전이 에너지 시장에서 최고의 비 

교우위를 갖고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원자력기술의 개발 

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적인 원자로 개발에서 설정된 주요 목표들은 지속가 

능성/ 안전성 및 신뢰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및 물리적 방호 퉁이라 할 수 있 

다.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중에 있는 혁신적인 원자로 설계들은 미래 에너지 시 

장의 수요가 단순히 전력수요에 의해서만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개발되 

고 있다. 새로운 수요는 공정열/ 지역난방 또는 식용수 생산을 위한 해수담수화 

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및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시작으로 에너지 환 

경 관련 주제를 정리하고/ 원자력의 향후 이용 전망과 관련하여 수소제조/ 해수 

담수화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원자력 에너지 이용 관련 

최근의 국제협력 논의를 정리함으로서 에너지y 경제， 환경을 망라한 종합적 측 

면에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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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에너지 관련 논의 동향 및 원자력의 역할 

제 1 절 기후변화협약과 원자력 1) 

1. 기후변화협약 개관 

산업혁명 이후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이용하였기 때 

문에 현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거의 30% 증가했고/ 

매년 1% 이상 증가하여 2100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의 두 배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같이 대기 중의 온실가스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과도 

한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 간 0.3-0.6 "C 상승했는데 IPCC(Intergovernmenta1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3차 보고서에서는 2100년까지 2-6 "C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도 상승은 마지막 빙하기인 2만 년 전과 지금의 온도 차이가 

3-5"C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급격한 변화인지 알 수 있다. 지구 

의 온도가 상숭하게 되면 심각한 홍수와 가뭄과 같은 기상재해를 야기시키고I 

빙하가 녹아서 침수되는 지역이 늘어나게 되며/ 생태계를 변화시킴은 물론 식 

량 생산을 저감시키는 둥 사랍들의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정화시키 

기 위하여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깅을 채택하였다. 1994년 50개국 

조인으로 기후변화협 약이 발효되 었고 2002년 11월 현재 186개국이 협 약에 가입 

하여 당사국(Party)으로 참여하고 있다. 리우회의 이후로 당사국 총회3)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1차 의무감축 

1) 본 내용은 건국대학교 산업공학파 강회정 교수에게 본 파제에서 위탁하여 수행한 「원자력에너지와 기 
후변화협약에 대한 연구」 의 결과물과 자체적으로 수행한 일부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2) 기후변화에 판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띠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Oimate 
Olange)올 약칭하여 기후변화협약이라 일캠는다 기후변화협약은 기본협약과 부속 의정셔(Kyoto 

Prolocol 10 the UNFCCC)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 모두 온질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이행올 협약의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의 의무사항은 가엽 당사국올 크게 부속서 1 (Annex 1)국가 
(OECD선진국+동유럽， 구소련)， 부속서 II (Annex II)국가(부속서 I 국가 중 OECD선진국)， 비부속서 
(non-Annex)국가(시장정제로 이행중인 국가)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의 

무를 부여하고 있다. 

3)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는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한 국가간 의정 조정 및 최종의사결정 
기구로서， 협약진행올 천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년에 한번 모임올 가지며I 195.3월부터 현재까지 6차 

속개회의를 포함하여 8차혜 총회가 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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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5.2% 감축하기로 하고 국가별로 차별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이외에도 선진국들의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해 교토메카니즘(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다. 

교토메카니즘은 온실가스의 국가 간 거래를 인정하는 ‘배출권거래제도 

(International Ernission Tradin용 IEη/ 의무부담국가가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 

올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양올 감축질적으로 인정받는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의무부담국 간의 투자를 통하여 발생 

된 온실가스 감축 분의 일정 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I공동이행 

제도(Joint Implementation, JI)’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2년 인도의 뉴델리에 

서 제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COP8)가 개최되었으며/ 지금까지의 기후변 

화협 약 주요 과정을 칸략히 정 리하면 표 2.1-1에과 같다. 

2. 제8차 당사국총회 결과 요약 

가. 주요 쟁점 및 결과 

지구온실가스 통계작성 및 보고， 교토메카니즘， 기술이전/ 중간평가 둥과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의 협상방향 둥을 논의하기 위한 제8차 당사국총회 

(COP8)가 2002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 까지 인도 뉴텔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65명의 각료급 수석대표를 포함하여 1677~ 회원국과 1687~의 

NGO 둥에서 4352명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환경부I 외교부/ 국회 동 정부대 

표 24명I 산업계 12명/ 그리고 NGO 9명 둥 총 45명이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이 회의에서 EU, 캐나다/ 일본 둥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감축참여 관련 조 

항을 삽입할 것을 계속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실질적인 감축조치 

후 개도국 감축의무 동참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기술 이전I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 

하였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대폭 후퇴하여 개도국의 주 

장이 많이 반영된 텔리선언문(Delhi Declaration)5)이라는 정치적 결정문을 채태 

4) 한국서푸발전(주)， r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 참석결파 보고서J , 2002. 11 

5) 텔리선언문은 α)P8 의장(Baalu 인도 환경부장관)주재 장관급 수석대표틀간의 장시간 협상(10.30 
-11.1)을 통해 채택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파 같다 
- 모든 당사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올 깊이 인식하여 협약의 이행에 충실올 기하고 기후변 
화에의 적용 및 온질가스 감축에 주력하여 빈곤퇴치와 경제 • 사회의 성장이 기후변화의 전체조건엄 
올 인식함 

- 4 -



키로 합의하였다. 

표 2.1-1 기후변화협 약 연혁 

회의명 주요내용 비고 

기후변화협약 
。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 1망개국서명 
- ‘92. 6 

。 개도국은 감축의무 부담 없음(미정상태) 
-의무부담 

브라질I 리우 35.개국 

。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 채택 
제 1차 당사국 - 선진국 공약강화 및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문제 논의 
총회 -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강화를 위한 부속의 
- ‘95.3 정서를 1997년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함 

- 독일t 베를린 - 구체적 작업수행을 위한 부속의정서실무협상기구(AGB~끼 설치 
* AGBM : Ad hoc on Berlin Mandate 

。 기후변화 협약 체컬시 완전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대한 

협상 

- 선진국 공약강화， 재정 및 기술지원 관련사항， 공동이행 기준셜 
정동 

제 2차 당사국 
。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진국의 정책 및 조치에 대 

총회 
해 논의 

- '96. 7 
。 개도국 국가 보고서 관련사항 협의 

- 스위스/ 제네바 
。 제 네 바 선 언 (Genva Declaration) 채 택 
- IPCC 제 2차 평가 보고서 공식적 인증 

* 2100년까지 大氣溫度 2'c 상승(종전 3 t:), 해수변 50cm 상승 
인정 

- 뼈를련위임사항 협상 가속화 및 법적 구속력 있는 부속의정서 
채택 결의 

。 교토(Kyot이 의정서 채택 

- 선진 39개국의 온질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 시한 설정 
* 감축대상 :6종 (기존 C02, CH4, N2。에서 맨C， PFC, SF6 

추가) 
* 감축목표 : 3종 온설가스(C02， 다-I4， N20)에 대해 1990년 

제 3차 당사국 배출량 대비 2008-2012년까지 평균 5.2%인 차별 
-의무부담 

총회 적 감축목표 설정 
40개국 

.197. 12 - 교토 메카니즘 채택 및 논의 
일본/교토 * 공동이행제도0' : ]oint Irnplementation) 

* 배출권거래제도(IET :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 청정개발체제(CDM : O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친국에서 한국 등 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 방안 제기 

- 미국 동 선진국이 강력히 제기했으나 중국 뭉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로 교토의정서에서 제외됩 

- 또한 각국은 지속가능 밭천올 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따라 
각국의 현재의무를 다하여 정보교환， 기술이전， 대체에너지 기술개밭 둥에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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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기후변화협약 연혁(계속) 

회의명 주요내용 비고 

제 4차 당사국 

총회 。 r부에노스아이레스 실천계획」 채택 

- '98. 11 - 교토의정서의 신축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의 구체적 운 

아르헨티나/ 영방안 및 재도국에 대한 기술이천 문제 둥에 대해 제 6차 

부에노스아 당사국 총회 (2002년)까지 확정키로 결의 

이레스 

。 개도국 감축의무 참여문제 

- 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려는 선진국의 

의도에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로 의제채태에 실패 

* 아르헨티나는 자발척 감축의무 부담 표명 및 구체객인 감 

제5차 당사국 
축수치를 발표 

。 교토 메카니즘 운영방안， 개도국 보상 및 놓력형성/ 기술이전 
총회 

문제 
- '99.10 

독일， 본 
- 제 6차 당사국총회에서 컬론을 도출키로 함 

。 공동이행 시범사업(AlJ Activities Implemented Jointly) 추 

진방안 

- 시범사업의 평가지체는 종결하고 제 6차 당사국 총회 이후에 

도 사엽은 지속하되 안배를 두어 추진하기로 함 

* 우리나라 :2018년부터 자발적 감축참여 제안 
。 논의계획 

-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위하여 

동 의정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6개 쟁점사항올 일괄타결 • 

의결계획이었음 

。 주요의제 

- 재정기구 문제 : 지구환경금융(GEF Global Environmental 

제 6차 당사국 
Fund) 

총회 
-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문제 

- 기후변화 및 협약이행에 따른 개도국 피해보상 문제 
-'00.11 

- 네덜란드/ 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이행시범사업에 대한 제반문제 

*교토의정서메카니즘의구체적인운영방안 
이그 

。 컬파 : 미국의 소극적이고 자국에 유리한 주장으로 결론연기 

- 교토의정서 메카니즘의 구체척인 운영방안 

* 자국의 산림 및 농지의 이산화탄소 홉수량을 천량 온실가 
스 감축한 것으로 인정요구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 

* 한국 등 개도국까지로 확대요구 
혔 우리나라 : 교토의갱서를 2002년에 비준예정임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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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기후변화협약 연혁(계속) 

회의명 주요내용 비고 

。 주요의제 

- 교토의정서 메카니즘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 

-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수준체계 구축 

-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천， 능력향상， 보상 둥 지원 문제 

。 속개회의 결과 

교토 메카니즘(해외에서 감축한 Credit 인정범위) 활용에 대한 

제안을 완화하여 국내 부문의 부담완화 

제6차 당사국 
• CDM 사업에 조립부문은 포함하며， 원자력은 자제키로 함 

* 산림(홉수원)을 광범위하게 인정， 에너지 부문의 부담완화 
총회 속개회의 

※ 일본/ 캐나다는 각각 4.9%, 11.2% 해결가능 
2001.7, 

홉 Annexl 국가 감축기준은 90년대비 평균 5.2%이나 실 
- 독일， 본 

제는 1.8% 예상 

- 교토의정서 구체적 이행방안 일괄합의에는 실패 

* 각료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정치적 합의문(BOIll1 i\greernent로 

명명)을 당사국총회의 결정문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회 

의에서 문구수정 둥 세부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일괄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교토메카니즘， 의무수준체제， 산립홉수원 둥 합의되지 않 
은 세부사항은 제 7차 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협상키로 함 

。 주요 논의주제 

- 교토의정서(선진국 감축의무 규정) 의무수준체제 

- 교토메카니즘(해외에서 감축한 Credit 인정) 이행 방안 

- 토지이용 및 토지용도 변경과 산립 (= 온실가스 홉수원) 인정 

범위 둥 

제7차 당사국 
。 회의결과 :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일괄타결 (미국 제외) 

총회 
의무수준체계의 법적 구속력 부여(EU， 개도국 주장반영) 

* 제1차 의정서 당사국총회 (COPjMOP)에서 채택토록 결정 .165.개국참석 
- 2001. 10 

- 모로코， 마라 
* 감축의무 불이행상태 해소 유예기간을 100일로 합의 43.개국비준 

- 크레닷의 차기 이월 제한 (개도국 주장반영) 
케시 

* 홉수원(산림)에 의한 감축실적은 차기이윌 금지 
* 배출권의 차기이월 제한(2.5%) 

- 토지이용 및 토지용도 변경과 산림(LULUCF = 홉수원) 

* 산림정영에 있어 기존의 조림뿐 아니고 병충해 방제， 산불 
예방 둥 인위척 경영행위까지로 인정범위 확대하여 홉수 

원 확대 인정 
제8차 당사국 

총회 。 델라선언 채택/ 교토의정서 운영규정 풍 의제 합의 1657]국참석 

- '02. 10 。 산유국 입장 및 청정에너지 수출에 대한 인정요구 _ fJl개국비준 

인도/ 뉴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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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첨예한 쟁점들은 지난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타결된 관계로 향후 논 

의방향을 담은 텔리선언을 제외하고는 미타결 운영규정에 관한 논의는 원만하 

게 합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몇 가지 새로 제기된 이슈에 관한 협상이 있었 

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조치로 석유수출 감소 둥 

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거의 모든 의제에서 폭넓게 다룰 것을 요구하였고， 이 

제의에 대해 개도국은 이를 지지한 반면에， EU, 일본/ 캐나다 동은 논의 확대 

에 반대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수력생산 전기 및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출함 

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credit)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고， EU 

와 개도국들은 교토의정서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조치로 인하여 개도국이 입올 부정적 영 

향문제(사우디 제안)와 청정에너지 수출에 대한 credit 인정문제(캐나다 제안)는 

EU, 개도국/ 캐나다 둥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결에 실패하였고/ 차기 부 

속기구회의 ('03.이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타결되지 못한 교토의정서 운영규정 협상이 있었으 

며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배출목록 제출 동 국가보고 문제 : 

EU둥 선진국은 개도국의 보고내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것과 보고 

의무 강화I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매년 제출 동을 주장하였으나I 개도국들은 보 

고범 위의 축소， 보고의무 약화(s뼈11 또는 should • may 또는 be encouraged 

to) 및 배출통계 제출기준시기 연기 동을 주장하여 맞섰으나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부속서 I 국가 관련/ 제4차 국가보고서는 기존 작성지침에 따라 

2006.1.1까지 제출하며/ 이미 제출된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섬충검토 

(In-depth review)는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비부속서 I 국가들의 협약이 

행 보고를 위한 선진국들의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문안합의 동 개도 

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 재 정 체 계 (Fin없lcial mechanism) 문제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지원을 위해 7차 총회에서 합의된 기후변화특 

별기금 및 최빈국기금 조성방안 동에 관한 보고서를 지구환경금융(GEF)에서 작 

성I 차기 총회에 제출키로 합의하였다. 국가보고서 준비/ 역량형성/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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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협약 6조) 풍의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재정체계 운영기구에 추가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 청정개발체제(CDM) 문제 :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투자사업인 CDM에 대해 개도국들 

은 절차의 칸소화와 선진국의 조기 투자확대를 주장하였다. 

- CDM하의 산림 홉수원(LULUα) 문제 . 

EU 및 개도국들은 자국내 배출억제를 강조하며 제1차 의무이행 기칸 

(2008 - 2012)중 CDM사업으로서 산림 홉수원 사업의 제한을 주장한 반면， 교 

토의정서 비준을 위해 산림 홉수원에 대하여 이미 대폭 특례를 인정받은 일본I 

캐나다 둥은 단순 방식을 지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하였다. 

- 개도국의 능력배양 문제 : 

개도국은 기후변화에의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능력배양에 EU 등 

선진국들의 지원이 부족하고 지원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특히 이를 위해서는 재정체계의 한계가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관련 환경협약과의 연계 문제 : 

기후변화협 약(UNFCC디과 사막화방지협 약(UNCCD)， 생물다양성협 약 

(CBD) 칸의 상호 연계성 증대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동활동을 촉진키로 합의하였다. 

- 협약 당사국총회 (COP)와 의정서 당사국총회(COPjMOP)의 운영 문제 : 

내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개최 될 제1차 의정서 당사국총회 

(COPjMOP-1)과 제 9차 협약 당사국총회(COP9)의 통합운영에 대해 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은 투명성을 이유로 분리운영 하자고 주장하였으나I 대부분의 국가 

가 경비절감 및 회의운영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통합 운영키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차기 총회는 2003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에서 개최키로 합 

의하였다.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저갑 : 

기후변화 영향의 적웅(Adaptation)을 위한 방안으로 ‘보험에 관한 워크삽’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기후변화의 대응조치에 의해 개도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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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분석 및 이러한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 지원 여부(교토의정서 2조3항)는 

논란 끝에 18차 부속기구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사우디아라 

비아는 화석연료의 사용감소가 자국의 수출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 동 의제 

분석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나. 향후 예상 쟁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이상이 비준한 후에 90일이 경과되 

면 되는데 2002년 12월 현재 97개국이 비준하여 37.4%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2002년 11월에 비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캐나다는 크레티앙 수상이 비준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 

며1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나 유전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알베르타주 동에 

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대외적으로는 비준의지를 지속적 

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교토의정서 감축목표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두 나라는 2002년 9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WSSD에서 비준의 

사를 밝혔기 때문에 때03년에 두 나라가 비준을 하게 되면 발효요건이 충족되 

어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교토의정서 협상시 선진국들은 개도국 의무부담도 논의하기로 하 

였으나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합의 후 재논의 하기로 

합의하였다. 선진국들은 2차 공약기간에 대한 의무부담 문제를 8차 당사국 총 

회에서 발표된 렐리선언문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로 실패하였 

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상 늦어도 2005년부터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OECD 부속서 I 국가 전문가 회의에서는 2007년까지 완료하기 

로 제안된 상태이다. 

다. 정부의 대웅방향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1 기후변화 대웅을 위 

한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 

을 소개하였다. 

에너지 효율적 경제 및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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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중에 있으며， 청정 ·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연 

구 개발I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민칸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WSSD 이행 계획 실천을 위해 사회 각 분야로부터 의견을 받아 실질적이고 체 

계적인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렸다. 개발도상국의 저감노력과 관련해서， 온 

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개도국에 대해 

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선 · 개도국간 협력방안으로 우리나라는 개방적 CDM을 제시하였 

다. 

- 환경협력그룹(EIG) 회의 참가 : 

총회기간중 매일 그룹회의를 개최 r렐리각료선언문」 동 주요 의제 검토 

및 그룹입장을 정리하였다. 또한 2차 공약기간의 감축의무 확대를 강조한 스위 

스 주장에 참가국들간 이견올 보여 그룹차원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 

다. 

- 각료급회의 참가 및 실무 양자회의 참가 : 

교토의정서 비준안 국회통과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서 

추진 중인 제2차 정부종합대책 동을 소개하였으며1 호주(10.24)， 멕시코(10.29) 

둥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방안 및 양국간 기후변화 대웅 협력방안 논 

의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웅 기술협력을 위한 미국과의 실무급(10.29) 회의 

를 개최하기도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이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2 

차 공약기간중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계부 

처/ 민간전문가의 참여하에 3차 공약기간(2018 - 2022) 중 자발적 참여 동 적정 

참가방안 및 참가시기 모색을 검토하여 향후 협상에 대비해야 하겠다. 

또한 차기 부속기구회의(2003년 6월 독일)에 대비한 의제별 입장을 수립 

하며， 지속적으로 분야별 협상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므로써 협상력을 제고 

해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 회의 참가를 위해서는 부처별 업무추진 및 협조체제 

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금년 3월에 확정된 제2차 기후변화협력 정부종 

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후변화 영향저감(TIÚtigation) 및 적웅(adaptation) 

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겠다. 한편， 국가칸 협 

력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멕시코 등과 개도국의 온실 

가스 감축참여방안 협의 및 분야별 환경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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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국별 기후변화협약 대응 

가. EU 

EU의 경우 교토의정서 준수 자세가 매우 적극적이며I 공동체의 성격에 

맞게 EU는 교토의정서에 대해 공동대웅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미 유럽 

은 한발 앞서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주도권 행사를 원해 왔다. 선 개발 책임에 

대한 개도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입장에서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환경문 

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관련 기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었다. 즉 시장원리를 도입한 유연성조치 (Flexibility Mechanism)가 구 

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선 개발 책임에 대한 이행과 개도국의 참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이 확산될수 

록 EU의 환경기술력 우위는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온질 

가스 감축규모를 5.2%로 결정했지만" EU는 50-70% 감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부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았던 EU지역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파수준이 평균 8%임에도 

불구하고 EU 자체 목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15%까지 감축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적극적인 저감노력을 기울이고 었다.6) 

나.일본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이행에 특별한 관섬을 가지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 감축할 계획이며I 청정에너지 및 신재 

생에너지 사용량올 증가시키는 한편 신규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대책추진에 관한 법률J (1998년 법률 제 117호의 제정 「에 

너지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J (1979년 법률 제 49호) 개정 동을 통하여 각 

종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온질가스의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I 

1999년도의 배출량은 기준년도(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는 1990년， ffFc, 

6) 재정부， 기후변화협약에서 션진국 지위 취득시 장단접 분석 및 정책척 대웅연구， 2001.11 

- 12 -



PFC, SF6는 1995년)에 비해 6.9% 증가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대책 · 시책만으 

로는 2010년의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은 기준년 대비 약 7%정도 증가될 것으 

로 예측되어， 교토의정서의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대책을 가 

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유I 석탄/ 천연가스 동의 화석에너지에 의한 

것이 약 90% 정도이다. 과거 2회의 석유파동 거쳐 국민각층의 노력/ 각종 에너 

지 정책 아래 수요부문의 에너지의 절약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공급 측면에서 

는 석유 대체 에너지인 원자력 • 천연가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 결 

과 GDP당 에너지 소비량I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구미 제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고 이미 세계에서도 온난화 대책 · 에너지 절약의 선진국이 되고 있다. 현재 

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틀을 유지할 경우에도 2010년도의 에너지부문에서 발 

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126백만t-C02가 되고I 약 1053백만t-C02였던 

1990년도에 비해 약 73백만t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수요측면에 

서 민생， 숭용차 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요가 1990년대에 비해서 대폭적 

으로 늘고I 공급측면에서는 발전용 연료를 중심으로 하여 원자력 동 비화석 에 

너지의 도입이 진행되지 않아 오히려 저렴한 석탄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1999년도의 배출량은 

기준년도(이산화탄소I 메탄I 아산화질소는 1990년， I-팬c， PFC, SF6는 1995년)에 

비해 6.9% 증가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대책 · 시책만으로는 2010년의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은 기준년 대비 약 7%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교토의정서 

의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대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에너지부문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 

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조치를 더욱 착실하게 실시하고 에너지절약 

대책， 신재생에너지 대책 및 새로운 연료 전환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 안전성의 확보를 대전제로 원자력을 계속하여 착실히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사업자에 의한 교토메카니즘의 활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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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교토의정서가 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방지 노력 

이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효율성과 일치되는 한 찬성하지만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새로운 의무부담과 타국의 균퉁한 부담노력이 없다면 동참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5년 5월 바이드하겔 결의안(Byrd-Hagel 

Resolution)을 채택한 이래 교토의정서는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고 있다끼 

물론 미국에서도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올 인식하고 미국 자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올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기도 했다.8)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기후변화 

협약상 회원국의 의무를 국내법으로 대처하려고 한다. 즉 국내법을 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며/ 자국 정부 혹은 기업의 온질가스 감축노 

력을 우선시 한다. 미국 정부는 기술개발과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 재생에너지 

개발 동을 통하여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기업대로 재생에너지의 상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 

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갇이 미국 기업이 개발한 청정에너지기술을 개 

도국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미홉하다는 점도 비준이 보류되는 중요한 이 

유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Comprehensive Approach) 방법만이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자국의 사기업이 

취한 조치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미국은 교토의정서 탈퇴와 정책방향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 

고 있지만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수립된 종합적인 국가에너지전략"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정안은 이런 맥락에서 3가지 사안에 주안점을 두고 추 

진되고 있다. 첫째/ 에너지기술개발 강화， 둘째，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셋째， 

미래에너지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기술들은 상엽적 측면의 

활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 

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끼 1995년 미국 국회 제105차 의회는 ι미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교토의정서 비 

준이 개발도상국(멕시코， 중국/ 한국)도 포함되지 않는 한 미국 상원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결의 

8) 모묘스키 상원의원온 rEnergy and Oimate Policy Act J 에서 1992년 제갱된 에너지청책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1974년 연방비원자력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기후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 크레그 

상원의원은 「π'" Oimate Otange Energy Policy Response Act J 를 제출하였는데， 역시 에너지정책 

법을 개갱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증진/ 기술개발 촉진 둥의 내용올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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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나라 기후변화협약 대응 

(1) 깨요 

최근의 국제 에너지정세와 여러 환경변화 요인을 감안할 때 새로운 국가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10년을 목표 

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을 발표하였다.(2002. 12) 여기에는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와 기후변화협약 동 국제사회의 환경에 관 

한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기폰 화석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중대될 

것으로 전망I 에너지의 생산파 이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요인을 최소화하여 미 

래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에너지 시스템 

을 구축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있다. 

- 화석에너지 사용에 대한 제약은 에너지사용 비용의 증가에 따른 산업경쟁 

력 저하로 구체화되는 한편y 환경친화적 에너지 신기술과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에너지 이용효율의 개선과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의 구축이 국가 경 

제 발전 전략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전망 

-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의 지속적 추진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올 확충 

-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성장을 위해 최대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도모 

- 미래 에너지수요를 적절히 예측하여 에너지 공급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 에너지 믹스 둥을 포괄하는 에너지 수급구조의 균형 및 안 

정화실현 

- 에너지 공급시장의 돌발적 불확실성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위기 대 

웅 능력을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협약 대웅 주요에너지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기 

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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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시스렘 구축 

(가) 저탄소형 에너지 소비시스탬 구축 

디 기본방향 

- 2010년까지 석유의존도를 45% 이하로 감축하는 한편/ 탄소 원단위가 낮은 

천연가스와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둥 환경 친화적인 에 

너지공급을 확대 

- 석유의존도의 감축노력 지속 추진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편하여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 

- 가정 · 상업부문 : 석유 중심 난방시스탬을 지역난방/ 가스냉난방 동 에너 

지 효율적 시스템으로 지속 교체 

- 수송부문 : 전기자동차I 압축천연가스(CNG)， 연료전지 둥 수송용 대체연 

료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통해 수송연료의 탈석유화 추진 

- 산업부문 : 가스 열병합발전과 폐기물 소각열 둥을 활용한 집단에너지공 

급을 확대하여 산업용 석유수요를 안정화 

口 저탄소형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체계의 구현 

- 가정 • 상업부문의 난방용 석유와 산업용 연료를 전국 천연가스공급망 건 

설과 연계하여 천연가스 활용도를 제고 

- 석유 정제부문의 탈황 및 중질유 분해시설을 확장하여 저유황유의 공급능 

력을확대 

- 발전부문에서 원자력 구성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유연탄 발전소 

의 탈황 및 분진설비를 확충하고I 청정석탄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적극 

추진 

(나) 에너지 효율정책 추진 시스템 강화 

- 경제 • 사회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기능을 통한 에너 

지 소비의 합리화와 함께 철저한 성과분석에 큰거한 에너지 효율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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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효과성 제고 필요 

- 시장경제 도입I 경제적 효과I 환경편익/ 계층간 형평성 둥을 종합 고려하 

여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 둥 국내외 여건 변화에 부웅한 에너지효율정책 

의 목표 재정립 

- 이윤 및 소득 동기를 통해 에너지이용 행태를 변화시켜 에너지이용의 사 

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에너지효율향상 정책 기조를 정립 

- 각종 에너지효율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 · 사후적 분석을 통한 정책관 

리의 효과성 극대화 

- 현행 에너지공급사 중심의 수요관리를 에너지공급사/ 에너지관리공단I 에 

너지절약 전문기업 간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여 에 

너지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새 환경에 적합한 정책 추진시스댐 구축 

- 고효율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된 기기의 시장진 

입을 초기단계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 우수기기 시범보급사업I 정부우선구매사업/ 우수 기기홍보사업 등의 시책 

강구 

(다) 대체에너지산업의 이용 기반조성 

- 대체에너지셜비 인증제도 도입 • 실시 · 인증을 받은 셜비에 대해서는 보 

급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정부지원사업에 우선 참여 둥 인센티브 제공 

I대체에너지 성능평가센터」 지정 · 운영 : 단위 요소기술의 운전 성능평가 

및 표준화 추진 

I실증연구단지」 조성 • 운영 : 개발된 시제품을 설치 • 운전할 수 있는 실 

증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설비의 내구성/ 신뢰도향상 및 엔지니어링기술 확 

보 

- 대체에너지 시범마을(Green Village) 조성 : 대체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 

를 자급자족하는 환경친화적인 시범마을 조성 (2010년 까지 1007ß 목표) : 

현재 Green Village로 광주(조선대， 3，000평) 및 대구(봉무지구) 선정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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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체에너지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시장조성 둥 지원체제 구축 

- 대체에너지 이용·보급확대의 근본적인 애로요인은 투자경제성 문제염 

풍력I 태양광 둥 대체에너지의 경우 원자력 및 화석연료 발전 대비 약 

2-10 배정도 발전단가가 높으며1 초기 투자비의 과다 

- 그동안 대체에너지 지원은 기술개발 위주로 이루어져 시장 기반조성을 위 

한 보조금지원 퉁 보급정책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따라서1 향후 보조금확 

대 동 직접적인 지원제도 확대를 포함한 체계적인 제도정비가 필요 

- 경제성 확보 지원방안 마련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및 차액 보전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감면(세율: 8%→2.8%)을 현행 태양열 기 

자재에서 모든 대체에너지 기자재로 확대 

- 시장기반 활성화 방안 

국가기관I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둥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시설 설치 

의무화(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의 활성화 

대체에너지 시장 정착화를 위해 태양광주택 3만호 보급사업， 가정용/ 

상업용 중 • 소형 연료전지 보급사업동 보급 프로그랩 강화 

“대체에너지 박람회”를 개최 ('02년 하반기)하여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및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장으로 적극 활용 

- 제도 · 정책개선 방안 

대체에너지 보급촉진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 보급촉진법』 개정 ('02.3.25 공포)하여 '02.9월부터 시행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전문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설립 • 운영 

보급된 대체에너지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풍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중 • 장기적으로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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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대체에너지를 사용함으로서 상승되는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 

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제도 

향후/ 수용가에서 일반요금보다 높은 추가비용의 금액수준 설정 및 이 

에 상웅하는 인센티브 둥에 대한 시장조사 분석올 통해 국내도입 컴 

토 

4. 기후변화협약 관련 원자력 역할 

가. 원자력과 CDM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과 CDM 및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퉁 

다양한 견해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토메커니즘 가운데 청정개발체제는 원자력발전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원자력이 청정 

개발체제하에서 가능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원자력에너지 

와 신재생에너지의 원료가 화석연료 대체사업과 같은 CDM사업에서 수용된다 

면 이러한 에너지의 사용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분명히 감소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이 청정개발체제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각국 

은 청정개발체제 실행 과정에서 배출량을 줄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가장 비 

용 효과적인 옵션 선택을 위해 모든 기술을 컴토할 것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12조에 대한 제6차 당사국총회 토의에서 “Annex 1에 

포함된 국가들은 교토의정서 3.1조에 의해 약속한 원자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이 

산화탄소 배출량저감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 

면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에 있어 CDM 사업수행이 CDM사업 유치국에게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 것 

이다. 이런 점에서 CDM 유치국은 원자력에너지 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 

여한다고 선언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만약 회의에서 약속한 CERs 

의 결과를 사용할 수 없다면 Annex 1 국가는 CDM에서 원자력 에너지 사업의 

실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연성조치(Flexibility Mechanisms)를 포함하는 교토의정서는 다른 국가 

들과 다양한 투자자들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수용하기 위해서 흥정과 타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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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CDM을 포함하는 교토 

의정서의 기본적인 목적과 기초가 되는 원리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흔히 

었다. CDM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다양한 사고방식 속에서 어떠한 에너지시스 

탬이 적정한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이러한 상황은 원자력에너지를 수 

용할 것인가 혹은 배제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만든다. 그 결과/ 원자력에너지의 

중 · 장기적 기여를 지속화하고 확대시키는 정책적 유연성을 유지해야 할 것인 

가 혹은 반대 관점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안전， 방사능 폐기불처리， 핵무기의 확 

대 동의 부작용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 

는 주장이 대립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럽 COP6 에서는/ 유치국이 원자력발전사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어떠한 CDM사 

업도 유치국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다른 한편 CDM사업 과정 

에서의 특정 기술의 제외는 Annex 1 그룹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의 기술적 방 

향을 결정하는 주권의 침해와 더불어 다른 기술을 강요하는 결과로 보여질 것 

이다. 그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CDM사업의 투자국이나 실제로 CDM사업을 스 

스로 운영하는 나라들은 (만약 기술이 예를 들어서 원자력 사고(Accide띠의 경 

우처럼 인접국에 피해를 주는 국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결정 권을 가질 수 있다. 

Annex 1 국가들은 Non-Annex 1 국가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련된 온 

실가스 감소에 대한 이익의 자격을 주지 않더라도 교토의정서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 국내에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은 사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여러 나라 

들의 사례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IAEA 보고서는 원자력발전소는 환경적 부가성 

의 CDM사업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이러한 나라들에서 실행하는 화석연료 관련 

사업과 비교해서 장기간 온실가스 감소를 보장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 

례 연구들은 또한 원자력발전 사업이 재정과 기술적 부가성의 기준올 가질 것 

이고， 원자력발전소가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면서 원자력사업의 실행이 

CDM 유치국에 기술이전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자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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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에너지와 CDM의 전망(2008 - 2012) 

현재 CDM사업은 단지 교토의정서의 제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킥에만 

관련되어 있다. 즉/ 이 기간 이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가 정하여지지 않고 

있다. 만약 원자력발전 사업이 CDM사업에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2012년까지 CERs를 완료하고 생 

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원자력 에너지는 교토의정서 제1 

차 의무이행기칸이 지난 후의 CDM사업에서 온질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동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 

에 대한 논의가 더욱 더 중요해 질 수 있다. 

비록 원자력 에너지가 현재 의무이행 기간동안 CDM사업에서 배제된 것 

이 매우 상정적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의무이행 기칸과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가 정해질 때 원자력 에너지의 배제가 고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징성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원자력 또는 다른 사업이 현재의 CDM사업 하에서 시 

작될 지 안될 지에 대해서도 같은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CDM사업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배제를 가져온 논의는 2008-2012년이 지난 후 

에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IAEA와 NEA(Nuclear Energy 

Agency)와 같은 국제기관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완화와 안 

정을 목표로 하는 전략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서 권위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지속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원자력발천과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현재 세계 전력수요의 16%가 원자력발전에 의폰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원 

자력발전 의존도는 아직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의존도는 70%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40% 선을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에 의한 C02배출량 감소분은 표 2.1-2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1년 기준 약 2,500 백만톤에 이르고 있다. 전세계 

의 전력부문으로부터의 연간 C02 배출량이 7,500 백만톤(이 가운데 5,300 백만 

톤이 석탄발전소로부터 배출)이므로 원자력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함올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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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원자력발전에 의한 국가별 C02 감축량 

원자력 
원전기수(2002.9) 

C02 감축량 
발전량(2001) (2001) 

국 가 billion 
% No. 

kWh 
MWe 백만톤 

Argentina 6.5 8.2 2 935 6 
Armenia 2.0 35 1 376 2 
Belgium 44.1 58 7 5,728 44 
Brazil 14.3 4.3 2 1,855 14 

Bulgaria 18.2 42 6 3,538 18 
Canada 72.3 13 14 9,998 72 

O1.ina CNNC 16.7 1.1 5 3,702 16 
Q파lese 

Taipower 35 22 6 4,884 35 

Czech Republic 14.7 20 5 2,560 14 
Fin1and 21.9 31 4 2,656 21 
France 401.3 77 59 63,203 401 

Germany 162.3 31 19 21,141 162 
Hungary 14.1 39 4 1,755 14 

India 17.3 3.7 14 2,548 17 
Japan 321.9 34 54 44,301 322 

Korea(South) 112.1 39 17 13,920 112 
Lithuania 11.4 78 2 2,370 11 

Mexico 8.1 3.7 2 1,310 8 
Nether1ands 3.7 4.2 1 452 3 

Pakistan 2.0 2.9 2 425 2 
Rom없lÏa 5.1 11 1 655 5 
Russia 125.4 15 30 20,793 125 
Slov값ia 17.1 53 6 2,472 17 
Slovenia 5.0 39 1 679 5 

Sou삼1 Africa 13.3 6.7 2 1,842 13 
Spain 61.1 29 9 7,405 61 

Sweden 69.3 44 11 9,460 69 
Switzer1and 25.3 36 5 3,170 25 

Ukraine 71.7 46 13 11,195 72 
United Kingdom 82.3 23 31 12,282 82 

USA 768.8 20 104 98,406 769 

Wor1d Total 2,544 16 439 356,016 2,500 

자료 : World Nuc1ear Association 

한편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우리나라 

의 전력부문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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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전체 배출량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1977-1999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한 결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연료소비량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발전량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이는 물론 분석이전 사전적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원 

자력발전 비중의 증감이 얼마만큼 전체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인데 이를 

탄성치를9) 이용하여 구한 결과(각 발전회사 발전처， 전력산업구조개면에 따른 

전력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수립， 2001. 끼를 인용하면 원자력발전 비중이 

10% 증가함에 따라 발전량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2% 감소하고 발전연료 

소비량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적 배출량을 보면 그림 2.1-1과 같이 1970년 1.5백만 

탄소톤에서 2000년 29.9백만 탄소톤으로 거의 20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을 전부 석탄발전소로 발전하였을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은 2000년 기준 29.9백만 탄소톤에서 53.4백만 탄소톤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산 

정되었다. 이는 2000년도 질적배출량만람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효과가 있어 원 

자력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식 전원계획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전원계획상 

의 배출량에 비해 원자력을 석탄화력으로 대체한 경우가 2015년에는 40% 정도 

더 배출을 하여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저감에는 상당히 유용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9) 탄생치 = (!'.YjY) j(!'.XjX) = (!'.Yj !'.X)(XjY) 
여기에서 X 원자력발전량(비중) 

Y 밭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혹은 연료소비량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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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석탄화력을 원자력으로 대체시 

라. 발전원별 외부버용 평가 

외부비용(Extemal cost)이란 전력생산에 직접 필요한 비용 이외에 환경 부 

하의 유발I 인칸의 건강 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을 계량화한 것이다. 스 

위스의 Paul Scherrer Institute에서 수행한 GaBE Pr이ect 보고서에 의하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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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의 비용요소를 생산비용y 외부비용(온난화비용은 제외)， 온난화비용으로 

분류하였을 때(총 비용을 Damage cost로 정의) 1kWh의 전력생산에 투입된 총 

비용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발전원이 원자력I 수력 

다는 낮고 풍력이나 태양광발전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림 2.1-3 

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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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 발전기술의 외부비용 
주) 상단은 Upper range, 하단은 Lower range를 나타내며， SFR은 스위스 프랑임. 

" 55 " " s 

총 비용에서 전력 생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 

전원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외부비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발전원은 석유와 석탄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바이오매스 발전을 제외하면 

외부비용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제시하고 있다. 

높은 반면 원자 

결과를 

매우 

2001년 ExtemE의 연구에 의해서도 위와 비슷한 

즉， 석탄화력의 외부비용은 내부비용의 50-70% 수준으로 

력발전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Krewi단 et a1(1999)의 연구에 의하변 화석에너지원에 의한 발전으로부터의 

환경비용은 1990년 기준 EU지역에서 총 700억 달러로/ 이는 GDP 의 1%에 해 

당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건강， 농작물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가 포함되 

며 온난화에 의한 피해비용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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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1. 개요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World Sunun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2002. 8. 24 - 9. 4 사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인 리우선언과 이의 세부실천계획으로서 의제21 (Agenda21)을 채택한 이후， 

10주년이 되는 2002년에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하고I 향후의 지속가 

능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것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였다. 동 위원회는 1987년 발칸한 우리 공동의 미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0)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 

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 to meet their own needs) 

이 개념은 우리가 물려줄 환경과 자연자원의 여건 속에서 우리의 미래세 

대도 최소한 우리 세대만큼 잘 살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의 환경과 자연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일정한 제약조건이 주어진 것이다. 따라 

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I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 라는 지극히 막연한 

개념보다는 조금 더 구체성을 띤 정책목표로 볼 수 있다.11) 

1이 ”세계 환경개발위원회는 1983년 노르웨이 정부가 지구척 차원에서 빈곤과 개발/ 그리고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UN에 제안하여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르웨이 수 
상을 역임했고， 당시 노르웨이 야당 당수였먼 부른트란트(Gro Harlem Brundt1and)여사가 맡았다 3년 
간의 연구 성과불율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구촌 차 
원의 균형 있는 밭전과 정의로운 밭전올 지속가능 밭전과 연계 시켰다는 점이다- 즉 가난한 국가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환경문제와 연계시켜 기존의 발전개념을 사회통합적 관첨에서 새롭게 재해석했다는 

정이다 

1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UNEP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천연자원의 보존파 사용에 
판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에 차이가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천은 ”생태학적 회복력과 경제성장 
의 토대가 되는 천연자원의 보존， 합리척 사용 퉁은 물론 국내 및 국제척인 형명생올 향해 나아가는 

파정”이라고 정의한다(Progress towards national international equiψ， as well as the maintenance, 
rational use and enhancernent of the natural resource base 앙，d that underpins ecologica1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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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72년 스톡홀름 국제회의(유엔인간환경회의I UNCHE) 20주년을 기 

념하고 다가오는 2000년대를 대비하여 국제적 결속을 다질 필요하에서/ 유엔이 

다시 주관하고 나선 대규모 국제환경회의가 1992년에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UN Conference and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 다12). 이 회 

의는 통상 리우회의라고 불리우며 여기에서는 「환경파 발전을 위한 리우선 

언」 이 채택되었다. 지구헌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선언은 21세기의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을 천명하였다. 

이 원칙을 줄여서 보통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이라 하고 약청하여 ESSD라고 

부른다 동 회의에서는 리우선언을 채택하는 이외에 이의 실천강령으로서 「의 

제 21J 을 채돼하였다13). 

이어서 199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담은 3년전 리우 

회담에서 제기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특히 사회개발이 

라는 개념하에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코펜하겐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 

해 인간 중심의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로의 방향을 모색한 자리로 기 

록되기도 했다. 그러나 NGO(N 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은 별도의 회 

의를 갖고 코펜하겐정상회의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NGO측의 문제의식은 정상 

급들의 코펜하겐 선언이 정상회의가 올린 몇몇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 

동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이라는 기본목표와 어긋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 

하였다. 특히I 국가경제와 세계경제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는， 무책엄한 ’개방적 

자유시장의 힘’ 에 지나치게 의폰하고 있는 정부기구 (GO Governmental 

Organization)가 기존의 노선을 고수한다면 현재의 전 지구적 사회위기를 덜어 

주기보다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이란 인권/ 시민권/ 정치권I 경제권I 사회 및 문화권이 충족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정상회의는 사회개발에 있어 언권(Human Rights)이 참여정치와 

and economic growth) 

1잉 UNCED(Uni앤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l 유엔환정개발회의)는 냉전체 
제와해이후 신셰계 질서형성에 있어 주요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구환경질서수립을 위한 기본원 
칙과 행동계획의 채택올 목척으로 션진국과 개도국의 청상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1992년 브라질 리 
우에서 열렸으며， 혼히 리우회의， 지구청상회의(Earth Sununit, Global Summit), 생태학의 Bretlon 
Woods회담 (뉴욕타임즈)， 그련라운드 (Green Round), 산림정상회의 (Silva Sunur뼈이라고도 부른다 

13) 리우회의의 결과 총 5개의 문건 (리우 선언/ 의제21， 산립원칙 생명，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이 채택되었고， 국제사회의 r의제 21. 이행상황올 주기적으로 점검 · 명가하고， 효과적인 지구환정보 

천 전략 수립올 위하여 ”유엔지속개밭위원회(UNCSD)"를 설치키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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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에 전제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주장올 피력하기도 하 

였다-

인류가 당면한 지구생태계 위기와 경제성장 간의 긴장과 갈둥을 다루기 

위해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SD)은 어업자원 남획으로 생겨난 ’최대 지속가능 

어획량(Maximum Sustainable Yield)’이라는 이론에서부터 시작했다 물리적， 생 

물학적 논리에서 출발한 ESSD는， 사회경제체제로서의 성장과 발전， 공평성의 

문제， 인류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 

과 경제발전의 양립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이르기까지 그 개념이 발전되었고， 

그 정의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추진경과 및 주요 회의 내용 

가. 라우 선언 

1972년 스웨덴 스톡훌름에서 ’인간환경선언l이 나용 지 20년 만인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가 개최되었다. 리우선언은 전 지구인의 

행동강령으로서 150여 개국 대표가 서명하여 채택되었으며， 27개 원칙으로 구 

성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올 위하여 국가t 정부， 국민들이 하여야 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리우선언의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제1원칙 : 인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 제2원칙 : 각국은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지니는 동시에 다른 국가 

의 환경에 손상올 주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 제3원칙 개발 권리의 행사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개발과 환경상의 필요 

성올 충족시키는 벙위내에서 가능하다 

- 제4원칙 · 환경 보호와 개발은 일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리우선언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잃SD)"의 구현을 위 

한 지구환경질서로서의 기본 규범적 성격올 가지며， 21세기를 향한 구체적 환 

경보전 실천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또한 리우선언과 의제 

21의 이행상황올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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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영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1 생물종의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에 서명하고，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인 산림원칙성 

명을 채택하였다. 

나.유엔환정특별총회 

1997년 6월 유엔본부에서 1992년의 리우환경회담에 대한 각국의 이행 노 

력을 평가하고 향후 5년간의 이행전략 논의를 위해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가 

개최되었다14). 동 회의에는 약 60여 개국 정상급 인사와 UNEP 둥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동 182개국의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회의 결과 11의제21 향 

후 이행계획서” 를 채택함으로써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 

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 이행계획서는 의제21의 향후 구체적인 추진전 

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공약사항， 리우 이후 진전사항에 대한 명기/ 추 

가조치가 필요한 분야I 의제21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칸 조정， 1998년부터 2002 

년까지 지속개발위원회의 작업계획1되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민주제도 확립과 지구 

환경보전간의 상관관계/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문제1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문제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문제 둥이 쟁점 사항 

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선진국파 개발도상국간에 상 

당한 이견이 있었다. 선진국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여 후진국에 대한 재정과 기술적 지원을 통한 환경보전 노력을 피력했으 

나， 미래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은 공동책임이라고 주장했다.16) 반면에y 

개발도상국은 현재의 환경파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선진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규범이 개도국의 경제개발올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14) 1997년 개최된 유엔환경특별총회는 리우회의 이후 5년만에 개최되었으므로 “Rio+5" 라고 통칭된다-

15) 1998년 통합당수관리， 산업과 지속가능한 개발I 소비자보호， 1999년 대양과 바다/ 소비 및 생산왜턴/ 

판광， 2000년 토지자원의 통합계획 · 관리 재원 · 무역， 농업(산립포함)， 2001년 대기 에너지 · 환정 

을 위한 국제협력 수용， 2002년 총합컴토 

16) 이에 따라 의제21에서는 지구환경보전 책임의 기본원칙으로 역사척 책임 및 정체적 능력에 따라 “공 

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rn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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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선진국에 대하여 환경청정기술 및 대체물질 기술 

개발 동의 무상이전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다. 세계 지속가능발천 정상회의 

(1) 깨최 배정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1997년 6월 유엔본부)의 의결에 따라 UNEP가 

주관한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2002년 8월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다 

1끼. 194개국 정부대표단과 86개 국제기구/ 및 NGO 퉁 4만여명이 참석했으며1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민칸/ 언론기관 동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18). WSSD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리우선언 이후 10년간의 추진실 

적을 종합 평가하고， 2002년 이후의 지속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 

다. 

동 회의에 대하여 NGO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 

부간의 협약과 시칸일정이 반영되지 않은 실패작이라고 혹평을 하는 반면， 각 

국 정부 대표는 성공적이었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주요 논의 의제로 

는 이행계획/ 정치적 선언문， 파트너쉽/이니셔티브 사업제안이었으며/ 이행계획 

의 주요 논의 의제는 리우원칙， 생물다양성， 에너지， 해양수산， 빈콘퇴치기금， 

지속가능 생산소비패턴/ 이행수단I 거버넌스 둥이 주요 협상쟁점이 되었다. 

(2) 회의의 주요 컬과 

(가) 요하네스버그선언문 채돼 

요하네스버그선언문은 각국 정상의 정치적 실천의지를 담은 「정치적 선 

1끼 2002년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는 리우회의 10년후에 개최되었으므로 "Rio + 10 11 이라고 

도불리운다 

18)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 9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CSD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r띠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WSSD 국가 
준비 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동 위원회는 산하에 준비 실무위원회와 3개 대책반 (총괄r 전 

략， 협상)을 운영하였으며， 각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총괄대책반 : PCSD 주도로 의제 21 분석 보완 및 국가전략 수립 
• 전략대책반 . 환정부 주도로 국내 대책추진 기본방향 설정 

· 협상대책반 외교통상부 주도로 정상회담 풍 협상문안에 대한 전략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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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 이다. WSSD에 참석한 각국의 정상들은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6개 장으로 이루어 

진 37개 조항의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환경보호와 경제 및 사회발전의 상호 의존성과 

보완성을 강화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책염을 가짐 

- 빈곤퇴치와 인류발전을 이룩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성 

에 긍정적으로 답하기 위해 확고한 노력을 다할 결의하에 뭉침 

- 빈곤퇴치， 소비 • 생산 패턴변경 및 자연자원기반의 보전 • 관리가 지속가 

능발전의 필수요건이며 포괄적인 목표임을 인식함 

- 인류사회를 빈 • 부로 나누는 깊은 단철의 선과 선진국 • 개도국칸 격차는 

지구촌의 번영I 안전 및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임 

- 지구 환경의 고통은 계속되고 세계화는 새로운 도전을 더하여， 삶을 근본 

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지구촌 불균형의 위험이 있고I 빈곤충은 민주적 

시스댐과 그들 대표들에 대한 신뢰감을 잃을 수도 있음 

- 정상회의에서 깨끗한 물I 위생시설/ 에너지 등과 같은 기본여건에 대한 접 

근확대를 위해 목표 • 시간계획을 정하여 결의하게된 것을 환영하며/ 재정 

자원접근 및 시장개방이 익을 누리도록 서로 지원 

- 여성 권익 • 해방 • 성 평동， ODA 목표이행 노력/ 의사결정에 있어 주요그 

룹 참여I 기업의 책무/ 관리체제(governance) 개선 동을 강조 

- 유엔헌장 • 국제법의 목적 • 원칙 및 다자주의 강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I 지속가능발전을 권장함에 있어 유엔의 역할 지지 

-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행경파를 모니터령하고，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과 여기에 포함된 목표달성을 촉진 

(나) 이행계획서 채택 

이행계획서는 정치적 선언문의 실천계획으로서 ”의제21"을 구체화하는 정 

부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으며 10개장 1537~ 조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현재의 이행계획을 실천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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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리우선언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에 관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1의. 또한 국내외 우수관리 체제(good govemance)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수 

적이며/ 특히 국내적으로 법치실현/ 부패추방조치， 성 평등I 투자여건조성을 위 

한 건전한 환경 · 경제 · 사회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2장 빈곤퇴치에서는 2015년까지， 1일 소득이 1불 미만인 빈곤층 인구와 

안전한 먹는 물올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1/2로 줄이고I 빈곤충 권리부여 프 

로그램 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자발성， 기존 기금과의 중복회피 및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I 유엔총회로 하여금 세부 기금조성방식을 정하도 

록 하면서 인칸 · 사회발전 권장 및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 (wor1d 

solidarity fund) 설립을 병시하고 있다. 동 문안에 대하여는 77그룹과 EU간의 

의견대립이 심하였으며/ 특히 EU는 기금설립을 새로운 은행계좌 개설에 비유 

하면서 가장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빈곤충 인구저감I 먹는 물 

공급 둥과 같이 기초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2015년까지 1/2로 줄 

이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장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 생산 패턴 변경에서는 화석연료기술I 재 

생에너지기술(수력 포함) 빛 이들 기술의 이전을 비롯하여 보다 효율적인 에너 

지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고，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 

지원 비율을 충분히 확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금번 협상과정에서 EU는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15%를 재생에너지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다 

른 국가들은 목표연도나 비율 설정에 반대해서 구체적인 목표치는 포함되지 않 

았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에너지 보조금은 개별 국가들의 각기 다 

른 개발정도와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철폐 (phase out)하는 것으 

로 문안이 합의되었다 에너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준비회의에서 EU는 보조금 

의 완전폐지/ 미국 둥 대다수 JUSCANZ (OECD 회원국중 EU를 제외한 국가들 

의 모임) 국가들은 단계적인 폐지I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먼저 폐지하고 일정기 

간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다른 국가들로 확대할 것을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제4장 자연자원 보전 · 관리에서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 

술 및 방법론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칸 패널(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장려할 것 

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강조하고y 교토의정서를 비준 

19) 77.그룹은 동 원칙을 소비 • 생산 서문， 에너지I 대기오염 저감 및 이행수단 서문 동에도 언급할 것을 
주장하여 선진국들의 양보를 얻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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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들로 하여금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의 비준을 촉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 

다. 그외 지구환경금융(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으로 하여금 토양황 

폐화 (사막화I 산림남벌) 방지를 중점지원분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GEF를 

사막화방지협약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의 재정체계로 하 

는 것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9장 이행수단에서는 이행수단의 핵심인 재정 · 무역은 몬테레이 합의문 

(2002.3), WTO 도하선언문(2001.11)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선에서 합 

의하여， GNP 0.7%의 ODA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목표달 

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20), 개도국들에게는 ODA의 효율적인 사용을 권장 

하고 있다. 

표 2.2-1 WSSD 이행계획서의 구성 

장 주제 해당조항 

1장 
서론 1 - 5의2 
(Introduction) 

2장 
빈곤퇴치 6-12 
(Pove야y eradication) 

3장 
지속가능하지 봇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경 

13-22 
(다lan맹19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4장 
경제사회 발천의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23-44 
(Protec며19 and m뻐a맹19 야le natural resource base of 

5장 
세계화 시대 지속가능한 발천 

45-45의6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 
건강 및 지속가능한 발전 46-50 

6장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51항은 

7장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52-55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8장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56-65 (Sustainable Development for Mrica) 

8장 2 
기타 지역의 이니셔티브 

66-74 
(Other Regional Initiatives) 

9장 
이행 수단 

75-119의 11 
(Means of implementation) 

10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 

120-153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이 우리나라의 ODA 공여수준은 2001년 기준 GNP의 0.063%(266백만불)이며， OECD 회원국 명균은 

GNP의 O 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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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WSSD)는 NGO와 유럽 대표의 혹평에도 불 

구하고I 지속가능발전이 환경보호의 범주를 벗어나서 국제사회 전 분야로 확대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대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EU는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15%를 대체 

에너지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 둥은 수량화된 목표설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그룹 논의결과 “국제적으로는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를 15%까지 

확대하고I 선진국의 경우 2000년 대비 최소한 2% 추가달성을 촉구” 한 문장이 

제시되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현재 1.05%에 불과한 우리나 

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경우， 향후에 전개될 EU의 입김에 대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에너지 그룹은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 

근 개선， 에너지 보조금 삭감 둥 에너지 관련 미합의 이슈들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최종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WSSD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주요 쟁점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국의 대외개발원조(ODA)를 GNP의 

0.7% 수준으로 지원약속 이행(한국은 현재 0.06%),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철폐， 

선진국은 공통적이기는 하나 차별화된 책임분담I 모범적 국가관리체제(Good 

Govemance), 기업의 사회적 책임I 세계연대기금(World 5이idarity Fund), 각 국 

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비율 의무화 둥이다. 합의도출에 실패한 근본원인은 선 

진국파 개도국의 의견대립(남과 북의 대결)과 미국의 독자적 행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분석 

가. 에너지분야의 합의내용 

에너지부문은 2001년에 유엔의 제9차 지속발전위원회(CSD)에서 많은 논 

의가 이루어진 바 었으며， 4차례에 걸친 WSSD 준비회의에서도 많은 협상이 진 

행되었다. 금번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에너지 보조금 감축/ 교토의정 

서 비준의 3개 사항에 대해 협상이 집중되었으며 이중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위한 목표설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졌다.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목표설정과 관련해서는 EU는 2010년까지 전세계적 

으로(globally) 재쟁에너지의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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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동시에y 선진국들은 각각 2010년까지 2000년의 재생에너지 비중보다 

2%포인트를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하였다. 재생에너지 

확대목표 설정 문제에 대해， EU는 목표설정에 찬성한 반면， 미국I 호주/ 카나 

다， 일본은 목표설정에 반대하였으며， 동시에 개도국 그룹(산유국 주도)도 목표 

설정에 반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량적 목표는 삭제되고 대신에 I각국의 노 

력을 촉구’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게 되었다. 동시에 ’수력’을 재생에너지의 범주 

에 포함시키도록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화석연료기술과 대체에너지기술의 

개발을 통해 에너지공급원을 다원화하였다. 국가목표와 자발적인 지역 목표의 

(voluntary regional t값gets) 역할을 인식하면서I 재생에너지의 지구적 비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조속히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에너지보조금 감축일정 설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의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EU가 지지하는 입장이 

다. 보조금 문제와 관련하여/각국의 여건과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지속가능발 

전에 장애가 되는 에너지분야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phase out) 

노력하기로 합의를 도출하였다. 교토의정서와 관련하여I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교토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WSSD를 계기로I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I 지속가능 

성을 반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를 위한 이행계획을 수 

립 ·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양자의 과제를 안고 있 

는 바I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에너지공급의 확보”가 중요하며1 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원의 청정화”와 

”에너지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세계 원자력계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IAEA는 WSSD 개최에 대웅하여 

원자력의 지속가능 적합성을 홍보하기 위한 소책자 (IAEA and the Wor1d 

Sumrn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제작하였다. 동 책자는 인류건강/ 식 량 

및 농업， 수자원y 환경보호， 능력개발 둥에 기여하는 원자력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WNA (Wor1d Nuc1ear Associatio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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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원자력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개설하였다 21).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기후변화I 청정에너지I 원자력의 필요성/ 방사선의 실체I 

방사성폐기물의 관리I 원자력의 발전적 미래상， 원자력과 지속가능 등을 다루고 

있다. 

표 2.2-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분야 원자력의 역할 

- 영양학상의 문제점을 관찰하고 식량보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 
여 원자력기술을 웅용 

인류건강 
- 의약품에 내성을 지닌 병원균의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분자분 
석법 이용 

- 방사션 치료법의 안전성 및 효율성 개선 
- 방사성의약품 개발 

-관개공사 
식량및 농업 -품종개량 

- 병충해 방지를 통한 식량 중산 

수자원 
- 동위원소 수문학을 이용한 수자원관리 
-해수답수화 

환정보호 - 해양 오염 감시 (중금속/ 농약) 

능력배양 
- 기술전수를 통한 회원국의 능력배양 (인력양성 및 기반구측} 
-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 

다. 우리나라의 업장 분석 

원자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기존에 표명한 입장은 의제21 이행상황에 

관하여 매년 UN CSD(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Counl껴T Profil리에서 파악할 수 있다.2002년 4월 개최된 9차 CSD 

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원자력을 다루는 시각은 중립적으로 원자력발전이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경쟁력이 있으나 혜기물관리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2) 동 보고서에는 그 외 원자력의 장단점이나 국가 정책적 

21) 홈페이지 제목은 Why Tornorrow’s World Needs Nuc1ear Enexgy 이다. WSSD 개최와 판련하여， 
WNA의 회원기관들은 WNA가 동 회의기간 중 적극적으로 표변에 나서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WNA는 원자력 홍보를 위한 특별활동은 개최하지 않고t 원자력판련 산업체가 자체적 

으로 기획한 활동을 주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22) UNCSD는 1993년 1차 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년 4월에는 9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환경부의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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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에서의 선호 여부에 대한 어떠한 표현도 없다. 

원자력이 지속가능 발전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입장은 이해당사자에 따라 

변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국가 내부에도 여러 이해당사자가 폰재하며I 우리나 

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I 환경단체， 기업체 둥 다수의 당사자가 존 

재하며 이들의 원자력에 대한 입장과 관심의 정도는 서로 상이하다. 국가발전 

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에너지/ 경제1 환경측면 동에서 고려할 수 있다. 에너지 

측면에서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원으로서 에너지 안정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해외로 유출되는 외화를 다른 화석연료원에 비하여 절약 

할 수 있으며/ 전력요금을 안정시킴으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환경측면에서 

는，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으므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표 2.2-3 9차 UNCSD 제출 국가보고서 주요내용 (에너지 관련) 

분야 

변화하는 소 

비패턴 - 에 

너지 

주요내용 

원자력 발천원가는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전지)에 비해서 훨씬 저 

렴한 것으로 칸주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원자력은 폐기물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Currently, renewable energy is not economically feasible in the 

Republic of Korea.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fossil fuels, 
renewable energy is still costlier. The generation cost of wind 

power installed on Jeju island is nearly O.l$fkWh without 

considering labor cost for 0 & M. For photovoltaics, the 

generation cost is more than l$fkWh. But, it can be competitive 

with other power plants in remote islands. Nuclear power is 

considered to be much cheaper than renewable energy. However, 
in the face of strong complaints and opposition from local 

communities it has difficulties finding a place for nuclear waste 

disposal. Hydropower is also cheaper electricity power sour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ppropriate sites for hydropowe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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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9차 UNCSD 제출 국가보고서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련) 

분야 주요내용 

정부는 방사성폐기물로부터 기언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파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현재 발천소 부지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중처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장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어야 

함.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이를 직접 처분할 것인 

지 또는 재사용 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음. 운영중인 

발전소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자가 중가함에 따라/ 중저준위 방 

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 

방사성폐기물， I 화하고 있음 
유해폐기물 

및 고체 혜 기 I Radioactive wastes: The government is responsib!e for protecting 

물의 환경 적 I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from any hazards associated 

으로 건전한 I with radioactive waste. In order to ensure safe management of 

관리 I radioactive wastes which are temporarily stored at nuclear 

power p!ants, a permanent repository for LILW 없ld 없1 interim 

storage facility for radioactive wastes and spent fue!s is 

required. With respect to spent nuclear fue!,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yet decided whether to direct!y dispose, or 

to recycle 난le fuel. Becaus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perating nuclear power p!ants and radioisotope users, the 

vo\ume of !ow- and intermediate-!eve! radioactive waste (LILW) 

and spent fue! continues to rise. Therefore, much effort is being 

exerted to reduce the radioactive waste vo!ume.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논의 

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식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자력의 적정 비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23). 

첫째 원자력， LNG, 대체에너지 동의 공급확대를 통한 에너지 믹스의 저 

탄소화 추진I 

둘째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경제구조 

23) 산업자원부， 기후변화협약 대옹 업무현황보고(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보고자료)， 2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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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전환 촉진 

원자력의 선택에 대한 문제는 각 국가가 처한 입장에 따라 고유하게 선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원 

자력은 에너지 해외의폰을 줄임으로서 에너지원의 안정공급에 기여하며/ 또한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으므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의 하나라 할 것이다. 

표 2.2-5 국가 발전에서 원자력의 역할 

분야 내용 

준국산 • 국내 전력 생산의 약 40%를 점유하여 국가에너지 안정 공 

에너지원으로 급 

에너지 안보에 기여 •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대량 생산 가능 

•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줄여 외화 절약 (유가 1불 상승시 무 

국가경제에 역수지는 11억붙 악화 

기여하는 원자력 • 국내 물가상승 억제 · 지난 20년칸 불가는 280% 상승한데 

비해 전력요금은 17%만 인상 

환경오염물질을 .2001년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9，600만톤(16%) 배출철감 효 

배출하지 않아 과 

환경보전에 기여 •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 

방사선 이용으로 
• 각종 암치료제 실용화/ 식품 위생화， 우수 품종 설용화 둥 

국민복지 중진에 
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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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에너지 · 경제 · 환경 평가 

제 1 절 산업 연관분석24) 

원자력 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한 바 있 

다.영) 동 연구에서는 원자력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칸 연쇄효 

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I 고용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의 측면에서 

분석 · 평가하였다. 

본 절에서는 원자력산업이 다른 주요 사회칸접자본(이하 SOC)부문보다 

얼마나 경제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가스부문， 수도부문， 건설부문， 

운수 및 보관부문， 통신부문에 대하여 외생화를 통한 산업연관분석을 행하여 

원자력부문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원자력산업이 국 

민 경제적 차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을 더욱 폭 넓게 이해하고자 한 

다. 

1. 원자력산업의 국민경제효과 

가. 생산유발효과 

표 3.1-1은 원자력부문과 주요 soc부문의 산출액 1원 증가에 의한 경제 

전체부문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의 경우 원자력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건설부문과 수도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자리잡고 었다. 

24) 본 연구 내용은 ”원자력산업의 정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곽숭준의 연구결과를 
창조한것이다 

25) “원자력 경제성 분석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jRR-2177 j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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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SOC부문들의 산출액 1원 증가에 의한 생산유발효과 

(탄위: 워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1998년 

원자력부문 0.3492 0.4190 0.4431 0.4215 

도시가스부문 1.3053 0.2982 0.3049 0.3429 

수도부문 0.5496 0.5185 0.5826 0.5649 

건설부문 0.7313 0.7988 1.0197 0.9470 

운수 및 보관부문 0.3550 0.4081 0.3977 0.3662 

통신부문 0.2422 0.2804 0.2768 0.2123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표 3.1-2는 원자력부문파 주요 SOC부문의 산출액 1원 증가에 의한 경제 

전체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의 경우 원자력부 

문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건설부문， 수도부문， 도시가스부문에 이어 네 번째로 

자리잡고 있으며， 198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3.1-2 SOC부문들의 산출액 1원 증가에 의한 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원)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1998년 

원자력부문 0.1476 0.1787 0.1933 0.2369 

도시가스부문 0.5931 0.1491 0.1508 0.2577 

수도부문 0.2777 0.2386 0.2527 0.3224 

건셜부문 0.3005 0.3228 0.4284 0.5095 

운수 및 보관부문 0.1491 0.1706 0.1742 0.2077 

통신부문 0.0990 0.1178 0.1261 0.1219 

다. 고용유발효과 

표 3.1-3은 원자력부문과 주요 SOC부문의 산출액 1원 증가에 따라 경제 

전체부문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의 경우 원자력부문 

의 고용유발효과는 건설부문， 수도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크기는 다른 SOC부문과 마찬가지로 198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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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SOC부문들의 산출액 1원 증가에 의한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1998년 

원자력부문 0.0122 0.0096 0.0066 0.0056 

도시가스부문 0.0359 0.0070 0.0051 0.0033 

수도부문 0.0132 0.0091 0.0069 0.0058 

건설부문 0.0248 0.0193 0.0145 0.0109 

운수 및 보관부문 0.0110 0.0090 0.0057 0.0045 

통신부문 0.0087 0.0075 0.0054 0.0033 

라. 공급지장효과 

표 3.1-4는 원자력부문과 주요 SOC부문의 산출액 1원 감소에 따라 경제 

전체부문에 파급되는 공급지장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원자력부문의 공급지장효 

과는 전 기간동안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이것은 전력이 모든 산업에 

있어 중요한 필수 중간재라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표 3.1-4 SOC부문들의 산출액 1원 증가에 의한 공급지장효과 

(단위· 원)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1998년 

원자력부문 1.5642 1.5570 1.5157 1.4621 

도시가스부문 1.4819 1.9419 1.3148 1.0677 

수도부문 0.9420 1.0426 1.0236 0.9598 

건설부문 0.1655 0.1588 0.1474 0.1707 

운수 및 보관부문 0.4277 0.5602 0.5499 0.4312 

통신부문 1.1525 1.2229 1.1076 0.9059 

마. 물가파급효과 

표 3.1-5는 원자력부문과 주요 SOC부문의 산출불 가격 10% 상숭에 따라 

경제 전체부문에 파급되는 물가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98년의 경우 원자력 

부문의 물가파급효과는 수도부문I 도시가스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작은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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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가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중요 물가인상요인인 공공요금 인상을 과도 

하게 억제하여 왔기 때문이다. 반면에 통신부문은 물가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경제 전체 물가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었다. 

표 3.1-5 SOC부문들의 산출불 가격 10% 상숭시 불가파급효과 

(단위: %)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1998년 

원자력부문 0.0524 0.0895 0.0712 0.0841 

도시가스부문 0.0033 0.0306 0.0368 0.0565 

수도부문 0.0168 0.0187 0.0151 0.0151 

건설부문 0.1898 0.2111 0.1603 0.1629 

운수 및 보관부문 0.2497 0.2621 0.2267 0.1766 

통신부문 0.0997 0.1234 0.1585 0.2029 

바. 종합비교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종 유발효과의 산출을 통하여 계량화하였다. 이들 

각종 유발효과 중에서 생산유발효과I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공급지 

장효과는 값이 클수록/ 물가파급효과는 그 값이 작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가장 최근인 1998년에 대하여 

각 부문의 산출액 1원 증가에 의한 생산유발효과I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 

효과， 수입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와 각 부문의 산출물 가격 10% 상승에 의한 

불가파급효과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산업과 SOC부문칸의 경제적 파급효 

과에 대한 서열을 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3.1-6에 제시되어 있다. 

건설부문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I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우수한 

반면， 공급지장효과와 불가파급효과에서는 가장 열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부문은 건설부문과 물을 공급하는 수도부문과 

함께 거의 모든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타 SOC부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별 경제부문에서는 SOC부문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경제적 파급 

효과 중에서는 공급지장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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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주요 soc부문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순위 (6부문 중 순위) 

싫룹한 도시 
수도 건설 

운수 
통신 평가항목 원자력 

가스 보관 

3 5 2 1 4 6 
전체경제부문 

(0.4215) (0.3429) (0.5649) (0.9470) (0.366기 (0.2123) 
2 4 1 3 6 5 

생산유발효과 soc부문 
(0.1063) (0.0354) (0.2110) (0.0660) (0.0265) (0.0266) 

4 5 2 1 3 6 
기타부문 

(0.3151) (0.3075) (0.3538) (0α.8잃810) (0.3397) (0.185끼 
4 3 2 1 5 6 

전체정제부문 
(0.2369) (0.2577) (0α.32깅24) (0.5095) (0.207끼 (0.1219) 

부가가치 2 4 1 3 5 6 
유발효과 

soc부문 
(0.0595) (0.0229) (0.1363) (0.0473) (0.0185) (0.0165) 

5 2 4 1 3 6 
기타부문 

(0.1775) (0.234끼 (0.1861) (0α.4뼈62강2) (0.1892) (0.1054) 

3 6 2 1 4 5 
전체경제부문 

(0.0056) (0.0033) (0.0058) (0.0109) (α0045) (0.0033) 
1 4 2 3 6 5 

고용유발효과 soc부문 
(0.0015) (0.0004) (0.0013) (0.0008) (0.000기 (0.0003) 

4 6 2 1 3 5 
기타부문 

(0.0041) (0.0029) (0.0빼) (0.이01) (0.0뼈) (0.0029) 
1 2 3 6 5 4 

전체경제부문 
(1.462낀1) (1.0677) (0.9598) (0.1707) (0.4312) (0.9059) 

2 1 3 6 5 4 
공급지장효파 soc부문 

(0.1890) (0.용48) (0.0909) (0.0128) (0.0666) (0.0889) 
1 4 2 6 5 3 

기타부문 
(1.2731 )1(0.7229) (0.8689) (0.1580) (0.3645) (0.81η70) 

3 2 1 4 5 6 
전체정제부문 

(0.0841 )1(0.0565) (0.0151 ) 1(0.1629) (0.1766) (0.2029) 

2 3 1 5 6 4 
불가파급효파 soc부문 

(0.0659) (0.1104) (0.0085) (0.1345) (0.201이 (0.131끼 
3 2 1 4 5 6 

기타부문 
(0.087끼 (0.0459) (0.0164) (0.165 끼 (0.172끼 (0.2156)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개별 정체적 파급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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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운용하여 원자력산업의 물가파급효과를 계량화한 

결과， 원자력개발 재원마련을 위해 원자력의 가격을 10% 증가시키면 경제 전체 

적으로 1985년에는 0.05%, 1990년에는 0.09%, 1995년에는 0.07% 그리고 1998년 

에는 0.08%의 물가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물가파급효과는 다른 산업의 

경우와 비교할 때 미미한 것이다. 이는 결국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부과 둥을 

포함한 비용증가가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비교적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력부문은 거의 모든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타 soc 부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별 경제부문에서는 soc 부문에 영향을 크게 미 
치고， 경제적 파급효과 중에서는 공급지장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원자력부문이 수도부문과 함께 다른 soc 부문들보다 경제적 파 
급효과측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부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경제의 

생산파 소비활동에서 불과 전력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예상과 부합되는 것이다. 

- 45 -



제 2 절 ENPEP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시나리오 분석 

1. ENPEP 개 관26)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문제는 각 국가는 물론 

국제적인 주된 관심 사항이 되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시스댐 평가를 통한 합 

리적인 에너지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며， 분석도구의 개발 

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84년에 미국 에너지청(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는 알곤국립연 

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에 의뢰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컴퓨터용 에너지 분석 도구인 ENPEP(ENergy and Power 

Evaluation Program)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후원 하에 개발된 DOS용 ENPEP의 현장이용이 시험적으로 이루어지 

기 시작했으며， 1989년에는 IAEA, 세계은행， DOE에 의해 각 국에 배포되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Window용 ENPEP은 사용자가 종합적인 에너지 모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그림형태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DOS용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아래의 그림 3.2-1은 Window용 ENPEP의 전 

체 구조2끼를 나타내는데 BALANCE 모률만이 현재 이용 가능하다. 

2에 머EA， IAEA Regional(RCA) Training Course on Use of Agency’s λ1elhodolo링'es and Tools in Greenhouse 

Gas Abalemenl Studies, 2001의 교육자료 창초 

2꺼 전체 구조를 구성하는 Module의 기능은 다음과 갇으며I 각 Module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Module 
파 연계되어 이용될 수 있다-

- MACRO-E 포률 : MAED에서 이용될 계량경제 예측 자료 생산 
MAED 모율 • 사회경제 및 기술개발 시나리오별로 에너지 수요 예측 펼요할 갱우 WASPIV에서 이 
용될 수 있도록 전력수요 예측 수행 

-WAD 모율 : 천력수요의 형태와 같은 천력수요 예측 정보 생산 
- PC-VAWRAGUA 모률 전력시스댐 중에서 수력밭전의 비중이 높은 전력시스댐에서의 밭천원별 최 
적운용계획 수립 

-WASPIV 모률 : 사용자가 셜청한 제약조건(신뢰도 목표， 연간 신규 밭전소 투입 기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특청 연료의 연간 이용량， 특정발전소의 연간 에너지 생산량 등) 하에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 
는 최소비용의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 

- G1Max 모률 • 탈규제화(DereguIated) 전력시장에서 에너지와 송전 한계 내에서 발전과 종전을 최대 

로 하는 해의 도출 
- lCARUS 모률 . 전력시스댐의 쟁산비용과 신뢰도 계산 

IMPAcrs 모률 · 에너지시스댐의 환갱영향 및 환경균제 분석 수행 
- BALANCE 모률 : 연구기간 동안의 에너지 수급의 균형 도출 
- DAM 모율 • 에너지 관련 Mod피e이 아니며， 비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동과 갇은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M버ti-<:riteria decision making)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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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wnmm i ‘」도.."내 

그림 3.2-1 Window용 ENPEP의 전체 구조 

ENPEP의 BALANCE 모률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데트워크를 

작성해야 하는데 에너지 네트워크는 그립 3.2-2와 같은 각 node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들 각 node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요(Deman이 n여.ej 는 연료별 최종수요 또는 공정멸이나 직접열과 

같은 유효에너지 형태의 최종수요를 나타낸다 r변환공정(Conversion 

Processes) node j 는 연료오일을 열로 변환하는 보일러와 같이 어떤 자원이나 

연료 또는 제품올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묘사한다. 이 변환과정에는 하나 

의 input과 하나의 output으로 구성되는 'Sin멍e InputjOutput’ node, 석유정련 

과 같이 하냐의 input을 통해 2개 이상의 재풍이 outp따으로 나오는 'Multiple 

。utput' node, LPG를 보조연료로 이용하는 태양열 히터와 칼이 두 개 이상의 

input을 통해 하나의 output인 열을 생산하는 ‘Multiple Input' node, 그리고 

’Transport'’ node 등으로 구성되어 었다 r차원공정(Resour앉 Proce잃es) nod 

ej 는 국내 또는 수업을 통한 원유， 석유/ 천연가스 둥의 생산을 묘사하는 

’Depletable Resource node’, 바이오매스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자원의 

생산을 묘사하는 ‘ Renewable Resource' node로 구성되어 있다 r경제공정 

(EconOl피c Processes) node j 는 다양한 공급원에서 연료냐 에너지 형태를 션정 

하는 ‘Decision/ Allocation’ node, 그리고 세금， 보조금 둥과 같은 정부의 가격 

규제와 가격정책을 묘사하는 ‘Pricing’ node로 구성되어 었다. 마지막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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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부문에서 이용되는 nodeJ 로서/ 천기생산 껄비돌의 부하와 출력 둥올 묘사하 

는 'Eleζσicity Dispatclγ node와 개별 화석연료밭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묘사 

하는 'Thermal Unit' node, 그리고 수력발전소를 묘사하는 'Hydro Unit' node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 Demand 냥독 

• Conversion Processes c:þ 핵강 갱9 ~ 
$Ingll In.;Output M띠tl Output Multl lnput Transport 

• Resource Processes q늙 ι￡ 
Ot pl.Ubl. R.n.wabl. 

• Economic Processes φ [ F
Oecislon/Alloc3t lon Prlclng 

• E|ectricity DlsHpyadtcroh and : / ? @R 〈r、 꿇횡 I킬 
Thermal and Hvdro Units 

C톨n'tral Dispatch Th톨rmal Unit Hydro Unit 

그림 3.2-2 BALANCE에 이 용되 는 Nodes 

한연 ENPEP의 BALANCE 모률은 앞에서 설명한 node틀을 이용하여 1차 

에너지에서 최종에너지에 이르기까지의 천 과정에 대한 에너지 흐륨올 표현한 

에너지 네트워크률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 네트워크에 포함된 모 

든 에너지 공급원과 에너지 수요 동을 고려하여 그림 3.2-3과 같은 수요-공급 

곡선의 균형첨올 찾게 된다 모든 관련 방정식과 부동식올 만족하는 가격과 양 

이 결정이 되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 

2. 국내 에너지 네트워크 구성 

ENPEP률 이용하여 에너지 또는 전력부문의 분석올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져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네 

트워크를 1차 에너지 부문y 최종에너지 부문/ 전환 부문 퉁 세 부문으로 나누었 

다.갱) 먼저 1차 에너지 부문에는 여탄， 석유/ 가스， 기타 퉁이 포함되도록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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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I 전환 부문에는 전력 부문I 도시가스 생산과갱， 석유정제 과쩡이I 그리고 최 

종에너지 부문에는 산업， 가정 • 상엽， 수송， 수출 부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 

다. 원자력의 경우는 천력부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의 에 

너지 네트워크는 그림 3.2-4와 같다. 

INPUT 

• Energy system 
structure 

• Base year energy 
flows and prices 

• Energy demand 
growth projections 

• Technical and 
policy constraints 

OUTPUT 

Oemand Supply 

Quantity 

그립 3.2-3 BALANCE의 에너지수급 분석 방법 

않괴 댐괴 많피 많펴 

랩피 

댐피 댐피 댐괴 많괴 
G., Olher 

그립 3.2-4 국내 에너지 네트워크 

28) 본 연구에서의 에너지 네트워크 구생온 1998년 한국에너지기슐연구소에서 작생한 “지구환갱융 고려한 
에너지자원 기술정책 방향짜ER-981344)" 보고셔틀 창고로 하였으며， 훈석융 이해 이용된 자료는 기준 

년도인 20001건도 자료룡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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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에너지 네트워크 

가. 1차 애녀져 부문 

(1) 석탄부문 

석탄 부문의 1차 에너지는 코크(COKE)， 국내 및 수입 무연탄(ANTdm， 

ANTim), 유연탄(SCOAL)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연탄과 유연탄온 천력부문 

파 최종에너지의 산업l 가정 · 상엽 부문에서 이용하고 있고I 코크스는 산업부문 

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였다. 이와 같은 에너지 흐름은 그림 3.2-5에 나 

타내었다. 

E용피 
H‘ t s 

5C2i. 

s c 2 n ’” 
~p c,.’ A T 21 N 

Ixc1 2 

m 
겨、ttt요 

? 5C2n 

5 C-Nl ? 
SCM l 

s coal 

m 
COKE ANTim 

5COAL 

그림 3.2-5 석탄부문의 에너지 네트워크 

(2) 석유부문 

한국의 정유회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유회사들은 석유 정제과정을 통해 

10개 이상의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ENPEP의 Balance 모률은 단지 

6개의 석유제품까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y 본 연구에서는 그 

림 3.2-6에서 보는 바와 같아 디첼， 가솔린， 동유I 중유(B-C유)， LPG, 그리고 바 

연료유 동 6가지로 재분류하였다. 비 연료유에는 나프타r 솔벤트， 아스팔트 둥이 

포함되어 있다. 석유 부문과 같이 m피ti-output node(하나의 input, 두 개 이상 

의 outputs)의 정우에는 모형의 특성상 제일 우선적으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 

는 sizing link를 셜정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6가지 제품 중 가장 비중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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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을 선택하였다. 

Oil t::.ERi.’ GAS i .. BCim 

그림 3.2-6 석유부문의 에너지 네트워크 

(3) LNG 부문 

LNG는 그립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기생산을 위해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과 가정 • 상업 부문에서 도시가스 형태로 이용되는 것으로 모 

형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LNG에 의한 열 생산은 그 양이 적어 모형의 단순화 

를 위해 고려하지 않았다. 

192i s 

찮휠 Ick2 a 

도중등피 
’”。

Tck "1 A 

LN 2 GP 

20g 

1캉 논앤 ."걷 

‘·‘ 
LNG s l 

LNG 

그림 3.2-7 LNG 부문의 에너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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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부문 

신탄 등으로 구성된 기타 부문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산업부 

문과 가정 • 상업무문에서 이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는 그림 3.2-8과 같다. 

n::::흥투n 
n=흥::il 
'N 

_&c:::::-
101-'-""-' 

IDIT 2 H C::::: 
_0I>000d3 

n 

:훨g 
IDI l:h _ __ 

그림 3.2-8 기타 부문의 에너지 네트워크 

냐. 전력(전환)부문 

국내 발전소는 그립 3.2-9와 같이 무연탄화력， 유연탄화력/ 석유화력， 가스 

화력， 원자력/ 그리고 수력(양수 포함) 동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에는 

140개 이상의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다. 

A .. il 

PP L5 

H PP 

DC2AP 

m 
CDa ’ OOL G • • N U F 

그림 3.2-9 천력부문 에너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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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에너져 
H 
T 

(1) 잔업부문 

산업부문은 그림 3.2-10과 같이 철광y 비금속I 직 접 가열r 간접가열I 농기계， 

비에너지/ 석유화학f 기타 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산업부문의 전 

기에너지는 철광/ 직접가열l 동력， 석유화학 부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딩웰P 

ELE 5 

그림 3.2-10 산업부문 에너지 네트워크 

(2) 가정 • 상업부문 

가정상업 부문은 그렴 3.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용 냉난방l 요리l 상 

업용 냉난방 등 세 부문과 전기를 아용하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서 가정용 냉난방 수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LE 5 

그림 3.2-11 가정상업부문 에너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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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송부문 

수송부문의 최종에너지는 그렴 3.2-12와 같이 버스， 자동차I 배， 기차 동 

석유를 사용하는 부문과 전기를 이용하는 지하철 수요 부문으로 구성되는 것으 

로 하였다. 석유는 디젤과 가솔린이 대부분의 공급을 차지한다. 

딩훌J 
딩훌J TR lAM 

딩껄딩 

.II2 .. m 

짱 

1εt“ 

Ip Z .. m 、.... Z .. m 

ÐIJl 드용 
’ TRε 

Dl J ll 

OOL 

그림 3.2-12 수송부문 에너지 네트워크 

꿇
 때 
/ 

딩훌J 
R41L 

di2 l1 

R ... . I 

di- II 

ELE 5 

(4) 수출부문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도 예외는 아니 

다. 하지만 석유제품의 정우는 매년 일정 부문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 

에 반영하였다. 그렴 3.2-13은 수출부문의 에너지 네트워크이다. 

딩웰g 

암훨 

.E2EX 

냉톨깅 

。IL

그림 3.2-13 수출부문 에너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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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안 분석29) 

가. 에너지 수요30) 

1차에너지 수요는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192.1백만TOE에서 

2020년 324.4백만 TOE로 연평균 2.7% 중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중가 

율은 과거 수십년 동안 연평균 7%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매 10년마다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완만한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현상은 완만한 경제성장과 저에너지 소비형 산업의 

꾸준한 증가가 그 주요 원인이다. 

표 3.2-1 우리나라의 1차에너지 수요 전망 

연간증가율 

1차에너지(백만TOE) 2.7% 

석유 수요는 2000년 100.3백만TOE에서 2020년 154.4백만TOE로 다른 연료 

원에 비해 가장 낮은 연평균 2.2%의 중가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52.2%에서 2020년 47.6%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증을 차지하여 중요한 에너지원 역할을 할 전망이다. LNG는 석탄과 석유 

에 비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특성으로 그 수요가 연평균 3.8%로 상 

당한 증가가 예상된다 원자력 역시 지속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표 3.2-2에 나타내 었다. 

최종에너지 수요는 표 3.2-3과 같이 2000년 150.1백만TOE에서 2020년 

258.3백만TOE로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문은 2000년 

55.9%에서 2020년 48.9%로 그 비중이 감소하지만 가장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 

는 부문으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수송부문과 가정/ 상업부문은 자동차와 전기 

29) 기준안을 위한 1차에너지와 최총에너지 관련 질적자료는 「에너지 통계연보(2002년)J 와 에너지경제 
연구원의 DB를 활용하였다. 예측 자료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oo2)J 올 
창고로 하였으나 모형의 특성상 정확하게 미래의 예측치를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정부의 계 

획치와는 차이가 남을 밝혀둔다. 

3이 에너지 수요 전망은 2002년에 발표된 “산업자원부의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참고로 하였으 

나， BALANCE 모률은 자체척으로 에너지 수급 균형접올 찾아가는 특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료는 갱부 발표자료와 갱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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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증가 둥으로 인해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2 우리나라의 연료별 1차에너지 수요 전망 

(단뷔 : 백만 lUh, '70) 

2000 2005 2010 2015 2020 연칸증가율 

석탄 
42.4 46.9 57.7 61.9 67.0 

2.3% 
(22.1) (20.2) (21.4) (20.8) (20.7) 

석유 
100.3 12D.4 135.9 146.2 154.4 

2.2% 
(52.깅 (52.0) (50.이 (49.0) (47.이 

LNG 
8.9 29.6 32.9 38.0 39.9 

3.8% 
(9.9) (12.8) (12끽 (12.끼 (12.3) 

원자력 
27.2 30.9 38.6 47.3 57.7 

3.8% 
(14.끽 (13.3) (14.3) (15.8) (17.8) 

수력 및 기타 
3.2 3.8 4.4 4.9 5.4 

2.7% 
(1.끼 (1.6) (1.이 (1.끼 (1.끼 

계 
192.1 231.6 269.5 298.4 324.4 

2.7% 
(100.0) (100.0) (100.0) (100.0) (100.이 

주) 괄호안은 연도별 비중을 의미한다 

표 3.2-3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 백만 TOE, %) 

2000 2005 2010 2015 2020 
연간 

증가율 

산업부문 
83.9 96.6 109.2 117.9 126.4 

2.1% 
(55.9) (52.이 (50.1) (49.2) (48.9) 

가정， 36.4 47.4 58.3 65.5 70.9 
3.4% 

상업부문 (24.지 (영.5) (26.8) (27.3) (27.5) 

수송부문 
29.9 41.9 50.5 56.3 60.9 

3.6% 
(19.9) (깅.5) (23.2) (23.5) (23.6) 

계 
150.1 185.9 218.0 239.7 258.3 

2.7% 
(100.이 (100.0) (100.0) (100.0) (100.0) 

주) 괄호안온 연도별 비중을 의미한다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에 219.4백만 탄소톤으로 

2000년의 134백만 탄소톤에 비해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망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규제요건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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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3.2-4의 결과31)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수송부문이 가장 큰 중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가정 및 상업부문은 전기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산화탄소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표 3.2-4 우리나라의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단위 . 백만 탄소톤， %) 

2000 2010 2020 연간중가율 

30.6 45.9 47.1 
2.2% 전력부문 

(22.8%) (23.9%) (21.5%) 

20.9 31.6 38.3 
3.1% 산업부문 

(15.6%) (16.4%) (17.5%) 

59.0 74.9 86.1 
1.9% 가정， 상업부문 

(낌.1%) (39.0%) (39.2%) 

23.5 39.6 47.9 
3.6% 수송부문 

(17.5%) (20.7%) (21.8%) 

134.0 192.0 219.4 
2.5% 계 

(100.0%) (100.0%) (100.0%) 

주) 괄호안은 연도별 비중을 의미한다 

5.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시나리오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예측된 장기에너지 전망을 기준으로 전력부문의 이 

산화탄소 배출저감방안에 대한 효과를 ENPEP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 고려한 두 개의 시나리오는 t연료대체안I파 t탄소세안’이다，연료대체안’은 

기후변화협약 1차 공약기칸이 시작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I기준안’에서 우리나 

라의 전원계획 상에 고려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대신에 유연탄화력 발전소로 대 

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t탄소세안’은 t기준안’을 큰칸으로 하여 2008년부터 유연 

탄화력발전소에 IAEA 전문가의 권고치인 50$jC02-ton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 3.2-5의 분석결과32)에 의하면 ‘연료대체안’은 2008년에 187.6 

백만 C-ton을 배출하여 t기준안’보다 2% 정도 더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31)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료사용량과 ll'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시한 

연료사용량당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3잉 t연료대체연Y은 원자력발전소를 석탄발전소로 대체하기 때문에 석탄의 사용량이 중가하게 되고1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가하게 된다. ’탄소셰안’은 석탄발천소에 탄소세를 부파하기 때문에 석탄 
의 가격이 상숭되는 효과가 있어 연료의 대체가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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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탄소세안’은 t기준안’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0.1%만이 절감된 것으로 분 

석되었다. 2020년에 이산화탄소배출 수준은 t기준안’에 비해 t연료대체안’은 

11.5% 더 많이 배출하지만 /탄소세안I은 단지 0.8%만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00년-2020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연칸 중가율은 t기준안’/연료 

대체안’/탄소세안’ 각각에 대해 1.45%, 2.24%, 1.39%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자 

력에 의한 이산화탄소배출량 증가억제 효과가 큼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표 3.2-5 우리나라의 시나리오별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단위 : 백만 탄소돈) 

2008 2012 2015 2018 2020 연간중가율 

기준안 
184.7 199.1 206.8 214.7 219.4 

1.45% 
(100) (100) (100) (100) (100) 

연료대체안 
187.6 211.5 223.4 236.5 244.7 

2.24% 
(101.6) (106.2) (108.0) (110.2) (111.5) 

탄소세안 
184.6 197.6 205.6 213.1 217.8 

1.39% 
(99.9) (99.3) (99.4) (99.3) (99.지 

주) 괄호안의 수치는 기준안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의 상대적인 수치를 의미한다. 

6. 결론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에 지구온실가스 중 가장 큰 영향을 끼 

치는 이산화탄소를 절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 그 중에 

서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을 대상으로 원자력올 석탄화력으로 대체하는 방안 

과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이산화탄소를 절감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에 의하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원자력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원자력은 향후 기후 

변화협약에 의해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경우 상당한 감축효과로 인해 그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ENPEP은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그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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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산화탄소의 회수 • 처리기술 

1. 도 입 

에너지， 경제， 그리고 환경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하는 것은 현대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이다. 1997년 교토의정 

서가 채택되었고 2001년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끼에서는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교토의정서의 발효 시기 

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으며 러시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구환경보존을 위 

한 일련의 모든 행동은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종적인 목적은 대기중의 

지구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기후시스댐에 대한 

위험스런 대기의 칸섭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의 흐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이다. 

지난 100여 년에 걸쳐 지구의 평균온도는 그림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상승하여 지구온난화를 진행시켜 왔다. 지구온난화는 대기중의 온설가 

스가 적외선을 홉수하여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이며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 

화탄소를 포함하여 총 6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 

구환경의 변화는 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로서 세계 각 국은 대상 온질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축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연소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의 8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별로는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산업부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력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 부문 둥의 순서로 배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들로는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에 

너지의 이용 및 전환효율을 향상시키며/ 저탄소연료로 대체하고/ 이산화탄소 회 

수 • 저 장 • 처 리 (Capture, Storage, Sequestration) 등의 수단을 이 용하는 것 이 있 

다. 이중에서 이산화탄소의 회수처리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파 저탄소 연료의 

사용이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 3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영)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발생부문에서 직접 회수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용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많다 즉， 발전 

33) “Carbon Sequestration Technology Roadmap", USDOE, Januar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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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률 회수하는 것은 얘출가스가 너무 대량으로 망출 

된다는 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너무 낮다는 갱(부펴기준 석한 14%, LNG α: 

4%), 때출가스의 용도와 양력 문찌， 다른 가스 혹온 물질들。l 꺾여 었다는 갱 

동의 이유로 인해 회수의 효율이 멸어껴고"1 비용이 파다 지출되어 총 천력쟁 

산비용의 50% 이상 증가시키게 되는 철파톨 초때하게 된다.찍 이에 따라 관련 

기숭의 정제생 향상용 위한 각 국의 연구개빨 노력이 한창 진앵 충에 없다 

Var latlons 。’ ‘h e E a rth 's s urtace te mperature fo r 

(_l th. p"a‘ ’.0 Y. ‘ · 
.~ι 

I고 ..... ""' .... ..-..] 

-.。

,-

그럽 3.3•1 지구의 명균온도 연화 

2. 판련 기술의 개발 현황 

가. 혜외의 가슐 현황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천력부문파 수총부문이 각각 33%의 갱유융융 

3‘~Abmed lr퍼 I퍼al .. An overview of CDZ Ca'야_ ...... 예JeStnd:Ïln Tedmologε11-， 1차 RCM in 
V;".ι _2002. 

3에 'Cι.bon 50뿌estration Tedmology Ro.잉map.， lJSIX)E,. Ja.r빼'y 2II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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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에너지 소비효율향상과 청정화에 역점 

을 둔 Vision 21 사업과 지구 온실가스 회수처리에 관한 연구개발을 종합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회수처리 분야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으며 DOE의 

발표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회수비용의 궁극적 목표를 10$/TC(탄소톤)까지 감소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DOE 산하 연구소인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가 발표한 보고서 에 의하면 낮은 투자비용과 낮은 소모 

전력， 배출량 감소의 고효율， NOx/SOx/PM2S/Hg 둥의 조절을 종합적으로 달 

성할 수 있는 회수시스댐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었다. 미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3 정도가 전력생산과정에서 배출되고 배출가스중의 이산화탄소 농 

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저장， 전환， 재사용을 위해서는 90%이상의 농도가 필요 

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낮 

은 비용으로 고순도의 압축된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기 위한 회수시스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실천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첫째， 현존하는 발 

전소의 이산화탄소 회수비용을 75% 만람 감소시키고 둘째I 신규 발전소는 비용 

감소폭을 9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연구개발의 5가지 주요 분야를 보면 연소 

전 탈탄소화y 순산소 연소， 연소후 이산화탄소 회수y 향상된 종합 회수시스댐， 

과학과 기술의 접목 둥이 있다，36) 

일본은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산화 

탄소 회수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RITE(Research Institute of hmovative 

Technology for the Earth)를 중심으로 산학연 공조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New sunshine 프로그램을 통해 화학적 고정화를 비롯해 9개 분야에 10년칸 대 

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생물학적 고정화에 대한 투자가 총 예산 

의 37%, 화학적 고정화 분야에 23% 둥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농축시켜 유전에 주입함으로써 원유의 생산 

성올 향상시키는 것을 실용화하였으며 Statoil사가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의 선도 

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가스전의 천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 

리하여 심해에 격리 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르웨이의 탄소 

세 보전($38/C02-ton)을 통하여 충당되고 있다. 

OECD의 산하기관인 IEA(Intemational Energy Agency)에서는 1991년부터 

온실가스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y 일본， 유럽 둥 17개국이 

3이 “Carbon Sequestration Technology Roadmap", USDOE, Januar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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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이산화탄소의 회수， 저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고온의 이산화탄소 분리기술， 이산화탄소의 촉매반웅기술/ 이산화탄소의 격리 

저장 방법 등이 었다. 한편， IAEA에서는 “ Cost Effectiveness of Nuclear Power 

Compared to CO2 Capture and Sequestration from Fossil Fuel Power Plants" 

에 대한 CRP(Co-ordinated Research Project)를 2002년-2004년에 걸쳐 진행시키 

고 있는데 주요 목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회수 • 처리기술에 대한 각 국의 기술현 

황파악과 이에 따른 전원별 경제성의 비교 및 전망에 있다. 

나.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이산화탄소 회수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이 정부주도 하에 1990 

년대 중반부터 수행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써 1992년 환경부에 의한 G7과제/ 

1997년부터 시작한 산업자원부의 청정에너지기술개발 사업， 1998년 과학기술부 

의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 사업， 2002년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중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분야 둥이 있으며 주로 이산화탄소의 회수/분리I 

이용 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 왔다. 표 3.3-1에서는 국내외의 주요연구개발 

실적 및 추진현황을 요약하였다.3끼 

또한 대표적인 기술개발사업으로써 2000년-2002년 기간동안 KEPRI를 중 

심으로 LNG발전소의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600-700 Nm3jh의 규모로 흡 

수분리하는 데모시설을 완료하였다. 또한 회수된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처 

리하여 하루에 메탄올 50kg을 생산할수 있는 데모플랜트 설치를 산업자원부의 

지 원아래 KEPRI-KIER-KAIST 및 KIST-KEPRI-POSCO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 

다.38) 

국내에서 수행된 기술개발 사업중에서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것은 모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 

사업과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사업은 사업내용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3끼 서봉국，(이산화탄소 회수처리)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KIEFζ Working Papeι 2002 

38) 심재구，“이산화탄소의 홉수분리 기술"， working pap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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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국내외의 연구개발 현황 

구분 
주관 

관련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기간 
연구비 

기관 (억원) 

환경부 
G7환경공학기 c(강 처리 

C02처리 기술 개발 
'93-

33 
술개발 기반기술확보 '97 

산업 
에너지기술 2006년 에너지절약 '97-

자원부 
개발 107~년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2006 
16,900 

계획 10%달성 청정에너지기술개발 

국내 온실가스저감 2003년 C02 에너지절약， C02 처리 ‘98-
330 

기술개발 2백만TC 저감 기술개발 2002 

과학 
이산화탄소 2012년도에 에너지 절약 및 c<객 처 연평균 기술부 2002-
저감 및 처리 900만(TC/년) 리 기술의 설중화 및 

2012 
100억원 

기술개발 배출량저감 상용화 공정 개발 지원 

선진기후변화대 
건물/ 산업r 수송l '99-CCTI(1) 발전분야 효율향상 기술 32,400 

웅기술개발 
개발.보급 

2003 
US 

35,000 
DOE 2015년까지 

Vision 21 Vision 21 상용 
2000- (C02 
2015 에 처산리) 국외 플랜트설계 

2010년까지 
선재생에너지， 

통산생 1990년대비 
화석연료이용， '93-

(일본) 
New Sunshine 

C0215% 에너지수송/저장/ 2020 
155,000 

환시경스기댐술화， 에너지요 6개소분기술l 감축 
기술둥 야 

자료 : (1) Oimate Change Technology lnitiative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 사업은 온실가스저감기술/ 온실가스처리기술/ 기후 

변화탐지기술 동의 세 분야로 나뒤어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배출 

량 저감 기술의 상용화와 에너지 절약 기술의 실증，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처리기술 확보(이산화탄소 분리 및 고정화) 둥이 있다.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사업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 

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기술을 집중 개발할 필요성이 중대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각 사업당 약 10년 이내의 기칸을 목표로 하여 1999년에는 2개， 2000년에는 3 

개， 2001년 5개， 2002년 10개 등 총 20여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2002 

년에 선정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개발 사업은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분 

야와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처리기술 분야로 나뒤며 각각의 연구개발비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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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의 비율로 정하였다. 저감기술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저감목표를 설정 

하였으며(2012년까지 연칸 9백만 C-ton을 감소시킴) 처리기술분야는 3백만 탄 

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술의 실증 및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2012년에 

$60jTC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케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다. 

주요 기술분야를 살펴보면I 저감기술분야는 고온 순산소연소/ 반웅분리 동 

시공정/ 미활용 에너지 이용/ 이산화탄소 회수처리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기술분야별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추정한 것을 표 3.3-2에 제시하였다.39) 

표 3.3-2 CO2 저캄 및 회수처리기술의 분야별 저감량 추정 (2012년) 

(단위 백만 탄소톤) 

객용부문 적용분야 기술별 
기술분야 

저감량 
저감목표달성 

부문 배출량 분야 배출량 

고온 
제조업(철강， 3.0 

순산소연소 
반웅분리 

산업 55 석유화학 48.1 

동시공갱 
동) 2.0 

9백만 탄소톤 

산업 55 제조업 48.1 1.5 저감 
미활용 가정 18 난방 13.8 1.5 
에너지기술 

상업 난방/냉방 11 6.5 1.0 

C02 회수처리 천환 61 발전 61.0 3.0 
3백만 탄소톤의 

처리기술확보 

이산화탄소 회수처리의 시장 규모를 예측 한 것을 보면 회수기술분야(건 

식 sorbent, 회수막)， 처리기술 분야(DME:Dimethyl Ether, DMC, 사료， 합성가 

스)， 저장기술 분야(지하/ 해양)를 통합하여 국내는 약 14조원 국외는 약 570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회수처리가 적용 가능한 기술분야를 보변 화력발전분야/ 제 

철소I 반도체I 식품 및 의약I 석유화학산업I 공동 주거/산업단지/ 대체 에너지원 

(메탄올， DME) 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회수처리에 대한 우리나라 

의 연구개발 능력은 이산화탄소의 분리회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이 활발 

한 편이며 관련 연구 인력이 풍부하고 홉착법의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 

해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고정화 부분에 있어서는 화학적 고정화는 상업화 

3키 www.cdrs.re.kr.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 기술개발 사업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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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한 상태이며 생물학적 고정화는 기초연구 단계이다. 처리분야는 아직 

기초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과 대비할 때의 기술수준은 분리기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은 상업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우리의 수준은 아직 Pilot 수준에 

있어서 경제성 있는 분리법의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생물학적 고정화는 선 

진국 대비 50% 정도에 머물러 있고 처리분야는 아직 초보척 단계에 있다. 

3. 결 론 

이산화탄소의 회수처리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의 커다란 수단으로 위치하 

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의 향상과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I 저탄소 연료의 활용 

등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이를 활용 

하는 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하게 된다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기술 개발은 2010년대를 목표로 하여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 

작하여 현재는 21세기 프론티어 기술개발 사업의 중장기적 추진을 진행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상황과 OECD 가입국으로서의 위치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의무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기술수준이 선진 

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국제적인 협력과제 및 기술정보 교환 

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온실가스 기술 거래/상용화 시장에서 온 

실가스 감축 이슈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 

로 관련기술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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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소 에너지의 전망 

1. 도 입 

산업발전은 화석연료자원의 에너지 사용과 흐름을 함께 하여 왔으며 화석 

연료는 특성상 사용후에 재생이 불가능하고 한정된 매장량으로 인해 현재에는 

화석연료자원의 고갈올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화석자원 

의 급격한 사용중가로 인해 야기되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지구촌의 화두로 둥장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포럼I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임박 동 에너지의 생 

산과 소비에 대한 기존의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세계의 에너지소비 현황을 보면 2000년 현재 87억 TOE의 1차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석유가 40%, 석탄 25%, 천연가스 24.7% 원자력 7.6%, 수력 

2.6%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40). 1차 에너지의 약 30% 정도가 전력생산을 

위해 소비되고 있으며 비화석연료인 수력발전이 20%, 원자력발전이 약 17% 정 

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원별 소비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영향으로 1차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석탄 

둥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정체될 전망이다. 

화석연료자원이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 풍력， 

수력I 지열에너지/ 태양에너지I 수소에너지 동의 대체에너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수소에너지는 청정성/ 안전성I 자원의 무한성/ 저장 및 수송의 용이성 동의 측 

면에서 21세기의 이상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에너지가 해결해 

야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수소의 생산/ 저장I 수 

송 둥의 전 분야에 걸쳐 관련되어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이들 각 분야에 대 

한 연구개발에 국가의 노력올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폰자원 상황，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 국제적인 환경규제 

의 강화/ 에너지 안보 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의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 

해야만 할 것이다. 

2. 수소의 이용현황 및 수요 전망 

4이 에너지통계연보， 2002,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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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자연상태에서 단일물질로는 존재하지 않고 화합물의 형태를 이루 

고 있다. 따라서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생산된 수소의 거의 대부분이 화학산업내에서 사용되었는데 주로 

원료물질(암모니아 합성， 메탄올 합성， 철광석의 직접환원， 화석연료의 처리(수 

소 크래킹)， Fischer-Tropsch 합성I 식품산업분야 둥)， 석유화학공정 중 중간제품 

의 생산올 위한 첨가물 그리고 공정열의 생산을 위한 연료 동에 이용되었으며 

또한 청정합성연료의 생산에도 활용되었다. 

전세계의 수소 생산량은 1999년 IAEA보고서에 따르면 약 5，000억 m3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의 2%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의 주요 

한 수소에너지 이용분야인 화학산업에서의 사용량은 향후에도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수송용으로 사용될 수소의 양은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는바/ 특히 미국은 수소에너지를 수송용으로 활용하는 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rninistration; 

EIA)에서 예측한 전 세계의 1일 수송용 에너지소비량은 표 3.4-1에 나타난 것 

처럽 1999년 3，900만 배럴에서 2020년에는 6，500만 배럴에 이르러 약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만약 2020년에 수송용 에너지소비량의 10% 정도만 

수소에너지로 대체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수소소비량은 136억 GJ(l조 3,600 

억 m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수소에너지소비량의 2.8배에 상당하 

고 었다. 

표 3.4-1 수송용 에너지의 수요 전망 

· ‘-‘ ” ‘-, 
구 분 1999 2010 2020 

선진국 25 31 36 

동구/구소련 2 3 4 

개도국 11 17 25 

일일 소비량 합계* 39 52 65 

연간 
(백만 배럴) 14,235 18,980 23，7앙 

소비량 
(백만 TOE) 1,936 2,581 3,227 

(109 GJ) 81.3 108.4 135.5 

자료 : 미 국 EIA, International 당lergy Outlook 2002 
주) 1. 단위환산은 석유 1 배럴 = 0.136 TOE, 석유 1 TOE=42GJ을 사용(WEC기준) 

2 .•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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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제조방법 및 경제성 

위에서 말한 것처럼 수소에너지관련 기술은 생산/ 저장I 수송I 이용 둥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생산부문의 기술개발 및 효율성 향상 둥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은 원료물질과 변환 공정에 따라 아주 다양하며 최 

근에는 환경영향과 자원유한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들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용되는 원료물질들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동의 화석연료자원 

과 바이오매스， 물 둥이 사용되고 있으며 화학적 처리/ 천기분해/ 태양에너지 

활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소를 제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소제조방법은 천연가스(메탄가 

스) 후은 석유를 원료로 한 증717] 질(Steam Refonning SMR)법인데 전 세계 

생산량의 48%가 증기개질법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천연가스 생 

산량의 5%가 중기개질법에 의한 수소제조를 위해 소비되고 있는 비교적 쉬운 

수소 생산방법이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주로 제조단지 내에서 직접 소비되 

고 있으며 연료보다는 암모니아 비료의 제조/ 석유 정제I 석유화학제품의 품질 

향상 둥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천연가스의 중기개질법의 장점은 천연가스의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청정한 연료라고 하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수 

소생산 부산물로써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동의 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반 

웅공정의 부산물 중 하나인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의 혼합불)는 화학산업 

의 원료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공정은 일반적으로 500"(; -950"(; 의 고온(보통 

은 750 - 850"(;)과 니켈을 촉매로 하여 이루어지며 가장 성숙된 수소생산기술 

로서 수소생산용량의 규모는 전형적인 100 Nm3jh로부터 최고 140,000 Nm3 jh 

까지 매우 다양한데 대규모의 개질기는 100 MWe의 연료전지 생산을 감당할 

수 었다. 증기개질법의 주요 반응공정은 다음과 같다. 

다iI + H20 <-> CO + 3H2 - 206 kJjmol 

다iI + 2H20 <-> C02 + 4H2 - 165 kJjmol 

이외에도 천연가스인 메탄을 원료로 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중기 

개질법의 수증기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C02 개질법， 나프타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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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물을 이용한 수소생산에 적합한 부분산화법 (Partial Oxidation), 금속산 

화물의 환원에 메탄을 이용I 메탄의 열분해 방법 둥이 있다. 이 중에서 부분산 

화법은 약 600"C하에서 작업하는 촉매공정(메탄I 나프타)과， 1100 - 1500 "c하에 

서 작업하는 비촉매 공정(메탄부터 중유， 석탄 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방 

법은 수소생산효율이 증기개질법에 비해 50%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낮은 비용/ 

이용률변화 의 용이I 합성가스 생산을 위한 다양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수소생산방법은 가스화 방법 (Gas표ication)으로서 가스화란 석 

탄/ 코크스， 바이오매스 동의 고체/액체 연료를 가스화제 (Gasification Medium 

: 수증기/ 수소I 산소/ 이산화탄소 풍)와 반응시켜 CO, H z, CHt 동의 연소성 기 

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에는 석탄을 이용하여 유사천연가스를 생산하 

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합성가스 생산/ 청정연료의 생산 동 

을 통한 전력 À~산(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디에도 이용되 

고 있다. 석탄의 가스화를 이용한 수소생산은 보통 800"C이상에서 가스화제와 

반웅함으로 이루어진다. 산소와 수증기의 가스화제를 사용한 석탄의 가스화공 

정은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가스화 공정의 장점은 

원료물질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연료자원이라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고체의 

원료물질이 기체나 액체보다 다루기가 불편하고 공정산출물로써 COz, 50ι 재 

둥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소를 생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물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물을 

분해하는 방법으로는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전기를 이용 

하는 전기분해법 (Electrolysis ), 열을 가하는 열화학 싸이클(Thermochemical 

Cycle),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광분해(Photolysis)법/ 플라즈마 야크공정을 통해 

물을 직접 쪼개는 직접 불분해(Direct Water 5plitting)법 둥으로 나누어진다. 물 

의 전기분해방법은 값싼 전력의 활용이 가능하고 고순도의 수소가 필요할 때 

이용되어지는 방법이며 전세계 수소 생산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분해에 

필요한 이상적인 전압은 1.229 V이고 전기분해시설의 운영을 위한 열이 추가적 

으로 필요한데 (0.252 V에 해당함) 일반적으로 72 - 80%의 효율성을 가정할 때 

약 1.85 - 2.05 V의 전력이 필요하게 된다. 전력의 소비는 표준 조건하에서 수 

소 입방미터당 약 4.5 kWh의 전력량과 1리터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한편， 

열분해 방법은 열화학 싸이클에 의해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직접 열을 가 

하여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약 2500 "C 이상의 고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 

용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지만 산화환원이 용이한 매개물질올 이용함으로써 

- 69 -



1300 K 이하의 온도에서 물을 분해하는 기술개발에 대해 많은 진전을 보고 있 

다. 

태양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을 분해하는 광분해법은 태양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열(them넓1)에너지나 광자(photon)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태양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이를 통해 전기분해법을 활용하는 것과 태 

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 혹은 화학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태양극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광전기화학 

(Photoe1ectrochemical PEC) 시스템， 광촉매(Photocatalytic) 시스댐I 광생물학 

(Photobiological) 시스탬 동의 방법이 있다. 태양광올 이용한 전기에너지의 생 

산방식은 주로 태양전지 (Photovoltaic cell)를 이용하는데 태양전지는 기존의 실 

리콘/화합물반도체 동을 이용한 p-n 접합형 태양전지와 접합이 필요 없는 광 

전기화학셀을 이용한 무접합형 태양전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고효율 광전 

기화학셀은 지속가능한 수소생산을 가능케 하는 기술로서 미국 에너지성에 의 

해 입증되고 발표되었다 광촉매 기술은 광촉매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홉수 

하여 물분자를 분해하는 에너지로 사용하며 광촉매로는 안정성이 높은 고온 산 

화불올 사용하고 있다.41) 광생물학적 방법은 조류(려gae)， 박테리아 둥의 광합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균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광합성 작용을 수소 

생 산에 활용하게 되 는데 Cyanobacteria, Purple bacteria 둥은 우수한 수소생 산 

능력을 지닌 미생물들이다. 이상적인 조건하에서의 수소생산 효율은 약 10%로 

예상하고 있다 42)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과정의 

흐름도를 개략적으로 보면 그림 3.4-1과 같다. 

위에서 셜명한 수소생산방법들의 경제성 비교에 있어서1 기존의 화석연료 

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신재생 에너 

지원 혹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수소생산비용은 연구개발 단계에 있거나 기술은 

확립되었지만 아직 상용화하지 못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비용 비교 

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개략적인 비용비교의 결과를 보면 천연가스 

의 증기개질법이 가장 저렴하고 다음으로 부분산화(POX)법/ 가스화법 퉁이 뒤 

를 따르고 있다. 또한 전기분해법은 전력생산비용의 문제 때문에 경제성에 있 

41) 이병켠， 엄태훈， 최대기， 김종원/수소에너지 기술현황 및 향후전망”， 공업화학 전망， 제5권 제1호， 

2002. 

4잉 “ Hydrogen as an energy carrier and its production by nuc1ear power", IAEA-TECDOC-1085, Ma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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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훨씬 못 미치고 있다 IAEA에서 1999년에 발간한 보고셔 

(IAEA-TECDOC-1085)에 나타나 있는 수소생산방법별 비용비교의 결과를 보면 

표 3.4-2와 잘다 

Primary energy $Qu(ces Secondary energy sources Chemieal energy s。이" 

@ 

그렴 3.4-1 수소생산의 흐름도 

한편， 비교적 최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청제성을 명가한 연구결과를 

보면 표 3.4-3파 같다 수소생산방법별 정제성의 순위는 IAEA의 결과와 비슷하 

며 시설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중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제성의 비교릉 위해 

셔는 생산 및 수요시장의 규모룹 고려한 수소생산기술별 비용분석이 추가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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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수소생산 방식별 비용의 비교 

펼요 에너지 천연가스 

수소생산방법 [kWhjNm' of H2] 기술현황 
효율성 충기깨질법을 생산점유 

[%] 기준으로한 율(%)찌 
이론적 실제적 상대적 비용(1) 

천연가스 
0.78 2.25 70 - 80 

중기개질법 
rnature 1 

48 

메탄크래킹 rnature 54 (0.9) 

중유의 부분산화법 0.94 4.9 rnature 70 
1.8 

(1.6) 30 
나프타개질 mature 

석탄가스화 
1.01 8.6 60 

1.4 - 2.6 
(TEXACO) 

rnature 
(2.3) 18 

석탄의 부분산화 mature 55 

물 전기분해 3.54 4.9 
R&D 

2í서이 5 - 10 
rnature (3.0) 

고온 천기분해 R&D 48 ρ.2) 4 

열화화싸이클 
early 

35-45 6 
R&D 

바이오매스 천환 
early 

2 = 2.4 
R&D 

early 
팡분해 < 10 

R&D 

자료 (1) 1993년 DOE에 의해 추정된 것임， 왈호안의 숫자는 Steinberg(198끼 인용 
(2) 1988년의 자료 
(3) 40%의 효율을 갖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력 

표 3.4-3 생산규모를 고려한 수소제조의 경제성 

않nt힘1， Inc(1997년)의 연구(1) NREL(l999년)의 연구(2) 

구 분 
시설규모 수소제조비용 시설규모 수소제조비용 

(10. m3 j day) ($jGJ) (10. m3 j day) ($jGJ) 

경제적 가정 1997년도 가격， 수명 기간 20년 1998년도 가격， 수명 기간 20년 

중기개질볍 1.4 - 6.67 4.14 - 7.03 1.34 - 25.4 5.44 - 7.46 

부분산화법 2.83 11.3 1.34 - 2.80 6.94 - 9.83 

가스화법 2.83 15.9 2.80 - 6.78 9.87 - 11.57 

천기분해법 2.83 25.8 2.80 - 6.75 20.6 - 24.5 

자료 (1) “ Hydrogen production costs - A 5따vey"， DOEjGOj10170-118, December 1997. 
(2) “Suπey of the Economics of Hydrogen technologies", NRELjTP-570-27079, 

Septemb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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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제조방법 

원자력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뒤어지는데 

하나는 원자력발전에서 산출되는 전력을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고열을 열화학적 수소생산공정에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열을 증기개질법을 비롯한 전통적 

인 수소생산공정에 활용할 수 있다.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생산비용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었으나 전력생산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고려하고 물의 전기분해 

효율(약 80%)을 적용하면 현재의 원자력 발전기술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 

게 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을 이용한 전기분해법은 다른 수소생산방법에 비해 

온실가스를 아주 적게 배출하며 생산된 수소의 순도도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이용한 전기분해법에 있어서 발전기술과 전기분해기 

술이 향상되는 것을 예상한 경우의 수소제조의 경제성 변화를 보면 표 3.4-4와 

같다. 

표 3.4-4 원자력발전을 이용한 수소제조 경제성 

현재 기술 미래 기술 

구 분 단 위 
신규원자력 전기분해 미래원자력 천기분해 

할인율/수명기간 %/년， 년 12, 20 5, 30 12, 20 12, 20 5, 30 12, 20 

이용률 hours/년 7,500 7,900 7,900 8,300 

자본투자비 $/kWe 2,450 1,240 600 1,120 566 400 

총발전원가 rnills/kWh 61.77 40 25.81 15.42 

원자력발전-> 

천기분해방법의 $/GJ 30.7 25.5 13.5 10.6 
수소생산비용 

자료 : “Nuc1ear Production of Hydrogen", OECD/NEA, October 2000. 

앞의 표에서 제시한 미래 원자력발전의 발전원가는 현재 개발중인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 및 GT-MHR 동에 대해 IAEA에서 예상하 

고 있는 수치를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BM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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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MHR에 대해 예상하고 있는 발전경제성의 자료를 요약하면 표 3.4-59} 같 

다. 

표 3.4-5 PBMR과 GT-MHR의 발전 경제성 전망 

구 분 PBMR GT-MHR 

용량αfWe) 117 1,141 

가격의 기준년도 1999년 2000년 

이용률 93% 80% 

건설비(US $fkWe) < 1,000 -813 

운전유지비(백만 US $) -25.64 

연료비 -4 US $fMWh -28.4(백만 US $) 

총 발전원가(centsfkWh) 1.67 -1 .3 

자료 : “Current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of modular hi양1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teclmology", IAEA-TECDOC-1198, February 2001. 

우리나라의 현재 원자력 발전원가는 약 30 뼈lls/kWh 정도로써 위의 표 

에 있는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원가 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이러한 점은 우 

리나라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을 이용한 수소생산경제성은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다른 에너지원올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환경규제에 대한 문제를 고려한다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의 또 다른 방법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 

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고온가스로(HTGR)를 이용한 열화학공정 싸 

이클이다. 일반 경수로와는 달리 고온가스로는 950
0

C이상의 고열을 생산할 수 

있다. 열화학법에서는 현재 다양한 공정이 개발단계에 있으며/ 화학반웅을 촉진 

하기 위하여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이중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황화요 
오드 (iodine sulfur 15) 동을 이용하는 황산공정이 유망하며y 이러한 반웅을 

위해서는 800 - 1000, C 의 고온을 필요로 한다. 현재 일본원자력 연구소에서는 

30 MWt의 고온가스실험로(Hi양1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dor 

HTTR))를 1998년 11월에 건설하여 수소제조 공정을 개발중에 있다. 그림 

3.4-2에서는 열화학공정 (15)을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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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그립 3.4-2 열화학법에 의한 수소제조-IS 공갱 

한편，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제4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국제공 

동 연구인 GIF (Generation IV Intemational Forum)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GIF에서 거론되고 있는 원자로들은 단기적으로 개발 가능한 원자로들과 

장기적으로 개발올 추진하여야 하는 원자로들로 구별할 수 있다. GIF가 착수된 

배정인 제4세대 원자로개발올 위해서는 후자에 속하는 장기간의 개발올 요하는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틀이 GIF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협력 대상 노형이며/ 단 

기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제시되고 있는 노형 이TD Near Term 

Deployment)들은 각 국에서 이미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원자로들이다. NTD 대상 노형은 2015년 정도까지는 이용할 수 있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냐라에서는 APRl400파 SMART를 NTD 대상 

노형으로 제안하고 있다. 현재， NTD의 대상 노형을 요약하면 표 3.4-6과 같다. 

NTD 대상 노형 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연구개발은 향후 장기객으로 개발 

되어야 할 GIF 추진 대상 원자로의 개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로 

미국 General Atomic에서 개발중인 GT-MHR파 남아프리가공화국의 Eskom에 

서 개발하고 있는 PBMR에서 수행하고 있는 핵연료인 실리론 피복핵연료는 

GIF에서 추진코자하는 VHTR αery 1쉰앙1 Temperature Reactor)의 핵 연료 개 

발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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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NTD 대상 노형 

원자로형 약어 명칭 개발국 

ABWR II 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II 일본 

ESBWR 미국 
Advanced 
Boiling Water HC-BWR 

Hi량1 Conversion Boiling Water 
일본 

Reactor Reactor 

SWR-1000 
Siedwasser ReactorjSimplified 

독일 
Boiling Water Reactor 1000 

Advanced 
Pressure Tube ACR-700 Advanced CANDU Reactor 700 캐나다 
Reactor 

AP600 AP600 미국 

AP1000 AP1000 미국 

Advanced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 한국 
Pressurized Advanced Pressurized Water 
Water Reactor APWR+ 

Reactor Plus 
일본 

EPR 
European Pressurized Water 

표랑스/독일 
Reactor 

CAREM CAREM 아르헨티나 

Integral mιR 일본 

Primary 
IRIS 

International Reactor Innovative 
미국 System and Secure 

Reactor System-Integrated Mod띠ar 
SMART 

Advanced Reactor 
한국 

Modular High 
GT-MHR 

Gas Turbine-Modular High 
미국 Temperature Temperature Reactor 

Gas운~Coo이led 

Reactor PBMR (Pebble Bed Modular Reactor) 남아공 

GIF에서 국제협력올 통한 장기 개발대상으로 선정된 원자로들은 표 3.4-7 

에서 보는 바와 같은 6가지 개념의 원자로이다싫，). 이들 원자로형 중에서 수소 

제조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노형은 Pb Alloy, MSR, GFR 및 VHTR 의 4가지이 

다. 이 중에서 수소 제조를 위해 상엽적으로 가장 빠른 이용이 예상되는 노형 

은 VHfR이며 VHfR 다음으로는 pb Alloy 및 GFR이 그리고 MSR은 가장 늦 

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3) "A Technology Roadmap for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Te해ni떠1 Roadmap Report 
(Draft Interim Roadmap)", July 2002, US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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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GEN-IV의 원자로 특성 비 교 

냉각재 수적소합제성조 
약어 명칭 출구온도 I-S Ca-Br 

가동시기 

CC) 
공정 공정 

NaLMR 
Sodium Liquid Metal-Cooled 

550 2020 
Reactor System 

SCWR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550 2025 
System 

Pb Alloy Lead Alloy-Cooled Reactor System 550 - 800 적합 2025 

MSR Molten Salt Reactor System 700 가능 2030 

GFR Gas-Cooled Fast Reactor System 850 적합 가능 2025 

VHI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1000 적합 2020 
System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제조방법은 화석연료자원의 자원고갈위험I 각 국의 

에너지 무기화I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적 환경규제의 강화 둥을 고려할 때 새로 

운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수소에너지원의 연구개발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원자력발전의 기술/경제성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뿐만 아니라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고온을 이용하여 수소제조 및 비발전분야에의 활용성을 

고려하면 기술집약적인 원자력 에너지의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지구상에 무한히 존재하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이 현실로 다가오고 었다. 

특히 지금까지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수송용 에너지로의 사용이 본격화되면 

수소 에너지에 대한 각 국의 기술능력은 곧 해당 국가의 경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가오는 시대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선점을 겨냥한 

기술확보전쟁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은 자 

본과 기술집약적인 것으로써 부폰자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소에너지의 생산과 경제적 경쟁력을 갖추어 연계시키는 

것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 77 -



제 5 절 환경영향의 수명주기 평가(LCA) 활용 동향 

1. LCA의 역사.44) 

전과정평가(LCA， Life Cyc1e Assessment)는 원료획득에서부터 제조， 사용 

및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제품의 전과정(즉I 요람에서 무텀까지)에 관련된 환경 

측면 및 잠재적인 환경영향올 제품이나 시스댐과 관련된 투입물과 산출물의 목 

록화 및 영향평가y 그 결과의 해석 둥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즉 어떤 제품 

이나 공정I 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하여，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LCA의 역사를 칸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는 원 

료 및 에너지 자원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1963년 세계에너지회의에서 화학 중간물질 및 생산품 

의 생산에 필요한 총 에너지량을 계산한 사례는 LCA의 개념을 도입한 최초 연 

구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거론되고 있는 형태의 LCA는 미국의 Coca-Cola사가 1969년 

에 수행한 음료용기에 대한 비교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떠한 

용기가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면서 천연자원 고갈을 최소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하 

였다. 

1970년대 초에는 세계적인 석유위기로 인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미국의 경우 15개 정도의 REPA(Resource & environmenta1 profile analysis)싫)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석유 위기에 대한 영향이 퇴색되면서 관련 연구도 미진해 

졌다. 

1980년대는 유럽을 중섬으로 연구소 및 기업에서 전과정 평가 연구가를 

활발히 수행하였고， 특히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 환경독성화학회 (SETAC， 

Society of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에 의해 LCA전반에 대한 

44) 본 내용은 http:j jwww.envi2l.comj에 수록된 자료와 이미홍(서울대 환경대학원)이 1998년 4월 30일 

에 녹색소비자연대 주관 “쓰레기 감량화 촉진을 위한 제1회 연구셰미냐”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 

였다 

45) 제품의 자원 사용량과 환경배출물을 LCA적으로 정량화 하는 과정을 미국에서는 Resource and 
Environmental Proffie Analysis (REPA)라고 하였고 유럽에서는 이를 Ecob허ance(생태균형)라고 불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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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이 이루어져 비로소 현재와 같은 LCA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네덜란드 라이댄 대학에서 전과정평가의 방법론 지침서 발칸되었고 분야별 전 

문가로 구성된 작업그룹이 조직되었다. 현재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었으며， 국가， 산업 또는 기업단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LCA의 국내외 일반동향46) 

가. 외국 동향 

선진국에서는 LCA 개념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환경 

비용을 절감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3M, 휴렛팩커드， IBM, XEROX사， 유 

럽 의 PHILIPS, SIEMENS, 일본의 도시 바/ 일본IBM， 마즈시 다/ 히다찌 동은 

LCA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미국의 3M에서는 LCA 모델을 개발하여 제품의 환경영향평가， 비용적합 

성 평가에 사용하고 있다. 휴렛팩커드사에서는 LCA를 통해 제품을 회수하여 

연칸 2천만불의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다. IBM사에서도 LCA를 통한 환경부하 

조정을 통해 환경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XEROX사는 LCA 적용을 통해 회 

수/ 재활용/ 재사용을 실시하여 연가 1억달러 정도를 절감하였다. 

또한 LCA를 이용하면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단계 중에서 폐기물 

이 어느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감량을 유 

도하기 위한 공정개선이나 제도도입과 갇은 효과적인 관리도구로 활용할 수 있 

다. 예를 들어y 칸사이 전력회사는 LCA 개념을 큰칸으로 하는 Kansai Electric’s 

program을 통하여 '90년도 초반에 75%이던 재활용율을 1996년 92%까지 끌어 

올렸다. 

한편 IAEA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차세대 혁신로인 INPRO 기술의 환경평 

가는 시스댐 접근법을 근칸으로 하는 전수명주기평가 방법을 이용할 계획이다. 

원자력의 전수명주기는 우라늄 또는 토륨의 채광 및 정광， 연료 가공， 정련I 농 

축， 전기생산， 재처리， 수송 및 폐기물관리를 포함한 자재관리 퉁이 포함된다. 

또한 이들 각 주기 단계에서는 부지획득/ 건설I 시운전/ 운전1 폐로1 부지 재이 

용 등에 의한 영향을 환경규제 기준이 다른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고려해야 

4이 5철1의 참고자료와 “The Innovative Nuclear Reac!ors and Fue! Cycles Report(2002.11)"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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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INPRO에 대한 LCA 결과가 모든 지역에 적용 

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영향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INPRO가 위치하는 

지역의 지형， 인구/ 정치/ 경제， 문화 둥의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특정지역에 

대한 결과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INPRO의 경우는 낮은 사고확률을 안전규 

제 요건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고에 의한 LCA는 지역에 의한 차이가 없 

을 만큼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INPRO 회원국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LC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재흐름평가(Material Flow Assessment, 

MFA)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분열성물질과 핵분열가능물질 중에 

서 주요 관섬 물질을 선정하고， 방사성혜기불과 독성폐기물과 같은 물질의 시 

스댐내에서의 흐름을 평가하며/ 시스댐에서 필요한 독성 금속 또는 화학물질 

동과 같은 특정 요소와 금속 동을 선정하고/ 정상 및 비정상 운전 상황에서 모 

든 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과 화학적 독성 물질 둥의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그리고 물， 부지I 에너지 이용 둥과 같은 천연자원 이용과 고갈 

동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환경영향 평가 시에 어려운 점은 환경영향 물질의 배출이 실제적으 

로 어느 정도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INPRO의 경우 환경규제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 지에 대 

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하여 INPRO 회원국들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환경영향 완화를 위한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가능한 최상의 

기술을 채택하고/ 경제， 사회적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WSSD 이행계획 III장14(비의 I생산과 소비에 대한 비지속가능 패턴 

의 변화I 부문에서는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생산과 소비 

정책을 개발하되 LCA와 같은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환경 및 보건 영향을 줄 

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국내 동향 

우리나라에서 LCA 개념을 이용하여 수행한 최초의 연구는 1993년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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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발센터에서 수행한 ’유리병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그 이 

후로 서울시립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 둥 대학교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 

었고， 공업진흥청， 상공회의소， 환경과학연구협의회의 등에서도 LCA 연구를 지 

원함으로써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국내의 LCA 연구는 아직 미홉한 단계이긴 

하나 최근 들어 관심을 보이는 단체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었다. 한국품질환경 

인증협회는 LCA 관련 정보를 수집I 보급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6년 9월 'LCA센터’를 건립하였고， 환경마크협회는 LCA를 환경마크 부여기 

준으로 책정하고 대상제품에 대한 LCA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전 3사를 중심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시범적용을 시작하였는데I 삼 

성4끼의 경우 ’95년도 냉장고 LCA를 시작으로 하여 W 모니터/ 세탁기， 에어컨 

둥에 LCA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LG48)의 경우 냉장고/ 모니터/ 반도체 동에서 

LCA를 실시하였고， LCA를 제품개발체제에 접목하여 친환경제품개발에 적극적 

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 LCA 운용 사례4어 

가. 에너지 수지분석 

전력을 생산하는 둥의 특정 에너지생산 및 소비시스템에 대한 효율성 평 

가를 위한 LCA 평가의 한가지 지표로서 에너지수지비가 있다. 이는 전과정동 

안 투입된 에너지로 전과정동안 생산한 에너지를 나눈 것이다. 

이는 에너지 입력당 얼마만큼 출력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에너 

지투입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운용시의 에너지에 연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에너지수지비가 1보다 커야 하는 것이 플랜트로서의 성립요건이 된다. 연료를 

포함한 경우에는 열역학적 폐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에너지수지비는 1보다 작 

아진다. 

4끼 힐례로/ 삼성천자는 1996년 천자렌지를 대상으로 하여 천자헨지 제조와 관련된 원료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해 규명하고 이 중에서 가장 오염올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사용 단계가 가장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는 것으로 냐타났다 

48) ’97년 LG반도체는 16MDRAM에 대해 LCA를 수행하였으며t 분석결과 천체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 

으나， 그 중 사용단계에서 전기사용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광다. 이외에도 제조단계에서 
의 공정별 생태독성 영향 둥을 봐악하였다. 

49) 본 내용은 한국에너지연구회(회장- 강희정，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위탁， 수행한 “원자력에너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연구”의 결파의 일부를 청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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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지비 (R) = EpoTj(Ea+Em+Ero η 

여기에서， Ep 에너지생산량0/년) 

Ea 기기조립에 직접 소비하는 에너지(J) 

Em 소재나 서비스에 칸첩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m 

Er : 운전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ν년) 

T 내용년수(년) 

그동안 에너지 수지분석이 적용된 분야는 에너지 전환부문 특히 정유산업 

과 발전부문이다. 선진국의 공업화가 계속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가들의 공업화 특히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중화학공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이후 각 국가는 대량의 에너지소비에 대웅하기 위하여 수입원유 

에 대한 정제시설 확충과 특히 전력수요에 대한 발전소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 

울였다 이 같은 1차 에너지원의 가공산업은 장치의 건설， 운반/ 정제/ 변환 둥 

의 단계를 거치면서 소비된 에너지가 산출(Output)에너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는가 즉 수지분석(OutputfInput)이 중요한 개념으로 이때의 비율이 

적을 때는 사용된 1차 에너지원의 가치는 당연히 하락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연료정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건설에도 막대한 투자비 

가 소요되기 때문에 위의 에너지분석 방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75년 αw.pmann은 몇 가지 형태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생산되는 전력에너지가 발전소건설 

과 운전I 연료정제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낮아 원자력발전소 자체가 에너지공급 

이 아닌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5이 이 

연구결과는 동적분석이 결여된 것으로 찬반의 논의를 야기 시키기도 하였으나 

이후 모든 1차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분석을 시도할 수 있게 한 동기 

를 부여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는 표 3.5-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수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자력발전 연료주기의 개선 

과 기술개발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표에서 수명기간 동안 업력에너 

지 비율이 3%란 의미는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생산되는 전력에너지의 

3%만이 투입에너지이며 이의 역수가 에너지수지비가 된다. 원자력발전의 에너 

5이 다m따lall P.F., Energy Ar빼밍s of nuc1ear power stations, Energy Policy, Dec. 1975, pp. 28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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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지비가 석탄발전이나 수력， 특히 태양광 동의 분산형 전원보다 월동히 높 

게 나타나고 었다. 

표 3.5-1 발전원의 에너지수지비 비교 

발전원 형식 분 석 자 
에너지 입력 출에력너대지비(%) 수지비 

Uchiyama, 1996 50 2.0 
수 력 He!d et a!, 1977 43 2.3 

Uchiyama, 1996 76 1.3 
원자력 PWR/BWR Kivisto, 2000 59 1.7 

( centrifuge PWR Inst. Policy Science, 1977 46 2.2 

enrichment) BWR Inst. Policy Science, 1977 43 2.3 

BWR Uchiyama et a!, 1991 47 2.1 
PWR/BWR He!d et a!, 1977 20 5.0 

원자력 PWR/BWR Kivisto, 2000 17 5.8 
Uchiyama, 1996 24 4.2 

(빠fusion 
PWR Oak Ridge Assoc.Univ.1976 15.4 6.5 

enriπ떠richment) BWR Oak Ridge Assoc.Univ.1976 16.4 6.1 
BWR Uchiyama et a!, 1991 10.5 9.5 

Kivisto, 2000 29 3.5 

Voss, 2002 30 3.3 

석 탄 Uchiyama, 1996 17 5.9 
Uchiyama et a!, 1991 16.8 6.0 
Inst. Policy Science, 1977 14.2 7.0 

PNG Kivisto, 2000 26 3.8 

천연가스 LNG Uchiyama et a!, 1991 5.6 17.9 

LcaNpGaci (t5y7% factor) Uchiyama, 1996 6 16.7 

태양열 He!d et a!, 1997 10.6 9.4 

Rooftop Uchiyama, 1996 9 11.1 

태양광 Utility Uchiyama, 1996 5 20.0 
Amorphous 

Kivisto, 2000 3.7 27 silicon 
Resource Research Inst. 1983 12 8.3 

풍 력 Uchiyama, 1996 6 16.7 
Kivisto, 2000 34 2.9 

자료 : IAEA 및 World Nuclear Association에 서 인용 

나. LCA 측면에서의 C02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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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CO지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LCA 관점에서의 분석결과는 발표기관 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원자력발전의 온설가스 감축효과가 월둥하다는 사질은 일치하고 

있다. 

그림 3.5-1은 IAEA의 연구결과51)인데， 이 그림은 발전부문(음영부분)과 그 

이외의 연료체취I 수송I 제조 및 건설 활동 둥과 같은 기타부문(흰부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발 

전부문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수력은 물론 풍력과 태양광 둥과 같은 신재생에 

너지보다도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원자력발전 

소 운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비해 

1/95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LCA 측면에서도 원자력은 풍력의 1/3 수준， 

석탄발전소의 1/43 수준으로 가장 적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온실가스 감축 

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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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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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6OO • 

。

400 ~ - ~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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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5-1 각 발전원별 LCA측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표 3.5-2는 일본의 전력중앙연구소I 스웨멘의 Vattenfall, 핀란드의 Kivisto 

et a1. 및 국내(과학기술부y r에너지 기술혁신 전략에 관한 연구.1 , 1998)의 연 

51) IAEA, Sustainab!e Deve!，。따lent and Nuc1ear Pow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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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국내의 연구결과는 일본의 전력중앙연구소 

와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이다. 이 표를 보면 원자력은 대부분의 결과에 

서 수력발전과 비슷하거나 약간 불리하지만 석유I 석탄 그리고 대부분의 대체 

에너지원 보다는 배출 원단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5-2 LCA를 이용한 발전기술의 온난화 영향 

발전원 
일본 스웨멘 핀란드 한국 

(g-C02jkWh) 

석 탄 975 980 894 905 

가 스 608 
1,170 

722 
(peak, reserve) 

가스복합 519 450 472 

태양광 53 50 95 

풍 력 29 5.5 14 

원자력 22 6 10-26 22 

수 력 11 3 27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 과학기술부l 에너지 기술혁신 전략에 관한 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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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미래 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평가 

1. 핵연료주기 평가의 필요성 및 범위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후행핵연료주기와 관련한 문 

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과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안면도 및 굴업도 등지에서 발생한 주민의 반발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원자력 

발전의 성패는 발전에 따라 생성될 수밖에 없는 방사성물질의 처리와 처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 기물(Hi양1 Level radioactive Waste; HLW)인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원자력 발전의 중대로 그 발생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 

면 아직까지 장기적인 관리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에 임시저 

장하고 있는 질정이다.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조밀하게 

배치하여 저장한다고 해도 2015년이변 발전소내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안정적 관리문제는 조만칸 해결 

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및 저장현황을 조사/ 요약하였다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해결하는 방법가운데 현재 

까지 가장 유망한 것은 지층처분을 통해 생태계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최 

근에 미국의 유카마운틴 최종처분장의 건설이 결정되고 핀란드도 처분장 건설 

을 추진하고 있어 그 성과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처분장 건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장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가의 경우 정치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건 

설이 쉽지 않은 실정 이다. 

사용후 핵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대부분은 사용후 핵연료에 존재하 

는 플루토늄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장수명 방사성 핵종에 기인한다. 장수 

명 방사성 핵종이란 반감기가 매우 긴(수만년에서 수백만년까지) 물질로 원자 

로내에서 핵연료의 연소에 따라 생성되는 Np, Am, Gn과 같은 Minor 

Actinide와 일부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 F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분장 건설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반감기가 긴 고준 

위 방사성폐기불올 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불질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동안 생태 

계와 격리되어 관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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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하나로 장수명 핵종을 중성자조사 둥의 방법으로 단반감기 핵종이나 비 

방사성 핵종으로 변환하는 연구(소멸처리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멸처리방법을 사용하면 지충처분을 위한 공칸도 적게 필요할 것 

이고， 필요한 격리기간은 현저히 짧아져 지충처분은 기술적으로 보다 용이하고 

완전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소멸처리방안으로는 고에너지로 가속된 양 

자 또는 전자를 이용하는 방법과 중성자를 이용하는 방법 퉁이 제안되어 있으 

나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로는 중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보다 타당 

하다고 알려져 있다. 중성자를 생산하여 핵종을 변환시키는 장치로서는 크게 

고속로/ 그리고 가속기를 이용한 미 엄계로를 들 수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속로와 미임계로를 도입할 경우 기대되는 환경친화성 개선효과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미래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가정을 세우고 이를 경수 

로만으로 충족시키는 방안을 기준안으로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경수로/ 고속 

로， 미임계로로 구성된 새로운 핵연료주기 대안을 설정하여 대안별 차이를 분 

석하였다. 한가지 노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핵연료주기 구성이 가능하지만 분석 

의 편의를 위해 경수로의 경우 직접처분 핵연료주기만을 고려하였고 고속로와 

미임계로의 경우 건식처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다중재순환(mu1tiple 

recycling)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분석을 위해 열중성자주기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였던 NUFCA 

p5깅코드를 고속로와 미임계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고속 

로나 소멸로의 도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감소 동 고준위폐기불 감소 효과y 우 

라늄 자원 절약 및 처분비용 감소 효과 둥을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2.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현황 

가. 국내 사용후핵연료 현황 

국내의 사용후핵연료는 2001년 12월 현재， 4개의 원전부지(PWR 3개소， 

CANDU 1개쇠에 총 5,385MTU(Metric Ton Uranium)가 저장되어 있으며I 

52) NUFCAP(r‘Uclear Fue! Cyc1e Analysis Package)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셔 우리나라의 핵연료주기 대 
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모형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절명은 “국내 핵연료주기의 경제성 평가평 
가모형 개발올 중심으로_1' 1996 한국원자력연구소 창조 

- 87 -



2010년에는 11,OOOMTU 그리고 2040년에는 34，OOOMfU가 될 전망이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전중인 12기의 PWR 원전에서는 연간 518다 

발(215MTU)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CANDU형 원전인 월성원 

전 부지에는 1983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현재 4기의 원자로가 가 

동중에 있으며/ 이들 4기의 원자로에서 매년 2α164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 

생하게 된다. 월성 1호기의 상업운전 종료지점인 2015년부터는 371의 중수로에 

서 매년 15，123다발씩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여 2030년 말까지 월성 원전에 

서 총 660，7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3.6-1에 우리나라의 PWR 및 CANDU형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저장능력 현황을 나타내었다. 

표 3.6-1 사용후핵 연료 저장관리 현황 

누적발생량 연칸발생량 저장능력 
예상 

구분 포화 

MTU 다발 MTU 다발 MTU 다발 년도 

고리 (4기) 1,243 2,091 65 162 1,737 4,225 2008 

영광(6기) 820 1,964 75 178 1,696 4,038 2008 

울진(6기) 631 1,467 75 178 1,563 3,723 2007 

월성 (4기) 2,691 142,116 381 20,164 4,807 영4，352 2006 

계 5,385 596 9,803 

자료 : 산자부(2001년 12월말 현재) 

나. 중 • 저준위 폐기물 중칸저장현황 

고체혜기붙은 드럽에 포장처리 한 후 전용트럭에 실어 발전소 내 폐기불 

저장고로 운송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저장하고 있으며 영구처분시설이 건설되면 

이곳으로 운반되어 영구처분 하게 된다. 

각 발전소의 중 · 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저장관리 현황은 표 3.6-2와 같다. 

이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체폐기물의 포화년도는 고리원자력발전소는 

2014년1 영광원자력발전소는 2011년I 울진원자력발전소는 2008년 그리고 월성원 

자력발전소는 2009년으로I 발전소칸 이동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2008년 

에는 영구처분시설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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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불 저장관리 현황 

2001년 12월 기준， 탄위 : 200리터 드럽 

구분 저장능력 
예상발생량 

저장량 예상 포화년도 
(드럽/기 · 년) 

고 리 (4기) 50,200 210 31,744(1) 2014 

영 광 (6기) 23,300 210 10,238 2011 

울 진 (6기) 17,400 210 11,342 2008 

월 성 (4기) 9,000 150 5,250 2009 

계 (2071) 99,900 58,574 

자료:산자부 
주) (1) 1호기에서 교체한 증기발생기 2대 (2，500드렴분 공간 정유)는 발생량에 포함하지 않았으 

나 예상포화년도 산정시는 2，500드럽 공간을 점유한 것으로 가정 

3. 연구 방법 및 과정 

가. 분석 대상 핵 연료주기 

(1) 직접처분 핵연료주기 

직접처분 핵연료주기는 경수로 및 중수로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용후핵연 

료를 중칸저장 하였다가 영구 처분시키는 단순한 비순환 핵연료주기로서/ 세부 

공정 흐름은 그림 3.6-1과 같다. 직접처분 핵연료주기의 경우 중간저장 방식의 

선택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따른 저장 용량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장수명 

핵종에 의한 방사능적 영향 및 플루토늄 독성 핵종에 대한 영구 처분기술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립 3.6-1 직접처분 핵연료주기 

- 89 -



(2) 미래형 핵연료주기 

미래형 핵연료주기에서는 현재 원자력발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수로 

를 고속로로 대체하거나 경수로의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초우라늄원소(Tr，없1S 

Umanic Elements; 이하 TRU)를 고속로나 미임계로를 통해 재활용하는 형식의 

핵연료주기이다. 이는 현재 국제 공동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Generation IV, 즉 

제 4세대 원자력 시스탬 연구 개발에서도 매우 관섬을 갖는 연구의 한 분야이 

기도하다 

소멸 대상 핵종으로는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TRU 핵종들(특히 Pu, Np, 

Am, αn)과 초장반감기 핵분열 생성물 Tc-99(반감기 2.13xl05년)， 

1-129(1 .57xl07년)가 이에 해당한다.앓) TRU 핵종들은 고속중성자 스펙트럼에서 

핵분열로 소멸되며， Tc, 1는 열중성자 스펙트럼에서 중성자 포획 및 붕괴를 통 

해 단반감기 또는 안정된 핵종으로 변환 된다. 그 사례를 보면 다음 반응식과 

같다. 

237Np 4원핀~FPs 

(2.1 x 10'y서 (a few kundred years) 

99Tc + n • 100 T c ----.-;;검-→ IOORu+n • 101Ru+n • 102Ru 
16sec 

(2.1x10' yr) (16 sec) (stable) (stable) (stable) 

1291 + n • 1301 ----.-;;요-→ 130Xe+n • 131Xe+n • 132Xe 
16sec 

(1. 6x lO' yr) (12.4kr) (stable) (stable) (stable) 

이러한 반응의 결과로 독성 핵종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폐기물의 방사성 

독성이 감소하게된다. 

(가) 고속로 연계 미래형 핵연료주기 

53) 핵분열 생생물 가운데 밭열량이 큰 Sr-90(반감기 : 29년)， C웅137(반감기 :30년) 둥도 소멸올 고려할 

수 있으나 이들은 핵연환을 고려하는 여타 핵총에 비혜 반감기가 매우 짧으므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 
처분에셔 얻을 수 있는 현질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다 반면 용해성이 크고 반감기가 긴 Cs-135(반감 
기 : 3.0x10'년)은 핵변환할 가치가 었다 하지만， 사용후 핵연료에 존재하는 세숨에는 C동137， Cs-135 
이외에 다량의 안정된 핵종언 C웅133이 폰재하고/ 이들 C웅133이 중성자 포획과정을 거치면 방사성 
핵종인 Cs-135가 되므로 Cs-135를 제거하려면 Cs-133올 먼저 제거해야 하는데 Cs-137에서 밭생하는 

강한 감마션 때문에 C웅135만을 추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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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Fast Reactor; FR)는 고속중성자 스펙트럼으로 운전하여 플루토늄 

을 소모하는 동시 에 U-238로부터 중성자 포획 및 붕괴로 인해 다시 플루토늄을 

재생산해내는 원자로형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고속로가 

존재하고， 전환률(Conversion Ratio; CR)에 따라 매 주기마다 외부연료를 도입 

하기도 하고I 자체 생산된 플루토늄을 재활용하여 외부 연료를 반입하지 않고 

초기 장전으로 수명 끝까지 운전하기도 하며/ 사용량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올 

만들어내기도 한다. 

고속중성자를 이용한다는 측면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첫 번 

째로I 앞서 언급했듯이 플루토늄 생산으로 인해 우라늄 자원 활용률을 극대화 

하여 전체적인 우라늄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현재 우 

라늄-235만올 사용하는 것에 비해 최고 60배까지 자원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고속 중성자를 이용하여 초우라늄 핵종들을 

연소시켜 장반감기 핵종들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플루토늄은 물 

론， 마이너 악티나이드(Minor Actinide; MA)도 고속중성자 스펙트럼에서 핵분 

열을 일으켜 핵분열 생성물로 변환된다. 즉， 수십만년에서 수십억년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긴 반감기를 가진 핵종들을 수백년 반감기의 핵종들로 변환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 적용 가능하리라고 전망되는 고속로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환율이 1인 Break-even 방식의 고속로로 이는 PWR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핵연료주기를 이룬다. 초기노섬에 한번 핵연료를 장전하면 

매 주기마다 사용량에 해당하는 핵연료를 재생산하므로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추가적인 연료공급이 필요 없는 노형이다. 여기 들어가는 초기노심의 핵연료로 

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가능하며， 플루토늄을 사용할 경우 기존 PWR에서 발 

생하는 사용후 핵 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다. Break-even 방식의 고속로는 우라 

늄 이용효율의 증가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초우라늄 원소를 태우는 TRU bumer로서의 고속로이다. 이는 PWR 

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중 TRU를 연료로 하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불 

소멸 효과가 크다. 고속로를 연계한 핵연료주기를 그립 3.6-2와 그림 3.6-3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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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Breakeven 방식의 FR 핵연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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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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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FR(fRU bumer) 연계 핵 연료주기 

(나) 미 임계로 연계 미래형 핵연료주기 

미엄계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섬은 미임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 

속기로 구동되는 원자로(ADS : Accelerator Driven System)인데 주로 플루토늄 

이나 MA의 소멸처리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소멸로는 여러 가지 형태 

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가속기에서 가속된 업자로 중금속 물질을 충돌시켜 중 

성자를 발생시키고， 이 중성자로 인해 MA가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열을 발생시 

키고 핵분열 생성물로 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또한 ADS는 적절한 감속을 통해 

열중성자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어 Tc-99, 1-129와 같은 초장반감기 핵분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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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의 소멸도 가능하다. 

국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미임계로는 TRU bumer로서의 미임계로와 

MA bumer로서의 미엄계로가 있다. TRU bunrer로서의 미임계로는 고속로와 

마찬가지로 TRU를 소멸시키며 PWR과 연계 이용시 이는 PWR에서 발생한 사 

용후 핵연료 중 TRU를 연료로 하기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 소멸 효과가 크다. 

그림 3.6-4는 경수로와 미임계로가 연계된 핵연료주기이다. 

MA bumer로서의 미임계로는 PU을 제외한 MA만을 소멸처리하기 때문 

에 처리효율이 더 뛰어나다. 그러나 MA Bumer의 경우 PU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PU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TRU bumer으} 추가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경수로， TRU bumer로서의 고속로， MA bumer로서의 미임계 

로를 모두 연계하여 운전하는 핵연료주기를 도식화하면 그림 3.6-5와 같다. 

천연우리늄 김슨우리늄 

농축 

l 임계로 연 

조시된 \성형기공/ 
경수로연료 농축우라늄 

성형기공 
MA 

PU 

여 비원거|도 
처리 

Losses 
Losses U 

U 고준위며1기울 PU 
PU (TRU, HM) MA 
MA 

그림 3.6-4 ADS(TRU bumer) 연계 핵연료주기 

나. 주요 가정 및 업력자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원자력발전소 운전이 시작된 1978년 

부터 2100년까지 건설되는 원자로를 대상으로 핵물질 흐름을 분석하였으며 발 

전소 수명기간을 고려하여 물량흐름은 2160년까지 하였다. 고속로와 미임계로 

는 2030년부터 건설을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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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FR(IRU burner), ADS(MA burner) 연계 
핵연료주기 

원자로 건설은 2015년까지는 산업자원부가 2002년 8월 발표한 제1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안을 사용하였다. 또I 통계청에서 발표한 2050년 

까지의 인구추계 자료와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2050년까지의 전력 

소요와 원자력 발전 소요량을 계산하여 이를 노형전략의 근거로 삼았고， 2050 

년 이후에는 전력소요 및 원자력 발전 소요량이 포화에 달하여 일정하게 유지 

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2050년부터2100년까지는 기존에 건설된 원자로가 

수명이 다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원자로의 건설만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 

다. 

본 연구의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고 또 

한 분석기간도 매우 장기칸이기 때문에 미래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입력자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핵연료주기에서의 핵물 

질 흐름이라 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에 OECDjNEA 연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당) 동 연구는 주요국의 고속로와 미엄계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 

54) "Acce!eralor-driven Systems(ADS) and Fasl Reactors(FR) in Advanced Nuclear Fue! Cycles - A 
Comparative Study -", OECD/NE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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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미임계로와 고속로에 대한 비교연구인데 현재까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알려져 있다. 

그 외 평가에 필요한 주요 입력자료는 표 3.6-3과 같다. 

표 3.6-3 주요 입력자료 

인수 정수로 중수로 

단위 용량 (MWe) 
KSNP : 1,000 

700 
APR1400 : 1,400 

이용률 
-2000 : 실적자료 -2000 : 실적자료 
2001- : 80% 2001- : 85% 

설비수명 
KSNP : 40년 

40년 
APR1400 : 60년 

33,000 (1978 -1984) 

인출연소도 
40,000 (1985 -1996) 

7,500 
(MWdjTU) 

43,000 (1997 - 200이 

45,000 (2001- 201이 
55,000 (2010-

3.3%(1978 - 1984) 

농축도 
3.8%(1985 - 1996) 

0.71% 
4%(1997 -) 
5% (MOX PU연료얼때) 

다. 연도별 원자력발전 절버 용량 전망 

핵물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간 동안의 원자력발전량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인구증가와 일인당 소비전력량에 바탕을 두고 원자력 

발전량을 추정하였다.55) 추계 과정을 간단히 보면 그림 3.6-6과 같고I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일인당 발전량(일인당 전력소비량)은 '5'’형태의 곡선을 그리며 장기적으 

로 일정한 값에 수렴한다. 

- 원자력에 의한 전력생산은 총 전력의 40%로 유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인당 발전량은 2050년에 10,000 KWh로 수렴하는 것으로 

55) OECEjNEA, “ Nuclear Energy and ils Fue! Cycle, Prospects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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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다. 이 때 일인당 발전량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쉽게 송배전손실과 소내 소비율을 적용하면 일인당 전력소비량으로 환 

산할 수 있다. 

인구지료 

(1965-205이 

일인딩 믿전링 

(196 5-20 • 5) 
믿전링자료 

(196 5-20 • 5) 

loqisbc 극성을 이 용한 일인딩 믿전링 외십 
(2016-205이 

총믿전링 계신 

(20 ↑ 6-205이 

원지럭 징유을 

(40%) 

원지럭 믿전링계신 

(20 ↑6-205이 

원자럭 믿전소 이용를 
‘ ------ ‘ 

(80%) 

원자럭 설비 용링 계신 

(201 6-205이 

그림 3.6-6 원자력 설비용량 추정 과정 

2050년까지의 인구 예측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계자료를 사용하 

였으며 2015년까지의 발전량 및 노형전략은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사용하 

였다. 추정을 위해 사용한 로지스틱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추정의 편의를 위해 

함수를 선형으로 변형하고 2015년까지의 자료에 대해 최소제곱법 추정을 하였 

다.(그림 3.6-끼 이를 통해 계수 a, b값을 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50년까지 
의 일인당 발전량을 계산하면 그림 3.6-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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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른 1 
m 
x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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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 inf = 10.0 MWh --- Linea r Fit of input_trans2 

5 

o 10 20 30 40 50 

X Ax is Title 

그립 3.6-7 2015년까지의 일인당 발전량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 .;;r " , 
ε등5입 ' " ‘’ " , 
Q) 

얻I 41 
JW 

" 4 

잃 2 l 켜，/ ~떠pita I 

0 ... -=,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year 

그림 3.6-8 2050년까지의 일인당 발전량 추계 

이렇게 얻어진 일인당 발전량에 인구를 곱하면 총발전량을 얻을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점유율을 40%로 가정하여 원자력 발전량을 구한 다음 이용률을 

고려하면 원자력 설비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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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 대상 시나리오 설정 

앞에서 설명한 핵연료주기에 바탕을 두고 추정된 원자력 발전량을 만족시 

키는 다양한 원자로 조합으로 이루어진 6개의 case를 표 3.6-4와 같이 설정하였 

다. 

CASE 1은 열중성자로만을 이용한 비순환 주기를 가정하여 나머지 경우 

를 위한 기준안으로 삼았다. CASE 2-1과 CASE 2-2는 고속로가 도입되는 시나 

리오로， CASE 2-1은 열중성자로로 운영하는 과정에 Breakeven형 고속로가 병 

행되는 경우이고， CASE 2-2는 고속로가 TRU burner 역할올 할 경우 열중성자 

로와 연계되는 경우이다 CASE 2-3은 ADS가 도입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았다. 

이때 ADS는 TRU burner이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도입되는 경우로 C뻐E 

2-4는 Breakeven형 고속로와 TRU bumer인 ADS, 마지 막으로 CASE 2-5는 

TRU bumer인 고속로와 MA burner인 ADS 두 가지 모두 도입되는 경우를 가 

정하였다. 

표 3.6-4 미래형 핵연료주기 평가 시나리오 

시나리오 열중성자로 고속로 미임계로 

CASE 1 。 x x 

CASE 2-1 。 FR(Breakeve띠 x 

CASE 2-2 。 TRU bumer x 

CASE 2-3 。 x TRU bumer 

CASE 2-4 。 FR(Breakeve띠 TRU bumer 

CASE 2-5 。 TRU bumer MA bumer 

4. 평가 결과 

가. 장반감기 핵종 발생량 감소 

미래형 핵연료주기의 도입에 따라 TRU 핵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평가하 

였다. TRU핵종도 크게 나누어 pu와 MA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 TRU 

bruner를 가동하면 TRU핵종이 많이 감소하나 사용후 핵 연료 재고중에 초기노 

섬에 필요한 플루토늄이 부족하다면 100%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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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하는 MA보다는 pu가 훨씬 많으므로 TRU bruner흩 가동할 경우 m 연소 
효과는 좋으나 MA는 다소 남는 결과를 낳는다. 이률 보완해 줄 수 있는 노형 

이 MA bumer이다 따라서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합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 연소 

효과를 냐타내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올 것이다 실제 계산 컬 

과도 이 예측파 일치한다(그립 3.6-9 - 3.6-1지 

1, OOE+06 

1, OOE-+D 5 

1, OOE-+D 4 

1, OOE+03 

ØTH’FR(BE) 
D rn’FR(TRJ) 
。 TH잉DS(TRU) 

n 깨’FR(BE)+MS(TRU) 

TRL 

그렵 3.6-9 TRU 발생량(kg) 

1, OOE+05 

• Th er끼비 

!".l T1+'fR(BE) 

DTH’FR(TRU) 
D TH잉DS(TRU) 

m T1+'fR(BE)+ADS(TRU) 

1, OOE+03 
w\ 

그링 3.6-10 MA 항쟁량αg) 

99 



1 ∞E+oe 

1 ∞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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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ε04 

1. 00E+03 

100.000 

10.000 

1.000 

100 

10 

PC 

그명 3.6-11 pu 항생량(ko) 

0'"’FRπRω 

• 
「

SperJt FU8 (t, 이 

0 '"’ ÞDS(TRU) 

그힘 3.6-12 사용후 핵연료 항쟁량(ton) 

Break얀""행 고속로의 도입온 축적왼 사용후 핵연료흘 재활용하는 효과 

는 적으나 한번 장천한 초기노심의 연료만으로도 오댐 기간을 훈천활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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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결과객으로 PWR올 고속로로 대체할 갱우 재장천융 위한 우라늄 소요량 

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셔 동일한 천혁 생산시 우라늄 자원 

절감 효과를 크게 흘 수 있다 즉 우라늄 자훤의 활용률용 극대화 시킬 수 있 

는 노형이라 할 수 있겠다. 반연에 우라늄 자훤 철약 완쟁에서의 여타 burner 

노행률은 설철적으로 경수로훌 대체하는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고 플루토늄 누 

적량의 한계로 많용 기수가 건설되지 못하는 판계로 우라늄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그렴 3.6-13)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의 재활용올 고혀하지 않았기 때문에 Breakeven형 

고속로 사용 용션용 제외하고는 사용후 핵연료중 우라늄 발생량이 장당히 큰 

부분용 차지하여 컬과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총 발생량에 큰 영향용 주게 된다 

우라늄은 핵중 소멸과는 별도로 재처리 기슐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우라늄흘 쩨기율이 아닌 자원의 개념으로 고려하여 우라늄흘 제외하고 평가한 

다연 사용후 핵연료 방생량에 있어셔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얀마 

800 ,000 ，-←←←키 DTH’FRπRω D깨+!'{)scmω 
m TH’FR(BE)+!'{)scmω D TH’FRπRω+i'O SC MA，)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U→Req미 ，~t 

그림 3.6-13 우라늄 소요량(ton) 

나. 방사농독생 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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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총의 발쟁량이 감소함으로 인혜 이로 인한 독성 감소 또한 기대된다. 

그림 3ι14와 3.6-15는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기간 칙후의 독성과 시간에 따른 

독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UXE ‘ 15 

1.00::‘12 

1.00'‘14 

용 

1.00'‘13 

CASE I CASE 11-1 CASE 11-2 CASE ’1-3 CASE 11-1\ CASE 11경 

kti...,;ty 

그립 3.6-14 형가기간 직후 독성(빵사능) 

lαE‘S 

-<>- Th","" 
X 깨-+-Þl)S(TRU) 

-s- n에서FR 

→-lH서FR>ρDS(TR이 

~ TH+FR(TRU) 
- • TH>FRQ며U)+PDS(M찌 

1.o:E‘M 

1.o:E‘8 

@ m 
>

} S 
• • 
。<

lαE+l1 

1.o:E‘U 

1.o:E‘æ 
l따.00 I .ooE.01 짜-02 따·떠 1.0æ-04 1.0CE+ 05 lD(E.~ I.OCE+01 

Vear 

그링 3.6-15 시간에 따른 독생(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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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결과 종합 

국내에 적용 가능한 후행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국 

내에 2030년부터 고속로와 소멸로로 열중성자로를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세워 

우라늄 보존성I 고준위폐기물의 감용성I 독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 열중성자로의 완전한 대체와 TRU폐기물의 감축에는 Breakeven형 고속 

로와 TRU- Bumer형 소멸로의 병행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다. 

- TRU 폐기물의 감축만을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TRU-Bumer형 고속 

로와 MA- Bumer형 소멸로의 병행도입이 가장 효과 적이다. 

- 미래형 원자로의 도입은 본 연구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100년까지 우라 

늄 소요량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3.6-5 시나리오별 평가 결과 종합 

CASE 1 CASE 11-1 CASE 11-2 CASE 11-3 CASE 11-4 CASE 11-5 

Number 
PWR 62 35 56 60 35 56 

of FR 0 33 7 0 32 7 
reactors 

ADS 0 0 0 8 3 2 

-2030 763 
PWR 

2031- 2,647 852 2,244 2,324 673 2,084 

POWER FR 1,787 383 1,728 356 

(GWyr) 
ADS 178 57 35 

Total Power 
3β00 3,490 3,479 3,354 3,309 3,327 

(CANDU 포함) 

U자원 U-소요량(ton) 749,328 364,758 653,211 681,740 328,110 630,065 

보존성 U 비용(백만$) 37,466 18,238 32,661 34,087 16,406 31,503 

SFαπu) 67,905 32,154 14 15 5 14 

환정 
FP 3,684 38,873 17,8æ 16,253 42,753 17,619 

친화성 

HLW(TI빠” 0 36.26 2.44 0.62 35.26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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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자력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 1 절 원자력 해수담수화사업의 예비 경제성 평가 

전력과 담수를 동시에 생산하는 생산설비에 대한 경제성은 생산설비의 규 

모뿐만 아니라 전력과 담수의 생산비율/ 운영에 있어서 전력과 담수의 생산비 

율의 변화 폭， 그리고 부지 조건 둥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는 원자력과 화석연료 발전원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원자력 대안으로는 

SMART를/ 화석연료 발전원으로는 복합화력과 석탄화력을 고려하였다. 이는 전 

력 답수 동시 생산 설비가 기저부하로 운전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SMART는 기본설계를 마치고y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SMART-P사업에 착수한 상태이다.SMART-P 사업을 통하여 SMART의 기술성 

과 경제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MART의 건설부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가 SMART의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마두라섬을 

건설부지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의 분석결과는 인도네시아의 화석연 

료 발전원과 인도네시아에 건설될 SMART와의 예비 경제성 평가에 대한 것이 

다. 

1. 경제성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해수답수화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IAEA의 

DEEP(Desalination Econornic Evaluation Program)을 사용하였다.5이 

가. DEEP Program의 방법 론 

DEEP 프로그랩은 power credit 방법을 사용하여 담수비용을 산출한다.s끼 

5이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esalination Econornic Evaluation Prograrn 

(DEE머1 Computer U않r Manual Series No. 14, Vienna, 2000 

5끼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nnod앤amic 뻐.d Economic Evaluation of 

C<>-Iπoduction Plants for Electricity and Potable Water, IAEA-TECDOC-942, Vienn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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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credit 방법은 다음과 같은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즉， 담수화 플랜트에 

서 사용하는 증기를 담수화 플랜트에 공급하지 않고 대신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용하였다면 전력의 생산이 가능하였을 것이고y 이 전기를 판매하면 수엽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중기를 전기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담수화 플랜트에 

공급하였으므로 이에 상웅하는 수입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수입의 손실 분을 

담수생산비용에 부과하는 방법이 바로 power credit 방법이다. 따라서， power 

credit 방법에 의한 담수생산 비용은 전력생산의 감소분(담수생산으로 인한)을 

발전단가(담수생산을 하지 않고 전력만을 생산할 경우의)와 곱함으로써 산출된 

다. 이와 같은 계산과정을 통하여 복합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비용을 배분 

한다. Power credit 방법을 사용하면 복합생산에 따른 경제적 면익은 모두 담 

수생산에게 귀착된다. 

power credit 방법이 DEEP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I 발전단가를 산출한다. 이 경우 복합생산설비는 담수를 생산하지 않 

고 모두 전력만을 생산하도록 운영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산출된 발전단가는 

담수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비용의 산출에 이용된다. 

답수생산 비용은 연간 필요 수입을 연간 평균 담수생산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이것은 평준화비용의 개념으로써 수명기간동안에 걸친 담수생산의 

평균비용이다. 

당수쟁산비용 ($，끼l) = 연간 필요 수압'($) / 연간 평균 당수 쟁산행m앙 

담수생산에 필요한 연간 수입은 연간 담수생산설비의 고정비， 연간 담수 

생산의 열비용， backup heat source의 연간 연료비용I 담수생산에 필요한 연칸 

전기비용I 답수생산설비의 연간 운전유지비， 연간 전력구입비용으로 구성된다. 

연간 필요수압 

= 연간 당수쟁산절비의 고정"'1 + 연간 담수쟁산의 열 "'1용 + backup 
heat source의 연간 연료 비용 + 당수쟁산에 필요 한 연간 전71 "'1용 + 
당수쟁산절"'1의 연간 운전유지비 + 연간 전력구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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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당수쟁산절비의 고정비 

= 총투자비 x 자본희수계수 

총투자비 

= (71준 건절탄가 x 절비용량 x 건절 71수 X 교정계쉰 + 해수 
intake/ouifall 시스탱 비용 + backup heat source 비용 + 사업주 /Jl용 

+ 예비/Jl + 건절중이자 

연간평균 당수쟁산량 
= 당수쟁산 최대 용량 x 당수쟁산절비의 71동율 

담수생산의 연간 열비용은 총 연간 필요수입의 구성향목 중의 하나이다. 

power credit 방법에 따르면/ 전력생산의 손실에 의한 수입의 손실 분은 담수 

생산에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열비용은 전력생산의 손실분을 발전단가와 곱 

하여 산출된다. 

연간 당수쟁산 열비용 : 전력쟁산 손질분 x 평준화발전단71 

나. 전력과 담수생산의 상호관계(버용 배분 방법) 

답수만을 생산하는 답수화플랜트에 대한 담수생산 단가의 산출에는 방법 

론상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이 경우에는 연간 총비용을 연간 담수생산량으로 

나누어주면 담수생산 단가가 산출된다. 그러나/ 두 가지 산출물을 동시에 생산 

하는 결합생산 플랜트의 경우에는 연간 총비용을 두 산출물에 적절히 배분해 

줄 필요가 있다. 두 개의 결합생산플랜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경우 

만약 각각의 결합생산플랜트에서 생산된 물과 전력의 양이 서로 동일하다면 물 

과 전력에 대한 비용 배분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는 두 

개의 결합생산플랜트 각각의 총비용만을 서로 비교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파 전력의 결합생산플랜트에 대한 경제적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결합생 

산플랜트를 3개의 부분 즉 터빈에 공급되는 고압 증기플랜트I 전기를 생산하는 

turbo-generator와 저압 중기/ 이 저압중기를 이용하여 fresh water를 생산하는 

담수화 플랜트로 구분하여 그림4.1-1과 같이 나타내 었다. 

물과 전력의 결합생산플랜트의 총비용을 최종 생산물인 물과 전력에 배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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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결합생산 플랜트의 경제적 요인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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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상품인 불과 전력에 대한 총 생산비용 산정은 일반적인 비용계산 

방법에 의해 비교적 쉽게 도출할 수 었다. 그러나I 물과 전력의 생산비를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는 고압증기 플랜트 비용을 물의 생산 

과 전력의 생산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방법에 의폰하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이다. 공통이용 항목인 부지， 사무실/ 공동 보조기기 들도 이와 동일한 비용 

배분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공통비용의 배분 문제는 결합생산의 전형적 

인 문제이다. 결합생산 플랜트의 연간 생산비는 전력의 연간 생산량과 물의 연 

간 생산량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연간 생산비를 X t, 연간 물 생산량을 Ew 연간 전력 생산량을 Ee라고 하 

면， xt= f{EeEw}의 함수관계가 성립한다. 이 함수를 X t= NEe} + F2(Ew}로 

구체화하여 NEe}/ Ee. F 2(Ew}/ Eω와 같은 단위비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엄 

의의 가정들을 설정해야한다. 비용배분방법은 불과 전력의 단위비용올 선형적 

인 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전력생산의 단위비용을 ce' 물생 

산의 단위비용을 Cw라고 할 경우 

X t = c.Ee+ cwEw (1) 

의 관계를 설정한다.58) 

(1)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1-2인데/ 이 그림에 나타난 직선의 

5히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sling M뼈lOds for Nuc1ear Des빼nation，. 

Technic따 Reports Series No, 69, Vienn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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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는 물과 전력의 생산량 비율을 의미한다. 연칸 생산비인 X，를 계산하는 

경제적 가정이 변화하면 이 직선 자체가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g
여
르
 
←
。

, 
u 

• ” 
。

。

Cost of Electricity (C,) 

그림 4.1-2 연칸 총 비용의 배분 

그림 4.1-2의 직선 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두 개의 경계점을 결정할 수 있 

다. 이는 이 직선상의 모든 점이 전부다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두 경계점 사이 

의 점들만이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물과 

전력의 결합생산으로 인한 편익을 어느 생산물(즉/ 불과 전력)에 얼마 만큼 귀 

속시키는 가에 대한 의사 결정에 관한 것이다. 

결합생산의 총비용이 주어진 경우 물생산비용은 전력생산비용의 함수가 

된다. 이 경우 전력생산비용의 값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만약에 전 

력생산비용을 굉장히 큰 값으로 설정하면 불생산비용은 지나치게 적은 값을 갖 

게 되므로 물 생산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우월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최소 전력생산비용을 설정한다. 여기서 전력비용을 가능 

한 최소비용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도출되는 불 생산비용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렇게 도출된 물 생산비용은 결합생산에 따른 모든 편익을 물의 

생산에 귀속시킬 경우의 물 생산비용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물과 전력의 결합 

생산에 따른 모든 편익을 물의 생산에 귀속시킨다면(전력의 생산 감소를 초래 

하지 않으면서)， 전력 생산의 단위비용 중 가능한 최소의 값을 설정하여I 결합 

생산의 총비용으로부터 이 값을 빼줌으로써 물생산비용(결합생산의 모든 편익 

이 물의 생산에 귀속된)이 결정되고 따라서 직선 상의 A점이 결정되는 것이다. 

B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는데 이 경우는 결합생산의 모든 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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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력 생산에 귀속된다. 따라서 B점은 불과 전력의 결합생산의 총비용으로부 

터 가능한 최소의 물생산 비용을 빼줌으로써 결정된다.A점과 B점 사이의 점 

들은 결합생산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물과 전력의 생산에 나누어서 귀속시킬 때 

도출되는 점들이다 A점의 왼쪽에 있는 점들에 해당하는 전력생산비용은 최소 

전력생산비용 보다도 더 적은 값을 갖는데 이는 결합생산의 편익이 전력생산에 

부분적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B점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들에 해당하는 불생산비용은 최소 물생산비용 보다도 더 적은 값을 갖게 되 

는데 이는 결합생산의 편익이 부분적으로 물생산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A점과 B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점들은 총결합생산비용의 두 상품(물과 

전력)에 대한 분배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어느 점을 선택하는 것이 더 타 

당한가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다. 여기서 물생산과 전력생산의 단위비용의 도 

출에 있어서 A점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power credit 방법이며 B점을 선택 

하도록 하는 것이 water credit 방법 이 다. 

선분 AB 이외의 선상에 위치한 점들도 연간 총비용이 x，와 일치하기 때문 

에 선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한 상품의 생산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발생하는 생산비를 보조해 주는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A점의 오른 쪽에 위치 

한 점들에 해당하는 불 생산비용은 지나치게 낮게 도출되는 반면 전력생산비용 

은 최소생산비용보다 더 높게 평가됨으로써 전력의 생산이 물생산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귀결된다. 

지금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거나 주장되고 있는 비용배분 방법에는 'cost 

prorating’방법과 ’credit’방법이 있다. 

Credit 방법은 한 개의 상품 생산비용을 사전에 설정하고/ 결합총생산비용 

으로부터 이 비용을 차감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비용을 도출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power credit 방법에서는 우선 전력생산비용을 독립적으로 설정한다 이 

전력생산비용은 결합생산에서의 전력생산설비용량파 동일한 용량의 단독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최소생산비용을 계산함으로써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단독 발 

전설비의 최소생산비용을 결합총생산비용으로부터 차감함으로써 물의 생산비용 

을 도출하도록 한다. 따라서 power credit 방법에서는 결합생산으로 인한 편익 

을 전부 물의 생산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cost prorating' 방법은 총생산비용을 

불과 전력의 생산에 배분하는 것인데 이는 결합생산으로 인한 편익이 두 상품 

의 생산에 나누어 귀속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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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단가 및 담수생산단가 산정 

가. 업력자료 및 가정 

(1) 기술적 자료 

기술 입력자료는 표 4.1-1과 같다. 자료는 인도네시아의 마두라섬에 관한 

것이다. 평균 냉각수 온도는 발전소의 순 전력생산 용량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평균 냉각수온도가 발전소의 기준 condensing 온도와 차이가 나변y 순 

천력 생산용량은 다시 산출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자료에 의하면 해수온도 

는 28 "C - 31 "c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온도의 기준치로 30"C를 사용하였다. 

해수의 TDS는 역삼투압 플랜트(RO) 공정에서 매우 중요하다.TDS가 높을 

수록I 에너지 소비가 더 많게된다. 인도네시아의 자료에 의하면， TDS는 31,000 

ppm - 35,000 ppm의 범위를 나타내고 었다. 본 연구에서는 TDS의 기준값으 

로 33,000 ppm을 적용하였다 

표 4.1-1 기술적 입력자료 

항목 단위 기준값 

연간 평균 냉각수온도 ℃ 30 

해수 TDS ppm 33,000 

평균 공기온도 ℃ 32 

연간 평균 냉각수온도와 평균 공기온도는 DEEP의 기준치 보다 높다 이 

러한 높은 온도는 발전설비의 운전성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경제적 엽력자료 

경제성 입력자료는 표 4.1-2에 나타나 있다. 주요가정은 다음과 같다: 

- 기준 화폐 및 시기 

기준 화례로는 미국의 달러화를 사용하였으며 기준 시기로는 2002년 1월 

1일을 절정하였다. 

- 운전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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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비교를 목적으로 한 기준 운전시점은 2015년 1월 1일로 설정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담수화 설비도업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I 원자 

력담수화설비 도업계획이 지연되면 기준 운전시점도 2015년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

- 경제적 수명기간 

본 연구에서는 화석발전설비의 경제적 수명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하였다

SMART의 경우 설계 수명기간은 60인데/ 보수적인 관접에서 경제적 수명기간 

을 40년으로 가정하였다 59) 

- 부하율 

모든 발전설비에 대하여 평균 부하율은 80%를 적용하였다. 담수화플랜트 

의 경우는 평균부하율올 96%로 가정하였다 

할인율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인융의 수치는 5% - 12%이다. 본 연구에 

서는 10%를 인도네시아의 기준치로 설정하였으며 . 민감도 분석에서는 8%와 

12%를 걱용하였다 

- 화석연료가격 

인도네시아의 석탄가격은 2001년 10월 기준으로 약31 $/t이다.60) 본 연구 

에서의 석탄 가격은 보수적 관점에서 기준치를 35 $/t으로 정하였으며 민감도 

분석에서는 30 $/t과 35$/t를 적용하였다， 복합화력과 가스 터빈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데r 천연가스의 가격은 2.5$/mmbtu를 기준치로 설정하였으며 민감도 

분석에서는 2.25 $/mmbtu와 2.75 $/mmbtu를 적용하였다.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은 연간 1%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복합화력과 가스터빈의 연료로서 

천연가스대신에 석유를 사용하는 것을 민감도분석에서 고려하였다-

- 전력 구입 가격 

구입전력 가격은 7 mills/kWh로 가정하였다 이 가격은 인도네시아 전력 

59) 냐e， D∞ J eong, e l. .1. “ Design .nd Safety of • Sm.1I Integr.1 Re.ctor (SMAR1)끼 Paper presented 

。n International Workshop on Utilization of Nudear Power in Ocean, N’Oce.n 2000, 21-24, 02 

6이 ENERCY ARCUS DAILY, Co.1 D.ily Intem.tional, Intern.tion.1 Pricing and An.lysis, 
www .energyargus.co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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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PLN)가 2005년에 목표로하고 있는 수준이다. 

표 4.1-2 경제적 입력자료 

기준치 민감도수치 

기준화폐 US$(2001년 12월) 

운전 시기 2015년 1월 1일 

경제적 수명기간 

- 화석연료 발전소 30년 

-원자력발전소 40년 

평균부하율 

- 발전 플랜트 80% 

- 담수화 플랜트 96% 

실질이자율 8% 

할인율 10% 8%, 12% 

천연가스 가격 $2.5/mmbtu $2.25/mmbtu, $2.75mmbtu 

석유가격 $20/bbl $16/bbl, $24/bbl 

석탄가격 $35/t $30/t, $40/t 

연료비 상승율 

- 가스/석유 1%/년 

-석탄 1%/년 

- 원자력 0%/년 

전력구입비 7mills/kWh 

주) mmbtu : 백 만 BTU(British Thermal Unit) 

β) 발천소관련 경제적 및 기술척 자료 

발전설비의 경제성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소 관련 자료를 활용 

하였다 

- 건설공기 

SMART의 건설공기는 36개월로 가정하였다. 석탄화력 (600MWe)은 48개월， 

가스터빈과 복합화력 (194MWe)은 24개월로 가정하였다. 

-건설단가 

본 연구의 복합화력발전의 설비규모는 194MWe인데 현재 건설단가 자료 

가 존재하는 설비규모는 500MWe이다. 따라서 scaling factor를 사용하여 복합 

화력의 건설단가를 추정하였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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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자료 

건설단가와 운전유지비에 대한 자료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산출한 결 

과를 이용하였다. 연료비는 이전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였다.62) 

이상의 발전설비 관련 기술적 경제적 자료는 표 4.1-3파 같다. 

표 4.1-3 발전설비의 기술적 경제적 자료 

항목 단위 석탄æç화)력 복(합çg화력 가스터빈 
SMART 

(Gη 

설비용량 MWe 600 194(1) 123(1) 2x100 

열효율 0.36 0.49 0.33 0.33 

건설공기 월 48 24 24 36 

건설단가 US$jkWe 1,088 880 400 1,615 

운전유지비 US$j MWh 3.43 5.23 4.57 2 .32 

주 (1) gross output 
(2)화석연료발전의 연료비는 DEEP의 직첩 입력자료 사항이 아님 

(4) 담수화 플핸트의 정제적 및 기술적 자료 

담수화 플랜트의 경제적 및 기술적 자료는 표 4.1-4와 같다. 

- 기준 단위비용 

기준 단위 비용은 설비용량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담수화 플랜 

트의 설비용량은 4,000 m3jday인데/ 현재 입수 가능한 소형 담수화 플랜트의 

설비용량은 3,000 m
3
/ day이다.63) 따라서， 3,000 m

3
/ day 설비용량의 담수화 플 

랜트에 대한 기준 단위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이 값에 용량보정계수를 적용하 

여 4,000 m
3
/ day 절비용량을 갖는 담수화 플랜트의 단위 비용을 산출하도록 

하였다.없) 

61) 다음 문헌을 참조하여 용량보정계수 0.22를 척용하였다 EAST HARBOUR MANAGEMENT 
SERVICES LTD., Fossil Fue! Generating Plant, Report to the Ministry of &onomic Deve!opment, 
Wellington, 2002 

6지 Lee, Man-Ki, "Economic Assessment of SMART in Korea", Intemational Seminar on Status and 
Prospects for Small and Medium 5αed Reactors, caπ。" Egypt, 27 - 31 May 2001 

63) 3.000 m' / day 셜비용량의 담수화플랜트의 건설비용은 인도네시아의 Sasakuxa Indonesia Company가 
제공한 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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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수화 플랜트 건설공기 

담수화 플랜트의 건설공기는 DEEP의 기준 값을 인용하였다. DEEP에서는 

12,OOOm
3

/ day 설비용량의 담수화 플랜트의 건설공기를 127~윌로 설정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의 담수화플랜트의 설비용량은 이보다 훨씬 작은 4,OOOm
3
/ day 

이지만 건설공기를 12개월로 설정함으로써 보수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관리자 및 노동자의 평균 임금 

관리자 및 노동자의 엄금은 튜지니아의 사례분석에서 사용한 값을 인용하 

였다.혀)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임금은 튜지니아와 비슷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관 

리자의 임금은 6,000 $/년 이고I 노동자의 임금은 3,600 $/년의 값을 적용하였 

다. 그 이외의 자료는 DEEP의 기준값을 사용하였다. 

표 4.1-4 담수화플랜트의 경제적 및 기술적 자료 

항목 단위 MED MSF RO 

설비규모 m3/d 4,000 4,000 4,000 

기준 단위비용 $/(m3/이 1,067.6 1235.6 912.5 

담수플랜트 비용의 예비비계수 0.10 0.10 0.10 

답수플랜트의 사업주 비용계수 0.05 0.05 0.05 

답수플랜트의 건설공기 개월 12 12 12 

관리자 평균 임금 $/년 6,000 6,000 6,000 

노동자 평균 임금 $/년 3,600 3,600 3,600 

운전유지 예 비 비 (specific) $/m3 0.03 0.03 0.03 

튜브 교체비용 
0.01 

(저온 MED의 경우만 적용) 

펼터 교체비 $/m3 0.05 

펼터 운전유지 예비비 $/m3 0.04 

천처리 화학제품비용 $/m3 0.03 0.03 0.03 

후처리 화학제품비용 $/m3 0.02 0.02 0.02 

담수화플랜트 보험비용 % 0.5 0.5 0.5 

64) 용량보갱계수 0.6올 적용하였다-

65) 앓.fil M.J, Korchani, A., "C앵enera!ion Applied 10 Water D않때na!ion: Simu1a!ion of Differenl 
Technologies", Laboratoire de Thermique Industrielle, &ole Na!ionale d'Ingénieurs de Tunis, 
Tunisia, 1999 

- 114 -



나. 발전원별 경제생 버교 평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갇이， 결합생산 플랜트의 경우는 경제성 평가와 우선순 

위 결정이 훨씬 복잡해지므로/ 서로 다른 대안들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비교하 

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잘 정의되어야 하고I 이들 대안들의 산출량(두 가지 상 

품)뿐만 아니라I 연간비용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담수생산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 발전설비(담수화 플랜트에게 

공급할 열이나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의 규모가 유사한 플랜트들을 비교하는 

적절한 방법으로는 소위 “동가 발전비용"( equivalent electricity generation cost) 

이 있다. 둥가 발전비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e.= Co/E。

여기서， c。는 연간 비용이고 E。는 전력계통에 

이다. 

공급가능한 연간 순발전량 

연칸 비용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산출될 수 있다.66) 

co =(평준화 발전비용 × 연칸 평균 발전량) + (담수생산비용 × 연칸 평 

균 답수생산량) 

즉， 이 방법은 담수생산이 전력생산에 의하여 완전한 보조를 받고 있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1 동가 발전비용이 

가장 낮은 대안이 가장 경제적인 대안이 된다. 

대안간의 경제성 비교평가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하나는 

둥가발전비용에 의한 것이고I 다른 하나는 담수생산비용에 의한 것이다. 

(1) 둥가발전비용 

6이 Lee, Man-Ki, IIEconomic Evaluation of SMART in Korea", Progress Report Part of Coor버nated 
Proj얹 Economic Research 00, and Assessment of Selected Nuc1ear Desalination pr띠 ec성 and Case 
앉U버es， KAERI, Daejon. Jul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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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가발전 비용방법에 의한 산출결과는 그림 4.1-3과 같다. 이 그림에는 각 

종 담수화 공정과 연계한 각 발전원의 퉁가발전비용이 나타나 있는데 분석대상 

담수화 공정은 화로부터 MED, MSF, C-RO, SA-RO를 나타낸다. 가스터빈발전 

의 경우 C-RO 담수화공정과의 연계는 고려하지 않았다 석탄발전소와 연계한 

RO공정 (contiguous reverse osmosis)이 가장 경제적인 대안으로 나타났다(4.087 

centjkWh). 그러나I 동 방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담수생산량과 유 

사한 기본 발전설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 하므로/ 석탄화력 

발전은 비교 대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의 절비용량 규모가 

600MWe로서 이는 다른 대안에서 고려하고 있는 설비용량 규모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변， SMART와 연계한 RO 공정이 가장 경제적인 대 

안으로 평가된다(4.167 cent/kWh) 

0.09 

0.07 

핑Q Om 
z5 oo5 

둥φ 0.04 

εφm〉 oo3 
0.02 

E그 0.01 

o 
PC SMART CC-Gas GT-Gas CC-Oil GT-Oil 

그림 4.1-3 다양한 대안에 대한 퉁가발전비용 
주) 답수화 공정은 각 발전원에 대해 좌로부터 MED, MSF, C-RO, SA-RO 

(2) 담수생산비용 

담수생산비용의 산출결과는 그림 4.1-4와 같다. 산출결과에 따르면I 

SMART와 연계한 RO 공정이 가장 경제적인 대안으로 나타났다(0.73$jm1. 이 

러한 결과는 둥가발전비용에 의한 산정 결과와 일치한다. 

중발법을 사용하는 대안 중에서는 MED 공정이 MSF 보다 더 저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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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경제적인 대안은 SMART와 연계한 MED 공정이다(1.06 

$jm앙. 

2.5 

2 j • 

~ 1.5 + n r 
n 

-

-m 
。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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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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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I I 1: ::: 1 I I I 1 :::: 1 I I n :d I I I I I I I I 

PC S~RT CC-Gas GT-Gas CC-Oi l GT-Oi l 

그림 4.1-4 다양한 대안에 대한 답수생산 단가 
주) 담수화 공정은 각 발전원에 대해 좌로부터 MED, MSF, C-RO, SA-RO 

(3) 발전비용 

발전비용의 산출결과는 그림 4.5와 같다. 이 산출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 

발전의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4.07 centjkWh). 그 다음이 

SMART로서 발전단가는 4.09 cenνkWh이고/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원은 

가스터 빈으로 7.46 centj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은 SMART보다 경제성이 우월한 유일한 발전원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적 우월성은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석 

탄화력발전의 설비용량은 600 MWe인 반면 SMART의 용량은 2x100MWe이다. 

(4) 총 투자벼 분석 

총 투자비 분석 결과는 그림 4.1-6과 같다. 총투자비가 가장 큰 발전원은 

석탄화력발전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의 설비용량이 가장 크기 때문 

이다. 석탄화력발전의 총투자비는 843 백만$ - 847 백만$의 범위에 있다. 

SMART의 경우 총투자비는 2기 건설시 약 360 백만$이다(건설중 이자(lDC) 포 

함). C-RO와 연계할 때 총투자비가 가장 작으며 그 다음이 MED와 연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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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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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다양한 대안에 대한 발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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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다양한 대안에 대한 총 투자비 
주) 담수화 공갱은 각 발천원에 대해 좌로부터 MED, MSF, C-RO, SA-RO 

(5) 민감도 분석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할인율， 가스와 석유의 

에스컬레이션/ 새로운 플랜트 설계 비용의 불확실성 및 답수화 플랜트의 신뢰 

성과 에너지 원의 이용가능성 퉁이다. 

할인율과 가스 및 석유가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할인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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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8%와 12%를 민감도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준치 8%와 비 

교하였다. 가스가격에 대하여는 2.25$jmmbtu와 2.75$jmmbtu을 적용하였고/ 

석유가격에 대하여는 16$jbbl과 24$jbbl을I 그리고 석탄가격에 대하여는 30$jt 

과 40$jt를 적용하여 발전단가와 담수화생산 단가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4.1-5와 표4.1-6에 나타내었다. 편의상I 이들 표에는 MED 플 

랜트에 대한 분석 결과만을 나타내 었다. 

민감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할인율과 연료가격 변동이 발전단가에 미치는 효과분석의 결과 SMART가 

석탄화력과 경쟁적인 발전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 석탄화력 발전원의 경쟁력은 주로 규모의 경제효과에 기인하고 있다. 

- SMART는 복합화력과 가스터빈에 비하여 발전단가가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SMART의 경쟁력이 향상된다 할인율 8%하에서 

SMART보다 경제적인 유일한 대안은 석탄화력이 가격이 낮은 연료 

(30$j샤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 할인율과 연료가격의 변화가 담수화생산단가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SMART는 가스복합화력과 경쟁적 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낮은 할 

인율 하에서는 SMART가 더 경제적이며 낮은 연료가격 하에서는 복합화 

력이 더 경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 SMART를 사용한 답수화 플랜트의 답수생산 비용은 복합화력(석유)， 가스 

터빈， 석탄화력과 비교할 때， 이들 보다도 더 경제적이다. 

- 담수생산 단가에 있어서 SMART는 석탄화력발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우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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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할인율과 연료가격 변동에 대한 발전단가 산출결과 

(단위 : $/kWh) 

발전원 연료가격 
할인율 

8% 10% 12% 
2.25$/ rnmbtu 0.044 0.047 0.050 

복합화력(가스) 2.5$/rnmbtu 0.046 0.049 0.052 
2.75$/rnmbtu 0.049 0.052 0.055 

16$/bbl 0.052 0.055 0.058 
복합화력(석유) 20$/bbl 0.059 0.062 0.065 

24$/bbl 0.067 0.070 0.072 
2.25$/rnmbtu 0.053 0.054 0.055 

가스터빈(가스) 2.5$/rnmbtu 0.049 0.050 0.051 
2.75$/rnmbtu 0.057 0.058 0.059 

16$/bbl 0.062 0.063 0.064 
가스터빈(석유) 20$/bbl 0.074 0.075 0.076 

24$/bbl 0.084 0.087 0.087 
30$/t 0.035 0.038 0.042 

석탄화력 35$/t 0.037 0.041 0.044 
340/t 0.040 0.043 0.046 

SMART(원자력) 0.036 0.041 0.046 

표 4.1-6 할인율과 연료가격 변동에 대한 MED 담수생산비용 산출결과 

윈펀} 

발천원 연료가격 
할인율 

8% 10% 12% 
2.25$/ rnmbtu 0.96 1.05 1.14 

복합화력(가스) 2.5$/rnmbtu 0.97 1.06 1.15 
2.75$/rnmbtu 0.98 1.07 1.16 

16$/bbl 0.99 1.08 1.18 
복합화력(석유) 20$/bbl 1.03 1.12 1.21 

24$/bbl 1.06 1.15 1.24 
2.25$/ rnmbtu 1.33 1.51 1.69 

가스터빈(가스) 2.5$/rnmbtu 1.34 1.51 1.70 
2.75$/rnmbtu 1.34 1.52 1.70 

16$/bbl 1.35 1.53 1.71 
가스터빈(석유) 20$/bbl 1.37 1.55 1.73 

24$/bbl 1.39 1.57 1.75 
30$/t 1.12 1.19 1.28 

석탄화력 35$/t 1.13 1.20 1.29 
4O$/t 1.14 1.21 1.30 

SMART(원자력) 0.96 1.0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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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타당성분석 모형 - COMFAR III6끼 

1. 도입 

전력산업의 경쟁환경이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함에 따라 탈규제화 

( deregulation) 및 민영화(privatization)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웅하고 효율성 

향상올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 세계에 걸쳐 급속히 진행되고 었다. 즉， 일 

반 기업환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력산업을 지역단위 혹은 발전소 단위로 분 

할하여 신속히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산업 특히 원자력산업은 국가의 책임하에 공공투자 

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운영실적의 결과가 당해 발전소 혹은 

당해 발전사업의 폰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초기 발전단계에서 대규모의 자본이 투자되는 기반산업시 

설을 국가가 직접 투자/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매우 효율 

적인 전략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경제주체로서 국가 

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전 세계의 무역/ 금융장벽들이 없어지게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력산업도 공기업적인 경직된 운용체계에서는 더 이상 생폰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원자력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파거의 공기업 성격의 사업타당성 

분석보다는 개별적인 사업단위체로서의 수익성 및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사업을 분석하는 것이 민영화된 시장경쟁 

체제 하에서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사항이 됨은 물론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향후에 원자력 관련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유용하게 이 

용할 수 있는 사업타당성 분석 모형인 COMFAR-III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2. COMF AR III의 개요 및 특성 

사업타당성 분석 및 보고용 컴퓨터 모텔인 COMFAR III(COmpuer Model 

for Feasibil벼 A뼈lysis and Reporting)는 UN산하기구인 UNIDO (United 

6끼 UNIDO, COMFAR m Expert-Reference Manual, ITPO Seou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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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 Industria1 Development Org，없úzation)가 개발하였으며 개별 기업이나 

비즈니스 협회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 

다. 

1983년에 처음 출시되었으며 계속적인 개선작업올 거쳐 1995년에 윈도우 

용 COMF AR III Expert가 출시되었다. 이 프로그랩은 프로젝트의 투자분석용 

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분석 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한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합작투자에 대한 각 파트너들의 

재무분석도 수행할 수 있다. 

본 프로그햄은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특정을 개략적 

으로 보면 사업계획의 기간 설정에 있어서 건설기간은 10년， 운전기간은 최대 

50년까지 변동시킬 수 있으며 건설 및 시운전 기간에서는 개월 단위로 세분화 

하여 자금운용계획을 더욱 정확하게 도출할 수 었다. 또한 생산제품을 20개까 

지 설정할 수 있고 자료의 비용입력에 있어서 20개의 서로 다른 화혜를 지정할 

수 있다 간접비 배분방식에 있어서 융통성을 부가할 수 있고 제품가격의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의 정확도 및 다양성에 의해 서로 다른 수준의 투자분석을 수 

행할 수 있으며 이것은 Opportunity study, Pre-feasibility study, Feasibility 

study 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투자분석 수준에 따른 특성을 살펴 보면 표 

4.2-1과 같다. 

표 4.2-1 투자분석의 단계별 특성 비교 

분석의 수준 결과의 정확도 총투자비에 대한 소요비용 

Opportunity study :t 30% 0.2 -1.0% 

Pre-feasibility study 土 20% 0.25 - 1.5% 

Feasibility study(소규모) 1.0 - 3.0% 
:t 10% 

Feasibility study(대 규모) 0.2 - 1.0% 

가. 채무/경제 분석 모률 

본 프로그램의 핵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재무분석(Financial Analysis)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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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Default로 수행하게 되어 있고 경제분석(Economic Ana1ysis)모률은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다. 재무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비， 운영비I 자본조달의 구 

조I 세금관련 자료/ 에스컬레이션/ 간접비 배분 방식/ 합작 투자의 경우 배분 정 

도 풍의 모든 입력자료가 필요하게 되며 분석의 결과물로는 요약표y 연간(총)투 

자비용， 연칸생산비용/ 생산/판매 프로그랩/ 자본(조달)의 구조， 재무적 현금흐 

름표， 할인현금흐름I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I 다양한 재무비율， Break-even 

analysis 둥에 관한 자료가 모두 산출된다. 

경제분석 모률에서는 재화의 경제적 효과를 당장 가시화된 화폐를 기준으 

로만 평가하지 않고 그 재화가 갖고 있는 잠재가격(Shadow price)에 의해 평가 

하는데 경제적인 수익률을 다시 계산하고I 부가가치 분석， 환율 및 고용효과 둥 

에 관한 분석결과물들을 도출하게 된다. 

나. 민감도 분석 모률 

순현금흐름과 투자의 수익성이 상품의 판매가격/판매량 변동I 원가의 변 

화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아주 용이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 모률이다. 다양한 

그래픽 결과를 통해 중요변수의 민감도 분석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다. 

3. COMF AR III의 구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핵심사항으로는 투자비와 생산비가 었다. 투자비는 

Fixed asse싫(고정 자산)， Pre-production capital expenditure(운영전 자본지출)， 

Net working capital(순 운전자본) 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자산은 토지구 

입I 부지정지I 건물/토목 비용I 기계장비 구입/ 보조 및 서비스 장비 둥이 주요 

비용 항목이다. 운영전 자본지출 항목은 회사설립 및 주식발행비용/ 건설중 지 

급이자， 시운전비 둥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의 비용 총합에 예비비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는 예측하지 못한 지출비용과 가격상승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Physical contingencies(추가 장비관련 비용 둥)， Financial contingency(인플레이 

션/에스컬레이션 동)로 구분할 수 있다. 순운전자본은 제품의 생산/판매를 통 

해 수엽 이 들어오기까지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유동자산(재 

고자산I 현금자산， 받올 계정)에서 유동부채(지불계정)를 차감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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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용은 제풍을 공장에서 쟁산하는데 소요되는 공장원71{factory coots) 

와 일반 행갱판리비， 감가상각， 판매관리비 둥흘 총합한 쩨홉의 판때훤가 쩨계 

에 따라 관련 자료훌 업력한다. 각 생산비용의 항옥은 고갱비와 가연비로 나누 

어 입력하도륙 되어있으며 갑가장각의 방업 및 비융용 입력하게 원다 또한 자 

본의 조달형태 빛 규모애 대혜 입력을 하여야 하며 "1-채상환의 방법 몇 셰융자 

료훌 펼요로 한다 

아혜의 그령에세는 α)MFAR III 프로그엠의 모률 협태 및 결과율의 종류 

에 대해 대표쩍인 것만 수록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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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 장 에너지 기획분야의 국제협력 현황 

제 1 절 IAEA의 에너지 기획 사업 및 RCA 에너지 사업 

IAEA는 에너지 기획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의 능력함양을 목적으로 과제 

를 추진하여오고 있다. IAEA의 PESS(planning and Economic Studies Section) 

부서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PESS부서의 프로그램은 workshop, 

seminar, training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PESS부서의 프 

로그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왔으며 앞으로도 PESS부서와의 협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 에너지 기획사업 

IAEA의 에너지 기획 분야는 주로 PESS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I 다음과 

같은 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있다:(1)에너지/ 전력 그리고 원자력의 경제성에 관 

한 현황 및 추이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Economics: Status and 

Trends), (2)데 이 터 뱅크 및 정 보(DataBanks and Background Informatio띠，@분 

석 및 능력함양을 위한 에너지 모델의 개발 및 갱신(Development and 

Updating Modeling Tools for Analysis and Capacity Building) 

이중 첫 번째 과제인 에너지1 천력 그리고 원자력의 경제성에 관한 현황 

및 추이에서는 세계 각 지역의 원자력 개발 추이 및 계획뿐만 아니라I 에너지 

및 전력에 관한 소비， 공급 패턴y 자원， 경제성 동의 현황 및 추이에 관한 정보 

를 매년 갱신하여 회원국들과 국제기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EEDB(Energy and Economic Data Bank)를 운영 관리하며 

이를 매년 갱신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력 및 원자력에 관한 2020년까지의 추정 

치를 내용으로 하고있는 Reference Data Series(RDS-l)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분야와 관련된 

CRP(Coordinated Research P때ect)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 

정보교환 시스템(Business Collaborato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EEDB는 경제/ 에너지I 그리고 원자력 관련 자료를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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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자료간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동 분야의 자료 가치를 높이는데 주 

력하고 있다. EEDB는 1950년 이후의 시계열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에너지 • 전력 수요/ 원자력발전 및 에너지 소비를 국별I 전 세계 지역별로 정리 

하여 중 · 장기적인 예측치를 생산하고 있다. 

국별 경제 사회시스댐과 관련된 자료는 World Bank, 

UN-DESA(Department of Econornic and Social Aff며rs) 그리 고 UNIDO(Unted 

Nations Industri려 Developme따 Organization)의 자료를 참조하고， 국별 에 너 

지 시스템(원자력 제외) 관련 자료는 UN-DESA를 참조하며/ 국별 원자력 에너 

지 시스댐 자료는 주로 IAEA의 data base인 PRIS(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한다. 그리고 국별 에너지 부존량은 WEC(World 닮lergy 

Council)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두 번째 파제인 “데이터뱅크 및 정보”는 상이한 발전기술 및 에너지 사슬 

에 관한 기술/ 경제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과제에서는 통계분석의 도구를 제공하여 지속가능 

한 개발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발전부문에 있어서 현실적이며 유용한 분석의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RTDB(Reference Technology Data Base)를 운영 관리하며 이를 

매년 갱신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자국의 CSDB(Coun감y Specific Data Base)를 

구축하도록 회원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I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개발 지표(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ISED)를 고안하여 Agend-21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 

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RTDB는 전력생산 사슬과 관련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 

는 모든 기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전력생산 기술로는 화석 

연료발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하고 있다. RTDB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 

너지 공급 기술에 관한 정보에는 모든 에너지 사슬/ 즉 연료 채굴에서부터 폐 

기불 처분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특성/ 비용I 대기오염물， 혜기불， 기타 환경 부 

담이 수록되어 있다. 

지속가능개발 지표의 개발은 UN의 Comrn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UN의 Work Programme on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그리고 여타 국제기구와 회원국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되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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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개발 지표에 대한 연구결과는 2002년 개최된 CSD-9에서 발표되었다. 

세 번째 과제인 “분석 및 능력함양을 위한 에너지 모델의 개발 및 갱신” 

과제는 회원국들 특히 개발도상국과 동유럽국(경제전환국)이 지속가능한 개발 

의 차원에서 에너지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 함양을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database와 분석 틀을 개발 · 갱신 · 

운영하며， IAEA의 database와 분석 틀의 활용에 관한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에너지 연구의 수행을 지원하며， 이러한 활용 능력을 각국의 다른 사 

람들에게 교육시킬 강사들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동 과제에서 운영 • 관리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분석 틀로는 WASP(Wien 

Autornatic System Planning Package), MAED(Model for Analysis of Energy 

Demand), ENPEP(Energy and Power Evaluation Program)모형 중 BALANCE 

모률I 그리고 FINPLAN(Financial Planning) 퉁이 있다.68) 

WASP 모형은 천원개발계획을 수리적으로 수립하는 모형인데 version 

IV(Windows version)가 현재 운영 중에 었으며 2000년에 사용자 지침서를 발 

간한바 있다 

MAED 모형은 에너지 수요 예측 모형인데 이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이 추진되고 있다. ENPEP 모형 중에서 BALANCE 모률은 에너지 수급 계획 

및 분석 모형으로써， Window system으로의 전환이 추진되었으며/ 환경오염 배 

출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FINPLAN은 전원개발계획에서의 재무분석을 수행하는 모형이다. 전력거 

래I 전력시장 민영화 동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새로운 version을 개발 

하였다 

이들 기존 모형의 운영 · 갱신과 더불어 새로운 모형의 개발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개발 중에 있는 모형으로는 SIMPACT(Simplified Approach for 

Estimating Impacts of Electricity Generation)와 ME잃，AGE(Model of Energy 

Supply Systems and their Gener려 Environmenta1 Impacts)가 있다. 

SIMPACT는 환경오염 물질의 방출이 초래하는 외부비용을 추정하는 모형 

이다. 특히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물질의 방출과 그로 인한 피해가 

전세계적인 관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모형의 개 

68) 이들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절명은 다음 사이트 참조 바랍. 
http:f fwww.iaea.or.atfworldatomfProgrammesfEnergyfpessfPESSenergymode1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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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MESSAGE모형은 전력시장의 자유화와 환경규제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전원개발 계획에 있어서 전력시장 자유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다. 

2. RCA 에너지 사업 

IAEA의 에너지 기획 사업은 주로 기술협력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 

며， IAEA의 기술협력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RCA 사업이다. RCA 사업분 

야는 농업/ 보건I 환경I 산업/ 에너지/연구용 원자로， TCDC(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j정보기술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에서 한국은 에너지와 연구용 원자로 사업분야에서 선도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업선도국은 회원국과 협의하여 추진 과제의 연구제안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 

으며 회원국을 대표하여 회원국의 이해와 관심을 IAEA에 반영하기도 한다. 

RCA 에너지 사업에서 추진해온 최근의 과제는 “발전원의 비교분석 

(1999-200이" (Comparative Assessment of Electricity Generation Options), "지 
구온실가스의 배출 절감에 있어서 원자력 및 다른 에너지원의 역할(2001-2002)，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이다. 그리고 2003-2004년 주기의 과제로는 “자유화된 전력시장 

에서의 원자력의 경쟁성" (Competitiveness of nuclear power in restructuring 

markets)이 선정되었으며， 2005-2006년 주기의 과제에 대하여도 예비 과제제안 

서가 제출되어 있다. 

때03-2004년과 2005-2006년에 수행될 RCA 에너지 사업의 과제계획서는 

부록1에 수록하였다. 2003-2004년의 사업계획서는 현재 확정된 상태이고/ 

2005-2006년에 수행될 사업계획서는 앞으로 논의를 거처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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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OECDjNEA 원자력개발위원회(NDC)회의 

1. 원자력개발위원회 (NDC) 개요 

원자력개발위원회(이하 NDC)는 1977. 10. 26에 설립되었으며 

OECD/NEA의 운영위원회 산하의 7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이다. NDC의 정식 

명 청 은 Cornmittee for Technical and Economic Studies on Nuclear 닮lergy 

Development and the Fuel Cycle (NDC)이다. 모든 NEA 회원국이 NDC에 참 

여하고 있으며 IAEA와 유럽위원회 (EC)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의장단은 

의장 1인 및 부의장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2년에 3회(통상적 

으로 매년 6월파 격년 1월) 개최된다.69) 

NDC가 수행하여야 할 활동에 대한 위임사항은 1977년 개최된 제55차 

운영위원회 빛 1981년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바 있으며I 최종적으로는 1999 

년 전략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000년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결의되었다. 

운영위원회의 관할 아래， 회원국의 평화적 국가 에너지 또는 원자력정책 

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력개발/ 그 핵연료주기 및 관련사항에 대한 기술관련I 

자원관련I 경제성관련/ 전략관련 및 정책지원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다음 

항목들은 활동계획 에 포함되 어야 한다. 

- 원자력의 경제성 및 관련된 시장 현안 

- 원자력 시설의 해체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핵연료주기와 관련된 기술 

- 원자력 선돼을 지원하기 위한 하부구조 

-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공급 및 수요와 이들의 관리와 관련된 

기타측면 

-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 하에서 원자력의 잠재적 및 예상기여도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주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회원국의 원자력발전량 자료를 수록한 보고서 (일명 Brown Book) 매년 

발간 

- 우라늄 매장량/ 생산， 수요에 관한 보고서 (일병 Red Book) : 매2년 발간 

69) 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jNEA 홈때이지(http:j jwww.n않.frj)와 OECDjNEA원자력청보시스댐 홈 

페 이지(http://www.kon피s.or.kr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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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발전비용 전망보고서 (IEA와 공동 작성) : 부정기적으로 갱신 

2. 제 47차 NDC 회의 요약 

가. 회의 개요 

제 47차 원자력개발위원회이DC)회의는 2002.6.12(수)-6.14(금)에 프랑스 파 

리의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총 17개 회원국(호주/ 벨기에， 캐나다I 핀란 

드/ 프랑스I 독일I 헝가리， 이탈리아I 일본I 한국I 네렬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I 

스웨댄/ 스위스I 영국/ 미국)이 참가하였으며 EC, IAEA, OECDjIEA동의 국제기 

구가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동 회의는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로 진행중인 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2003-2004간 진행할 과제와 신규과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회원국의 원자력 관련 국가보고서 제출 및 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는 최근 관섬이 중대되고 있는 제4세대 원자로， INPRO(Intemationa1 pr이ect 

on Innovative Reactors and Fue! Cycle) 둥에 관련된 특별세미나가 개최되었 

다. 

나. 회의 주요 내용70) 

(1) 회원국의 국가보고셔 발표 

회원국들은 영국/ 미국/ 핀란드 동 회원국들이 원자력 이용올 최근에 다시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핀란드가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의 

회에서 숭인한 것을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였다.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보고서 발표는 생략하고 많은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핀란드의 국가보 

고를 청취하였다.π) 

핀란드는 연간 일인당 전력소비가 15，000Kwh에 이르는 전력 다소비국가 

의 하나로 원자력발전은 BWR 2기와 VVER 2기가 운전중이며 전체 발전량의 

26.8%를 공급하고 있다. 핀란드의 발전회사인 TVO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 

7이 의제별 요약은 NDC 참가보고서(KAERIjOT-931j2002)를 참조할 것. 본 절에서는 회의 내용 가운데 

본보고서와 판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만올 션별， 논의하였음 

π) 미국파 일본의 국가보고서 및 IAEA의 보고서 요약을 부록 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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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동기는 수력발전의 면차에 따른 전력가격의 변화를 줄이고 러시아로부터 

의 전력 및 가스수입을 줄여 공급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TVO는 2000년에 설비용량 1，000-1，600MW의 BWR 1기를 건절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였다. 정부는 2002년 1월에 건설올 결정하였고 2002년 5월에 의 

회가 정부안을 비준하여 신규원전의 건설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TVO는 

2002년 가올에 입찰의향서를 발송하고 2010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핀란드의 신규원전 건설 움직엄은 원전 건설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전반적인 원자력건설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회의적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결정은 핀란드의 특수한 상황에 힘있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핀란드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반대 

정서가 강하며 이러한 정서가 에너지안보 논리와 결합되어 원전 건설을 이끌어 

낸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핀란드로 

서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전력과 가스보다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오히려 

낫다는 선돼을 한 것이다. 

(2) 지속가능한 발천과 원자력에 관한 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더해감에 따라 지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듯 온실가스 저감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을 중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NDC에서 현재 원자력 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 

기 위 해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uclear Energy 

Sector"라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정책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확한 지속가능성 지표를 조사 ·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과제의 목적이 

라 할 수 있다. 사무국은 경제 • 사회 • 환경적 요인으로 18개의 지표 결정요인 

을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각 회원국은 지표의 적정성 및 

완결성에 대하여 이견을 보였다. 논의를 거친 결과 추후 각 회원국의 검토의견 

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NEA에서 정기적으로 발칸하고 있는， OECD Nuclear Energ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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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Brown Book)의 경우에도 통계에 지속가능 발전 지표의 포함 여부에 대 

해 논의가 있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2002년 1월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외부연구로 /교토합의가 원자력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회원 

국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 Nuclear Energy and the Kyoto Protocol"이라는 

소책자를 발칸하였다. 

이 책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은 에너지생산의 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매우 적게 발생하는 에 

너지원염 

- OECD국가에서 원자력은 이미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매년 약 12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올 억제하고 있음 

-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 갑축에 원자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CDMκ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JIGoint Implementation)에서 원 

자력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임. 따라서 국내적 감축수단으로서 원자력 

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함 

-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폰재 

하고 있으며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 

CDM파 JI에서 원자력 활용을 자제한다는 조항은 제1차 공약기칸 

(2008-2012년)에 국한된 것일 뿐이며 2차 공약기칸 이후에 대해서는 결정 

된 바가없음 

- 따라서 계획에서 건설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자력프로젝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제1차 공약기간에 원자력의 활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실질적 

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정적인 의미가 람 

아직까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향후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하나의 패러다염으로 자리잡 

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 

는지 여부가 원자력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NEA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 

면에서 원자력을 평가하려는 노력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량중 원 

자력의 비중이 40%에 이르는 우리나라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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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1. FNCA 개요 

FNCA (Forum for Nuc1ear Cooperation in Asia)는 아시 아 지 역 국가틀 

간의 원자력 분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 

초의 FNCA 모임은 2000년에 개최되었으나 FNCA의 전신인 ICNCA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uc1ear Cooperation in Asia)는 1990년에 설립되 

어 매년 일본에서 개최되어 왔다72)， ICNCA는 설립 이후 원자력 개발 이용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국의 장관들을 대상으로 지역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정기적 

인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병행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실무 차원의 협력을 추 

진하여 왔다. 실무차원의 협력분야로는 연구용 원자로 이용/ 동위원소 및 방사 

선의 농학적 이용， 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 원자력에 대한 대중홍보 

가 1991년에 착수되었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 (1995년 시작)， 원자력 안전문화 

(호주 주도로 1997년 시작)， 인력양성 (1999년)이라는 7개의 협력 분야가 운영되 

고 있다. 

1999년 개최된 10차 ICNCA 회의에서는 동 협의체를 더욱 효과적이고 조 

직적인 협력활동을 강화하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관급 회의 이외에 국가 

조정 관 (National Coordinator) 및 사업 책 임 자 (Project Leader)를 포함하는 새 

로운 체제인 FNCA로 개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FNCA의 구조는 포럽 

회의I 조정관 회의/ 개별 프로젝트의 협력활동이라는 3단계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중 포럼회의는 협력조치 및 원자력정책을 토의하는 장관급 회담 및 고위공직 

자회의로 구성되며/ 국가조정관 회의에서는 협력사업의 착수， 개정， 혜지/ 조정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FNCA 체제로 개편되면서 과거 일본에서만 회의를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 

하여 개최 장소도 일본과 다른 회원국이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함으로서 1차 회 

의는 방콕에서 개최하였고， 2차회의는 2001년 동경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3차 

회의는 2002년 10월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었다.FNCA의 회원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중에서 비교적 원자력 활동이 활발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회 

원국은 호주/ 중국I 인도네시아I 한국I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I 일본 9 

개국이며 IAEA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원자력 

72) 갱준극， 제1차 FNCA각료급회의 창가보고서， 2000,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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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NPT 서명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FNCA에는 영업 

되지 않고 있다. FNCA와 활동이 유사한 지역협력체제로는 IAEA가 주관하고 

있는 RCA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rúng Related to Nuclear Technology) 사업 이 었다 따라서 FNCA는 IAEA 

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 협력체제간의 중복 활동을 방지하고 각자의 사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신규과제 y지속가능발전과 원자력’ 추진 경과 

2001년 3월 인도네시아는 FNCA 국가조정관 회의에서 신규사업으로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uclear Energy in Asia"를 추진할 것을 제 안하 

였다. 제안사유는 지역내에서 예상되는 자원고갈파 에너지 수요증가y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고려하여， 한국/ 중국1 일본 둥 이미 원전을 운 

영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I 동남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하였다었). 이에 따라 일본은 FNCA 회원국중 

에서도 특히 원자력발전에 관한 활동이 활발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원자력발전 

소 도업에 관심이 높은 국가 즉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을 초청하여 

신규사업 제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최초의 의견교환은 2001년 11월 14일 도쿄에서 개최된 장관회의 및 고위 

각료회의 직전에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실무회의는 아시아 지역 

국가에 적합한 전원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사업을 FNCA 신규 사업으로 

채택하되 이 계획에는 HTGR option을 포함하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 

렸으며 인도네시아가 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키로 하였다. 두 번째 의견교환은 

2002년 2월 상기 5개국이 다시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동 회의는 인도네시아가 

수정한 과제계획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2002년 3월에 개최되는 FNCA 국가 

조정관 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일본측은74) 에너지 계획 

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방지라는 2가지 요소 

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본 회의의 전반적 분위기를 밝혔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빛 에너지 수급/ 대체에너지개발과 관련된 일본측 전문가들로부터의 

73) 이한명， FNCA 신규사업 지속가능개발과 원자력 검토회의 참가보고， 2002, 한국원자력연구소 

74) 회의는 FNCA Coordinator언 Dr.5ueo Ma랴j 의 사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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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와 각국의 에너지정책이 발표되었다 

표 5.3-1 FNCA 회의 참여국의 주요 에너지 정책 

국가 주요내용 

- 제10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수록된 에너지 이용 지침은 부존자 

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이용 구성비율을 최적화하고， 효율향상 및 환경보 

호를 강화하는 것임 

중국 
- 전력 정책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I 수력과 연료매장 지역에 인 

접한 화력을 적극 개발하며， 소규모 화력을 줄이고， 원자력발천을 적절히 

개 발 (moderately develop) 하는 것 임 

- 이에 따라 원자력 시설용량은 현재 1% 점유율에서 2005년에는 8700 

MWe로 2.5%를 점유할 것임 

- 1990년대 수립된 전원개발계획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원전 도입을 권 

인도네 
고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아시아지역의 경제위기 이후 원전 도엽은 

2010년 이후로 연기하여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음 
시아 

- 원전 도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재정확보이며， 다음으로 국민이해 

가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장기전원개발계획에 의하면 2020년의 천원구성은 수력발전이 40%, 가스 

베트남 
발전이 30%, 석탄발전이 10% 수준이며/ 라오스 둥 외국에서 10% 정도의 

전력을 수입하고/ 원자력발전은 3.6%를 점유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원자력발전은 2017년 이후에 가동 될 것으로 전망 

-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은 에너지공급안정/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향상 

- 공급안정올 위해 에너지원올 다변화하며 원자력과 LNG는 확대하고 석 

일본 
유발전은 축소 

- 환경보호를 위해 온설가스 저감대책을 시행하며，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 

해서는 에너지 절약/ 천력산업 규제완화 (경쟁 도입)， 석탄과 같은 값싼 

수엽연료를 활용 

- 한국 전력정책의 기본은 공급안정/ 전력산업 효율향상/ 환경 친화성 강 

한국 
화 

- 원자력 이용확대를 위하여 한국은 SMART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를 

검중하며， 장기적으로 GIF와 같은 국제협력을 통하여 첨단기술을 개발 

또한 원자력발전소 도입과 관련된 재정확보/ 인력양성I 노형선정 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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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소형로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은 SMART 개발현 

황을 일본은 고온가스로 개발현황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가 수 

정한 과제계획서를 검토한 후 종합결론을 작성하고 회의를 폐막하였다7야. 

。재정확보에 대한 원탁회의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특정한 에너지에 의존 할 것이 아 

니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선택 가능한 에너지 option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또한 CDM에서 원자력 이용이 배제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메커니 

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 

되고 있으며1 하나의 예로 자국의 천연자원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barter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함 

- APERC (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er)의 전문가는 개 발도상국은 

자금 확보 시장이 취약하므로 재원 확보에 어려웅을 겪고 있으며 이를 완 

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국가와 원자로 공급자칸 

에 공통의 목표를 설정이 중요하며 joint venture나 seπice contract 둥과 

같은 방법을 제안함 

- APERC는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위한 차관 둥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하 

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계획이 국가발전계획으로 확정되어 외국의 투자자 

들에게 투자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문제의 하나가 재정확보임에 동감하며 세계은행(World Bank)나 아시아 

개발은행(AD비 둥이 원자력 시설을 위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움을 지적함 

-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은 자국의 개발 우선순위가 첫째 식 량 확보/ 둘째 

에너지 확보로 설정되어 있음올 밝히고 원자력이 높은 우선순위로 설정되 

75) 2002년 3월 개최된 국가조갱관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원자력”에 대한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신 
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후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승인받기 위하여 2002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장판급회의에 상정되었으나， 호주 및 태국이 사업제안서를 수청할 것올 권고함에 따 

라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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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음을 강조함 

- 한국은 현재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완전경쟁체제에 

는 도달하지 않았으며 재정 확보변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음을 밝힘 

-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 공급자를 통한 융자보다는 일본 정부를 통한 

차관이 낮은 이자율과 같은 더욱 유리한 융자조건을 제공할 수 있음을 표 

명하면서 일본이 개발도상국의 재정 부담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 

함 

。 인력양성에 대한 원탁회의 주요내용 

- 최큰에는 아시아지역에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Information Technology와 

같은 첨단 학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수 인력의 확보에 대한 우려 

가 대두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매년 200-300명의 원자력 전공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우수 

한 학생들이 IT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과거 양성된 전문인력들이 50대 

인 반면 새로운 인력들은 40대로 이루어져 있어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 

음을 언급 

- 한국도 학생들이 원자력을 3D 업종의 하나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음을 설 

명하였으며， 인도네시아도 우수 학생들이 첨단 학문 분야를 선호하고 있 

음을밝힘 

- 원자력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우수인력을 확보I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에게 원자력의 첨단 응용분야/ 예로 nuclear therapy 또는 nano 

technology와의 결합과 같은 새로운 응용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학 

생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유언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또한 한국이 제안한 INU (Intemational Nuclear University)L} 인도네시아 

가 제안한 Asian University와 같은 국제협력 체제를 통하여 전문가와 시 

설 동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중소형로 개발에 대한 원탁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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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지역 분산된 산업구조로 대규모 산업보다 중소규모의 산업 

이 적합하며/ 발전소의 경우도 100 MWe 규모의 중소형이 적합하며， 중소 

형로는 재정 확보변에서도 유리하다는 의견 피력. 또한 자카르타뿐 아니 

라 도서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전력공급 및 담수공급을 위하여 다목적 원 

자로가 적합하다는 의견 피력 

- 중국은 급격히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부해안 지역의 전력수요는 당 

분간은 대형 원자력발전소에 의하여 공급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밝힘 

- 베트남은 첫 번째로 도입하는 원자력발전소는 500 - 700 MWe 정도의 중 

소형로가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용 

량을 1000 MWe 급으로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본 방향을 밝힘 

- 한국과 일본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대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병행하여 

담수생산/ 수소제조와 같은 다목적으로 웅용할 수 있는 중소형로를 개발 

하고 있음을 언급 

3. 우리 나라의 참여 방안 

신규사업 “지속가능 발전과 원자력”은 인도네시 아가 제안하고 있으나/ 실 

제로는 아시아 지역의 중소형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지를 실천하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석된다. 지역내에서 처음으로 원전을 도입할 인도네 

시아나 베트남의 경우/ 전력수요가 적고I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요처가 소 

규모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대형원자로 보다는 중소형로가 더 적절하다 

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일본은 동 사업을 통하여 자국에서 개발중인 고온가 

스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I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 가능 

성을 암시함으로서 지역내 원자력발전소 시장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76). 

동 사업을 통하여 일본의 FNCA 담당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재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001 

76) 2002년 개최된 신규사업 t지속가능과 원자력r 추진방향 검토를 위한 천문가회의에셔 인도네시아와 베 

트남은 자국의 원자력발전소 도업을 위해서 우션척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하나가 재청 확보임을 
언급하고， 기후변화협약에서 CDM을 통한 원자력발전소 도입이 배제됨에 따라 재정 확보 방안의 하 
나가 없어진 점에 대하여 실방올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차판 알선 풍 일본 정부가 이들 

국가의 원자력발천소 도입올 위한 재갱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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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최된 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원자력을 CDM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합의문이 채택된 바 있으며I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의 하나가 없어지게 되었다. 원자력발전이 CDM의 수단의 

하나로 채택되면 선진국은 개도국에 투자하여 건설한 원자력발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동 사업을 통하 

여 원자력의 역할을 각국의 기후변화협상 담당자들에게 주지시키며I 궁극적으 

로 원자력이 CDM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다시 포함되도록 노력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원자력 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개발중인 중소형 

고온가스로의 시장 잠재력에 상당한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내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 

하며， 국내에서 개발중인 SMART 원자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여 우 

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의 개 

발이 절실함 

-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대기 오염공해물질의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로서 화석연료 자원의 보존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하 

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지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원자력의 CDM 이용이 배제되 

기로 결정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이러한 결정은 일반대중에게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함은 물론 

CDM을 원자력 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하는 국가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줌 

- 한편 기후변화협약에서 원자력의 CDM 이용이 배제되게 된 것에 대해서 

는 원자력계 스스로의 대처가 부족하였다는 자기 반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앞으로 원자력의 역할을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천달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원자 

력이 CMD의 수단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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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지역내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도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 

감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전력생산 이외에 해수담수화I 공정열이용 동 열이용에 대한 수요도 대두 

되고 있음 

- 따라서 다목적 원자로I 특히 모률라 타입은 지역내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중소형 원자로는 재정측면에서도 대형원자로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한국은 기술개발， 인력양성/ 재정 확보 둥을 위하여 지역내 국가들과 기꺼 

이 협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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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IAEA의 새로운 에너지모형 MESSAGE 개발 동향 

1. 배경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범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특히 대용량의 화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력부문에서의 지구온실가스 감 

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진행되 

고 있는 전력산업의 자유화 및 민영화 추세에 따라 전력시스댐의 투자 및 운용 

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의 에너지정책 대안의 분 

석에는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회원국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에너지/전력계통 계획 및 분석 

에 사용되던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러 한 모형 의 하나로 MESSAGE(Model for Energy Supply Strategy 

Altematives and their Genera1 Environmental impacts)모형이 채택되었다. 이 

후 동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1년 5월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 

가들을 초청하여 기술위원회 겸 워크숍(TCMjworkshop)을 개최하였으며 연이 

어 AGM(Advisory Group Meeting)올 개 최하여 향후 개 발에 관한 권고를 하도 

록하였다 

동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까지 ME~굉，AGE 모형의 추가 개발이 이루 

어지고 었으며 동시에 일부 회원국을 대상으로 MESSAGE 모형을 이용한 사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MESSAGE 모형의 개략적인 특성을 살 

펴보고 향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MESSAGE 모형 

가. 개요 

MESSAGE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에너지공급대안을 분석 

하기 위한 모형이다. MESSAGE는 주어진 에너지수요와 환경배출제한 동의 제 

약조건을 만족시키는 에너지공급대안의 최적 조합을 다양한 수리계획법(선형계 

획법， 비선형계획법I 혼합정수계획법)을 이용하여 찾아내는 모형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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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은 1970년대에 이미 확립되었으며 1970-80년대에 걸쳐 동 개 

념을 구현한 전산모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현재까지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MESSAGE는 이러한 종류의 전산모형 가운데 효시를 이루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MESSAGE의 기 원은 1974년 I파SA(Internationa1 Institute for Applied 

System Analysis)에서 수행한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IIASA 

는 세계의 에너지 미래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는데7기 이 때 

에너지 공급대안을 분석하기 위해 Häfele-Manne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동 모 

형이 기반이 되어 1978년 MESSAGEμI이 개발되었다. 이후 다양한 보완을 거쳐 

새로운 판이 개발되었으며 1998년에는 MESSAGE-IV에 이르렀다. IAEA는 현재 

기존의 MESSAGE-IV를 개선하여 MESSAGE-V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전 모형과 

비교하여 주로 개선된 사항은 데이터베이스 부분과 사용자환경 (user-interface) 

이라 할 수 있다. 

MESSAGE는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5-1 참조) 

- 데이터베이스(DB)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기술자료가 들어있는 기 

술DB(TDB; Technology DB)와 분석사례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포함하는 웅 

용DB(ADB; Application DB), 시나리오에 따른 정보가 들어있는 지역DB(LDB; 

Local DB),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최신자료DB(UPD， Update Files) 

로 나누어진다. 

- 행렬작성기(MXG) : 주어진 입력과 시나리오에 따라 최적화프로그햄의 입 

력을 작성하는 부분이다 MXG의 출력은 LP solver의 표준입력형태라 할 

수 있는 MPS화일 format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수리계획법 solver 

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최적화 모률(OPT) : MXG에서 작성된 입력을 받아 최적화를 수행하는 모 

률이다. 분석대상에 따라 다양한 선형， 비선형， 혼합정수계획볍 solver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solver는 IBM에서 개발한 O5L 

solver이다. 

- 출력생성기(CAP) : OPT에서 계산된 결과를 표나 그래프의 형태로 출력하 

는 모률이다. 일종의 명령어 (script)를 사용하여 업출력변수를 인자로 다룰 

끼 이후 이 프로젝트는 19개국의 14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Energy system Program으로 발전하였으 
며 연구의 결과는 ‘Energy in a Finite World'로 정 리 되 어 밭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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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 태의 출력 이 가능하다. 

이러한 네 부분은 MS-Windows OS에서 운용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pull-down menu형식 의 사용자환경 (user-interface)을 통해 통합되 어 있 

다. 

Data σDB， ADB, LDB, UPD) 

CAlculation Program 
(Generate informat ion fo r tab les and graphs) 

그림 5.5-1 MESSAGE의 구성 

MESSAGE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용최소화(cost-minimization)나 이윤극대화 

(profit-maximization)의 목적 함수를 사용하지만 다양한 목적 함수를 정 의하여 분 

석할 수 있으며 다목적함수 최적화(m버마0찌ective optimization)78)도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제약식을 사용자가 정의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 

성 이 MESSAGE의 장점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MESSAGE는 전력분야에 특화된 분석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부문의 분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일부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 

를 들어 MESSAGE에서는 공급지장확률(LOLP)과 같은 개념을 고려하는데 어려 

움이 있으며 부하곡선의 경우도 WASP과 비교하여 정밀하지 못한 단점이 있 

다. 또한 일부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사용자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글올 포함한 특정한 Windows시스템에서 모형이 설치되지 않거나 오작동하 

78) 다목적함수 최적화의 경우 현재의 사용자환경에는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질행하기 위해서 
는 모형의 수쟁이 휠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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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MESSAGE를 이용하면 전체 에너지시스템(자원 채취에서 소비에 이르는) 

이나 일부분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립 5.5-2는 이러한 에너지시스댐의 한가지 예 

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수송과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는 간단한 에너지 

시스탬이다. 그림에서 세로줄은 각 에너지단계를 나타내며 사각형 상자는 에너 

지단계 사이의 에너지 변환/가공/수송 기술을 나타내고 었다. 이러한 각각의 

기술들에는 시간에 따른 에너지량의 변화 범위I 단위용량 둥 다양한 제약조건 

을 부가할 수 있다꺼) 그림 상단의 가로줄은 사용자가 정의하여 부가할 수 있 

는 제약조건의 예인데 여기에서는 에너지시스댐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최 

대치를 부가하고 있다. 

CO2 
<max 

일처에너지 이쳐에너지 최종에너지 

전력 

> min 

>min 

그림 5.5-2 MESSAGE의 분석대상 에너지시스템 예 

나. 수학적 구조 

MESSAGE의 수학적인 구조는 일반적인 선형계획법(혹은 혼합정수계획법) 

의 형태를 띄고 있다. 

79) MESSAGE에서는 다양한 단계에서의 에너지 생산/저장/수송기술들의 특성을 적철히 고려하고 다양한 
제약초건올 부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ME잃:AGE-User Manual", IAEA, 2002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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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CTX 
s.t. MX 능 r 

X 능 O 

단" c 비용 벡터I X: 에너지량 빽터1 M: 제약조건 혹은 계수 행렬， r 상수 

주된 변수들은 연속적인 실수값으로 표현되며 일부 변수(예: 발전소 단위 

발전용량)의 경우 정수 값을 가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형 제약식들을 사용하 

게 되는데 이러한 제약식들은 크게 에너지의 불질흐름과 관련되어 모형에서 이 

미 정의되어 있는 관계식과 사용자가 정의한 관계식 (User Defined Relation)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정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기술적I 법적， 환경 측면에 

서의 다양한 요인들을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다 

다음은 MESSAGE모형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대표적인 관계식이다. 

• 에너지 균형 관계식 : 기술 P의 입력과 출력을 이루는 에너지 사이의 

균형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기술 P를 거쳐 나오는 에너지는 기술 p에 들어 

오는 에너지와 기술p의 효율의 곱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X'Pt l1 pt 능 ￥XOpt 

단" X1
pt : 시간 t에서 기술 p에 유입되는 에너지량" r내 시간 t에서 기술 P의 효율， 

X펴 : 시간 t에서 기술 p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 

• 에너지수요-공급 관계식 : 앞의 에너지 균형 관계식의 변형된 형태로 

에너지시스템의 최종단계(통상적으로 에너지계통 그림에서 오른쪽 끝)인 에너 

지수요와 에너지공급기술을 관련짓는 관계식이다. 이식은 에너지공급이 수요(최 

종에너지 혹은 유효에너지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횡X싸pt 능 Dt 

단" X1

pt : 시간 t에서 기술 p에 유입되는 에너지량" I1pt 시간 t에서 기술 p의 효율/ 

D, 시간 t에서의 에너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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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제약식 : 앞의 에너지수요-공급 관계식이 에너지 사슬의 최종단계 

를 표현하는데 반해 이 관계식은 최초단계(에너지계통 그림에서의 왼쪽 끝)의 

자원채굴 단계를 규정하는 식이다. 분석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에너지 

자원의 양이 그 에너지자원의 매장량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휴￥R p, ,,;: r 

단.， Rpt : 시칸 t에서 기술 p를 이용해 채굴한 자원량.， r 자원매장량 

• 에너지흐름과 용량 관계식 : 설비용량이 고려되는 에너지기술의 경우 

그 기술에 의한 에너지공급량이 설비용량을 념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 

떤 기술의 단위 설비용량을 고려하는 경우 정수계획법을 사용해야 한다. 

X ., tè “ ,,;: Jl .ιI L Y ,a, +ñ ,1 
‘ 1: =1二-T -.1 

단" Xpt l1pt 시칸 t에서 기술 p의 에너지 생산/ πF 이용률， Y, 시칸 t에서의 연칸 신규 

설비I a ,: 시간 t에서 년수"， ñ t : 기폰 설비 

• 시장 진입 관계식 :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의 경우 기술적/ 경제적 우위 

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존기술의 대체에 어느 정도 시칸이 걸리게 되는 

데 이를 고려하는 관계식이다. 

Xp,tè p, ,,;: r P,X p'-l tè p'-l + Sp, 
단.， Xptflpt 시간 t에서 신기술 P의 에너지 생산， r pt : 시간 t-1에서 t까지의 최대 증가율， 

Spt: 초기인자(신기술 P의 시간 t에서의 최대 점유 가능량) 

M많SAGE에는 위에서 언급한 제약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 

기 위한 많은 제약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분석대상 에너지계통에 에 

너지의 수입이나 수출이 있는 경우 이 양을 제한할 수 있는 관계식이 있으며 

또한 수력발전과 같이 계절적 특성이 있거나 저장이 가능한 기술의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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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는 관계식이 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만 하면 어떠한 종류의 관계식도 사용자정의 관계식을 사용하여 추가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MESSAGE의 구조는 매우 유연하다고 할 수 었다. 

3. MESSAGE 적용 가능성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는 에너지/전력분야의 정책대안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전산모형-WASP， ENPEP, SIMPAC1S 등-을 개발I 회원국들에게 보급하 

여 왔다. 현재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MESSAGE모형은 기폰의 모형들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많SAGE모형은 사용자가 정책분석에 요구되는 제약조건을 쉽게 도입하 

여 분석할 수 있어 다양한 정책 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면 

으로는 모형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다. MESSAGE는 개발초기부터 전체 

에너지계통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WASP과 같이 전력 

부문에 특화된 모형과 비교하여 전력부문을 묘사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또 

한 극단적인 해가 도출되거나 입력의 미세한 변화가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는 둥/ 수리계획법에 기초한 모형의 특성상 가지게 되는 단점 둥이 있 

다. 

따라서 MESSAGE의 적용은 이러한 모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점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MESSAGE는 단기분석보다는 장 

기분석에I 전력부문에 국한된 분석보다는 에너지계통 전체의 분석에 유용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약조건의 도입이 용이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대안의 분석에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향후 수 십 

년칸 우리나라 에너지계통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대안을 분석하 

는 경우 탄소세를 도입하여 감축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총량배출 제 

약을 부가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의 잠재가격(shadow price)을 구할 수도 

었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가 비용화되어 반영될 경우 발전원간의 경제 

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AEA는 이렇게 변화하는 환 

경에서 원자력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모 

형으로 MESSAGE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형의 검증을 위해 IAE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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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과 2002년에 개최한 워크숍에 참여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및 원자력 도입 

제약의 사례를 분석한 바 있다.(부록 4 참조) 

또한 2003년에는 MESSAGE를 이용한 에너지계통 분석연구가 지역 기술 

협력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동안의 사례연구를 통해 발견된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여 모형에 대한 지식올 넓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방향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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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2002년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는 빈곤퇴치I 소비 및 생산 

패턴， 자연자원 기반보호 둥 다양한 분야의 이행방안이 논의되었다. 에너지 소 

비와 관련하여서는 효율적인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 공급 다양화 및 재생에너 

지 비율 확대 둥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I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지속가 

능한 발전과 관련된 논의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UN 지속가능위원회 

에 제출된 우리나라 정부의 원자력에 대한 시각은 중립적으로 원자력발전이 재 

생에너지에 대하여 경쟁력이 었으나 폐기물관리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이 거의 전무하고 지구온난 

화에 대처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세계적인 동향을 감안할 때I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할것이다 

기후변화협약 추진 일정에 따르면 2005년부터 제2차 의무부담기간(2013-

201끼에 대한 감축목표 동의 국제적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입장에 

서 보면 제2차기칸 동안 감축 의무부담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 

다. 정부에서는 제3차 의무부담기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신할 수 

만은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이 기후변화협약 둥 환경문제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좀 더 세부적/ 구체적으로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의 연구가 수행되기는 하였으나 원자력발전이 장래 

우리의 에너지공급시스탬이나 전력공급시스댐 및 환경적 측면에서 공헌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도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에너지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 모텔이 개발중이거나 활용 초 

기단계이며，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급중에 있는 ENPEP, 

MESSAGE 동의 천산모형의 활용이 기대된다. 특히 현재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MESSAGE모형은 기폰의 모형들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에는 MESSAGE를 이용한 에너지계통 

분석연구가 지역협력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동안의 사례연구를 통 

해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 

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여 모형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분석 이 가능하도록 개발방향을 유도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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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주기평가기법 (LCA)은 발전원별 에너지수지， C02 배출량， 지구온난 

화 영향 비교 동 환경영향에 대해 의사결정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더구나 여러 국제 기구에서 LCA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권장하 

고 있음은 물론 INPRO와 같은 미래의 원자로 평가에도 이 개념을 이용하려고 

하는 둥 그 활용도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산업의 민영화 추세가 진행됨 

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도 과거의 공익적인 효과를 중 

시한 투자평가방식에서 이익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사업타당성평가 방식이 도 

입되어야 할 것이다. UNIDO에서 개발한 COMFAR III 모형은 이러한 분석의 

한 수단이며I 앞으로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의 평가에 있어서 사업타당성 개념 

의 접근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기술의 웅용 이외에 

원자력의 미래의 역할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 즉 기폰의 활용분야인 

원자력발전 이외에 해수담수화I 수소제조 둥 원자력의 열이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필요하다.SMART를 이용한 원자력 해수답수화 경제성 평가는 

미래의 에너지 문제해결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수출에 대한 

가능성과 범위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새로운 에 

너지 대안으로서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을 이용 

한 수소제조방법은 실험적 수준을 벗어나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한 상용화 기술 

개발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4세대 원자로의 개발을 통해 

더 낮은 전력원가와 고온의 열을 생산/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자력과 수소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하여 국가적 입장을 정 

립하는 것과 병행하여/ 동 사안에 대한 대외적인 협력관계 또한 강화되어야 한 

다. 이와 관련하여 OECDjNEA, IAEA 동 원자력관련 국제기구에서 추진중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원자력을 평가하려는 노력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I 발전량중 원자력의 비중이 40%에 이르는 우리나라도 논의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국가간 원자력협력체인 FNCA에서 새 

로이 추진하고자하는 「지속가능발전과 원자력」 사업도 지역내 국가들칸의 정 

보교류 및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 

하여 원자력의 역할을 여러 이해당λ}:A뜯을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인식시키고 향후 원 

자력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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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RCA 에너지 사업 과제계획서 

RCA PROTECf PROPOSAL FOR CONSIDERATION IN 200312004 TCAC CYCLE 

A. Title of Proposed pr이ect: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B. Pr이ect Description: 

1) Background: 

The electric system structure in RCA Member States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 including: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markets to allow competition, 

expanded interconnection of electric power system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creasing emphasis on enviromnental impacts of the electric power system, and 

consideration of the role of nuclear power. 

At the Final Meeting of National Pr이ect Co-ordinators for the RCA Project on 

Comparative Assessment of Electricity Generation Options (RASjO j 028), a survey 

was taken to see how many countries represented at the meeting expect to have 

competition in there electricity system within the next five year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following countries are all moving toward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at different stages: China, Indonesia, Korea, Malaysia, Mongolia, Pakistan, 

Philippines, Sri Lanka, and Viet Nam. 

There also appears to be a clear govemment will to ensure the sustainable pattem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of energy.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this means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quirements in a cost effective manner. 

It is therefore important for govemment regulators to define and make explicit 

through regulation, p이lCles that ensure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function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national objectives for sustainab le developmen t. 

2)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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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 Member States require new methodologíes and tools to help national 

organizations ensure that the open market rules that apply to the competitive 

electricity system provide a level playing field for a11 participants while mee비19 the 

strategíc energy 0비ectives of the counìr)ι such as reliable supply, efficient energy 

supply, competitive elecσiciη prices, accessibility of electricity and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quirements. These methodologíes and tools should also help 

countries in the regíon answer questions related to how existing power nuclear 

plants can compete in the new electricity market and how new nuclear power 

units might fit in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3)Goal: 

The primary goal of the project is to: a) enhance the capabilities of RCA Member 

States to elaborate sustainable energy strategíes, b) conduct national studies to 

assess the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and c) provide recummendations on policies and measures that ensure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function in a mann f>r that is consistent with national 

objectives for sustainable developmen t. 

4) Suitability of the Agency's Tools: 

Advisory Group Meetings (AGMs) organized in 1998-1999 recognized that the 

Agency' 5 tools for electricity system planning, while still useful for many 

applications, do not satisfy the changing needs of many Member States. In 

particular, needs arising from compe디tive electricity markets and increasing 

environrnenta1 concems. At the end of 1999, the Agency launched an effort to 

develop electricity system planning tools that are better suited for analyzing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current electricity market. In 2000, the MESSAGE 

model was included in the Agency’ s set of tools to support long-term expansion 

aJ1alyses subject to socio-econornic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At an AGM in 

2000, it was also recomrnended that the GTMax model be included in the Agency's 

set of tools to address detailed system operation in restructured and competitive 

electriciη markets. The national coordinators meeting recornmended that besides the 

existing tools such as WASP-IV, ENPEP, both models MESSAGE and GTMax be 

used in this propose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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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ject Outputs: 

What is the Desired Outpu t of the Project: At the end of the project, each national 

team wiU have prep값ed a final report on their study identifying the suitable role 

of nuclea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the future energy rnix of country and 

assessing how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will in compete in the 

restructured electricity market. In addition, national teams will be equipped with 

methodologies, tools and know-how for conducting future studies independently. 

How will the Results be Useful: In providing recomrnendations that will be useful 

to policy makers responsible for electric sector, environrnental and nuclear power 

lssues. 

What is the Oesired End Result of the Project: Results of national studies will be 

used to provide recomrnendations, which have an impact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conceming the sustainable ener망 development of countries in the region. 

For example, if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nuclear power make this option part 

of the countries sustainable energy strategy, rhen recommendations can be made on 

the types of p이icies and measures that could be adopted to ensure that nuclear 

power is profitable in thε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This indudes 

recommendations on the instrumental framework and mechanisms for nuclear 

power to actively play a role in restructured competitive marke t. 

6) Governrnent Commitment: 

Improving planning capab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the member 

states whether they have nuclear power plants or not. The su비ect of this pr이ect 

had been indicated as a high priority area at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in 1997. Governrnents of member states who already operating nuclear power pl없lt 

such as China, India, Korea, and Pakistan have allocated budget for their national 

institutes in conducting studies on nuclear energy development planning. Some 

other member states who desire to have nuclear power plants in near future such 

as Bangladesh,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has shown strong 

govemment' s comrnitment to this projects as a good opportUJ디ty for information 

exchange. Even the member states who does not have any specific plan for .nuclear 

power plant such as Malaysia, Mongolia, Sri Lanka, and Thailand also has shown 

strong govemment's commitment as a good opportunity to improve their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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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 . 

Several representatives at the fin며 meeting RASjOj 028 have expressed an interest 

in hosting activities organized under the pr이ect. In addition, participating Member 

States would provide manpower, equipment and faci1ities necess값Y to conduct 

national ele따icity system analyses. 

끼 Why Regional Activity: 

The project addresses a priority need common to nearly all Member States. This 

being the case, it would be cost-effective to orgaruze regional training activities 

combined with a lirnited n umber of expert mÍssions. The regional nature of the 

project would also foster regional co-operation and faci1itate analysis of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8) Proposed Pr이ect Duration: 

2003-2004 TCAC Cycle 

9) Estimated Budget of the Project: 

A total of US$ 380,000 for two one-week Workshops, two Regional Training 

Courses (four weeks each), and a one-week National Coordinators Meeting 

10) Relevance to On-going Pr이ect: 

This proposal is for a new project, which builds upon capabilities developed under 

RASj Oj 028 on Comparative Assessmen t of Different Energy Options for Electricity 

Generation. This pr이ect will also build on IAEA activities in 1999-2000 to develop 

electricity system planning tools that are better suited for analyzing the role of 

nw1ear power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The project wìll make direct use 

of results from the Agency CRP on Competitiveness of Nuclear Power in 

Deregulated Electricity Markets to be initiated 화 2002. 

11) Proposed Work Plan and Schedule of Major Pr이ect Activities for the First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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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Expected Date Activity 

뼈
 뼈 

R 
n 

1) National Coordinators Meeting to discuss issues 
and problems affecting energy and power sector 
planners in the region regarding the analysis of 
socio-economic impacts, envirorunental consequences 
and competitive elecσicity markets 

2003 
May 

(4 week) 

2) Regional Training Course on Enhanced Electricity 
없ld Energy System An때ysis and Planning, 
Incorporating Economic, Social 하ld Environmental 
Aspects in Oecision Making 

November 
(1 week) 

3) Re밍on매 Seminar to exchange informatíon 뻐d 

present results of study to develop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4) Regional Trainíng Course on Assessing the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I 
Competí빠lectricit빼kets 4 

뉴--------+--

October I Regional Workshop to Present and Review Final I 
(1 week) I Pr이ect Re펀ζ __ _ J 

March 
(4 week) 

2004 

12) The national plan of activities that each participating country will undertake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regional plan of the project: 

Each participating country will organize a national team for this project. Members 

of the national team are expected to further disseminate knowledge and 

information acquired under the project at the national level. Topics to be covered 

during the two training courses include the following: 

Energy and power sector planning under deregulatíon and in creasing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 Power sector restructuring: intemational experiences, issues 라ld perspectíve. 

- Competitíveness and role of nuclear power in deregulated electricity markets. 

- Conceptual presentation 뻐d compu ter demonstration of computer packages that 

can be useful for power sector planing in the privatized market. 

- Detailed discussion of the approach and methodology of the MESSA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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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Max models. 

13) List of RCA Member States which have indicat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and their National Pr이ect Coordinators: 

The countries which showe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is pr이ect are: Bangladesh, 

China, India, Indonesia, Malaysia, Mongolia, Pakistan, Philippines, Rep. of Korea, 

Sri Lanka, and Viet N잉n 

14) National infrastructure, which is directly relevant and already available in each 

participating counhy for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 5. 

Since all countries offering to host events under the proposed project have rnuch 

experience in hosting past international training coursejworkshopsj serninars, their 

national infrastructure is adequate to ensure the successful perform뻐ce of the RCA 

activi ties. The host counσY will provide infrastructure such a8: 

- Facilities: 

Computers, printers, and other facilities which are necess따y for the training 

course j workshop j seminar 

- Manpower: 

Local administrative personnel and local lecturers, if necessary 

- Transportation and Accornmodation: 

Support for local transportation and arrangernents 

15) The cash and in-kind contributions each participating counπy offers for the 

project 

Host country will provide cost-free prernises, facilities, arrangement of internal 

travel and accornmodation, and local lecturers, if necess라y. 

16) Description of the inputs sought frorn th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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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Activity Fund 
Number of 

Duration Estimated Cost 
Participants 

2003 1) NCM the Agency 
10 Participants 

1 Week 33,000 USD 
1 IAEA Staff 

-- -- -- ---- •• -- •• -••• •• ‘ 

20 Participants 
2 IAEA Staff 

2) RTC the Agency (2 Weeks Each) 4 Week 127,000 USD 
4 Extemal Experts 

(2 Weeks Each) 
‘ --- _ •.. _- ---- •. -

20 Participants 
3) RS the Agency 1 Week 60,000 USD 

2 IAEA Staff 

20 Participants 
2 IAEA Staff 

2004 4) RTC the Agency (2 Weeks Each) 4 Week 127,000 USD 
4 Extemal Experts 

(2 Weeks Each) 
••••• ‘ ---• -- -

• 1?RW 
the Agency 

10 Participants 
1 Week 33,000 USD 

1 IAEA Staff 
__ 

.l 
___ _ 

一-------

Note) RW: Regional Workshop 

RS: Regíonal Semínar 

RTC: Regional Trairúng Course 

NCM: National Coordinato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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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 PRELIMINARY PROPOSAL ON ENERGY PROIECT FOR CONSIDERATI0t-J" 

IN 200512006 TCAC CYCLE 

A. Title of Proposed Project: 

Energy l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rnent 

B. Project Description: 

1) Background: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rnent was elaborated in the late 1980s and 

defined by the Brundtland's Report - "Our Cornrnon Future" - as "a developrnent 

that rn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generations wi 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rneet their own needs" 

Nowadays sustainable development has increasingly become a long-terrn objective 

not only for developed but also for developing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Sustainability includes social equity,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뻐d institutional responsiveness, which are dependent on the conditions 

given to nations.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in this respect, is the country 

specific. 

In the centre of these issues lies energy development in the sense tha t energy is an 

essential input for so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Energy provides basic 

needs and services and is a critical production factor in virtually all sectors of the 

economy. At the sarne time production and use of energy eventua lly causes 

environrnental degradation at all levels: local, regional and global. Thus the 

provision of adequate energy services at affordable costs, in a secure and 

enyironrnentally benign manner, and in conformity with social and economic 

developrnental needs, is an essential el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 t. This was 

also well recognized by Agenda 21 adopted at Rio Summit of 1992. 

Recognizing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set of indicators add ressing energy 

sector development the Agency has developed the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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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which would help to monitor the interlinks between econom ic 

development, energy services, environmental protection 뻐d social parities. During 

the PrepCorn-4 (fourth preparatory cornrnittee rneeting for the World Summit) the 

Agency has registered ISED for the Type -2 partnership, involving Mernber States 

and intemational organization on the IAEA led work on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rnent. 

2)Needs: 

In RCA rnernber states, developrnent of the energy sector has been a focus of 

several regional projects: RASj Oj 028, RASjO j 033, RASjOj038. These projects 

address important issues such as optirr디sation of energy system taking into 

considerations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energy supply; irnpacts on the 

greenhouse gas ernission levels, and the competítiveness of different energy sources 

in deregulated electricity markets. 

η1e resu1ts of the above- mentioned projects are needed to be integrated into 

elaborating energy developrnent strategies, which conform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bjectives 

In this respect, setting up national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will be usefuL The indicators can be used to evaluate the degree of sustainability 

of mernber states' energy development, and they can be used to help rnernber 

sta tes to choose and plan their optirnal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in line with 

the indicators. 

3) Goa l: 

까1e new RCA regional pr이ect will focus on helping RCA member states to 

capitalize on the resu1ts of previous projects to set up national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national ISED). 까1e pr이ect then will focus on the 

elaborating Response Actions based on these national sets of ISED. These response 

actions will positively affect ISED and thus help to attain sustainable develøpment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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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le prirnary goal of the pr이ect is to: a) enhance the capabilities of RCA Member 

States to elaborate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b) conduct national studies to set 

up national ISED with consideration of nuclear power as one viable energy option, 

and c) provide recornrnendations on responsive ac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national 0비ectives for sustainable developrnen t. 

4) Suitability of the Agency's Tools: 

The Agency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set of indicators called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ISED) . The ISED can be useful in deriving a set 

of appropríate indicators for measuring and monitoring the rnain issues related to 

sustainable energy developrnent, and assigning them Driving Force and State 

character in close conforrnity w ith the Driving Force - State - Response Action 

frarnework, and identifying a set of desirable Response Actions for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energy. sector development. of ISED will be used together with 

other models and tools previously deve loped by the Agency in order to assist 

Mernber Slates in the formulation of their energy ,>trategies m conformity with the 

o피ectives ot sustainable development 

5) Pr이ect Outputs. 

Wha t is the Desired Ou tpu t of the Pr이ec t: At the end of the project, each national 

team wiU have prepared a final report on their national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nd assessing how nuclear power wiU help to achiev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energy sector. In addition, national teams will be 

equipped wíth methodologies and know-how for elaborating future indicators 

independently. 

How will the Results be Useful: In providing recornmendations that wi I1 be useful 

to. P이icy makers responsible for energy sector, environmental and nuclear power 

lssues. 

What is the Desired End Result of the Project: Results of national studies wiU be 

used to provide recomrnendations, which have an impact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concerning the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of countries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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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ovemment Commitment: 

Improving capability to address emerging issues of develop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the member states in the Asian region whether they have 

nuclear power plants or not. RCA Member States have in the past strongly 

comrnitted to regional projects, which had high priority. The su비ect of thls pr이ect 

wiU utilize results of the previous projects and further strengthen national 

capabilities. Member States have shown strong government's comrnitment as a good 

opportunity to improve their planning capability. Activities under the project will 

be hosted by participating countries. In addition, participating Member States would 

provide manpower, equipment and facilities necess값Y to conduct national analyses. 

끼 Why Regional Activi야: 

The project addresses a priority need common to nearly all Member States. 까lÌs 

being the case, it would be cost-effective to organize regional activities combined 

with a limited number of expert m issions. The regional nature of the project would 

also foster regional co-operation and facilitate analysis of regional envirorunen tal 

lssues. 

8) Proposed Pr이ect Duration: 

2005-2006 TCAC Cycle 

9) Estimated Budget of the Project: 

A total of US$ 380,000 for two one-week National Coordinators Meetin gs, one 

Regional Training Course (four weeks), and a two-week Regional Seminar and 

Expert Missions to counσies. 

10) Relevance to On-going Pr이ect: 

This proposal is for a new project, which builds upon capabilities developed under 

other RCA projects (RASj Oj 028, RASjOj 033 and RASjOj038). This pr이ect will alsc: 

build on IAEA activities to develop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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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roposed Work Plan and Schedule of M야or Pr이ect Activi ties for the First Two 

Years: 

Year Expected Date Activity 

1) National Coordinators Meeting to: 
- discuss issues and problerns related to sustainable use 

Februray of energy 
(lweek) - set up the work plan for the project 

- consolidate MS cornmitrnents in terms of hosting pr이ect I 

2005 ac tJvlhes 

May (4week) 
2)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n of ISED for 
Decísion Making 

Various dates 3) Expert rnissions to rnernber states 

A lt (o2bweerek)| j 45)) Regi。nal Semlnar to exchange lnformation md present 

2004 
pru ~LWeeK) results of study to develop sustainable èner상y strategies 

October I 5) Final NCS πieeting to Present an.:! Review Final Pr이ect 

(1 week) Results 
------------------------------ ------

12) The national p lan of acti vities that each participatin g; coun try will undertake to 

achieve the 01기ective of the regional plan of the projec t: 

Each participating country will organize a national tearn for this project Mernbers 

of the national tearn are expected to further disseminate knowledge and 

inforrnation acquired under the project at the national leve l. 

Since all countries offering to host events under the proposed project have rnuch 

experience in hosting past intemational training coursej workshopsj serninars, their 

national infrastructure is adequate to ensure the successful perforrnance of the RCA 

activities_ The host country will provide infrastructure such as: 

- Facilities 

Cornputers, printers, and other faciliti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training 

course j workshop j sern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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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power: 

Local administrative personnel and local lec tuTer<;, íf necessary 

- Transportation 없ld Accommodation: 

Support for local transportation and arrangements 

The cash and in-kind contributions each participating counσy offers for the projec t. 

Host country will provide cost-free premises, facilities, arrangement of intemal 

σavel and accommodation, and local lecturers, if necess값y -

13) Description of the inputs sought from the Agency: 

Year Activity 

NCM 

2005 
2) RTC 

3) EM 

4) RS 

2006 

NCM 

Note) 

Fund 

the 
Agency 

the 
Agency 

the 
Agency 

the 
Agency 

the 
Agency 

EM: Expert Mission 

RS: Regional Seminar 

Number of I _ Estirnated I Duration I - ---- -- ----
Participants … - I Cost 

10 Participants 
1 IAEA Staff 11 Week 1 33,000 USD 

1 expert 

--+---+--------1 
20 Participants 

2 IAEA Staff 
(2 Weeks Each) 

4 Extem al Experts 
(2 Weeks Each) 

20 Participants 
2 IAEA Staff 

4 Week 

1 Week 
per 
In1SSlOn 

(2 Weeks Each) I 2 Week 
2 Extemal Experts 

(2 Weeks Each) 

10 Participants 
1 IAEA Staff 

1 Week 

127,000 USD 

60,000 USD 

90,000 USD 

33,000 USD 

RTC: Regional Training Course 

NCM: National Coordinato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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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국의 국가보고서 요약 

1. 미 국 

口 미국의 국가보고서는 DOE 장관이 조만간 부시대통령에게 네바다주의 

Yucca Mountain site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공식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口 다음은 DOE 장관이 네바다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낸 서신(2002. 1. 10)을 

요약한 것엄 

- DOE 장관은 Yucca Mountain site를 빙-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승인토록 

부시대통령에게 추천하고자 하며 미국의 원자력폐 기물정책법 (Nuclear 

Waste Policy Act) 의 1l4(a)(1)에 의거/ 이를 네바다주지사와 주의회에 통 

보함 

- 법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부시 대통령에 게 추천사와 추천의 근거가 

되는 포괄적인 검토문서를 제출할 예정임 

- 상기 검토 문서에는 첫째l 과학기술적인 관점에서 Yucca Mountaín이 치 

분장으로 적합하다는 것과 둘째r 부지선정을 완결하고 처분장 개발에 나 

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할 것임 

口 처분장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읍 

- 처분장은 국가 안보에 중요함 

· 불필요한 핵무기의 해체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후핵 연료나 다른 형태의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핵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함 

-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장을 제공함으로써 해군의 원자력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 

- 처분장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 중요함 

· 현재/ 완전한 처분방법이 없는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잉여플루토 

늄이 39개주， 131곳의 site에 저장되어 있음 

·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을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한 장소로 옮겨 테러리스트들 

의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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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념의 원자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후 GIF(Generation-IV Intemational Forum)에 참여하여 활 

。1 ...9-
Aλ n 

- 2001년 7월 

발한 활동을 하고 

- 또한 1999년 7월에 개시된 고속증식로(FBR)에서의 플루토늄 활용을 위한 

타당성연구의 1단계가 마무리되었으며 향후 5년간 진행될 2단계 연구에서 

고속로주기를 검 는 1단계 에서 선정된 개념 에 대한 공학적 실험등을 통해 

증하며 제언된 후보개념들을 줄여나갈 것임 

口 HπR 프로젝트 

(High 일종인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HTIR 고온가스로의 일본원자력 연구소(JAERI)는 

가스온도 850 oc I 30MWt의 - 1998년 입 계 에 도달한 HTTR은 2001 년 12월 에 

전출력운전을 달성하였음 

수소플 생산하는 시스탬이 연결펼 예 정임 이용하여 열을 - 앞으로 H'ITR의 

3. IAEA 

口 IAEA는 원자력발전r 핵 연료주기 I 폐 기물 기술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IAEA가 

수행한 활동을 소개하고 。1 ...9-
M.그 

口 INPRO(Intemational Pr이ect on l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혁신적얀 원자로 바탕을 둔 INPRO는 

Cycles) 

- 2000년 9월 IAEA 총회의 결의안에 

와 핵 연료주기의 개발을 위한 국제 

있으며 2001년 12월에 열 

비롯한 117~ 국이 옵서 

이
 
n 트

 
젝
 표

 독일/ 러시아를 비롯한 127~ 국이 참여하고 

린 2차 운영 위 워 회에는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를 

버로 참여하였음 

현재 

프로젝트의 목표는 금세 기 중반까지 요구되는 연구개발 전략을 설 

도움이 되는 User Requirements를 작성하는 것임 

- 1단계 

있음:φ자원y 에 너 분야에서 작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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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5개 

계하는데 

- User Requirements는 



- 처분장은 에너지안보를 위해서 중요함 

· 현재 20%의 전력을 제공하고 있는 원자격이 국내 에너지 생산의 중요한 부분 

으로 남도록 해야 함 

- 처분장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함 

· 군용 폐기물부지를 영구적이며 안전하게 복원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 

여야 함 

2. 일 본 

口 일본의 국가보고서는 원자력 발전 현황 및 핵 연료주기l 다양한 

신원자력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 핵연료주기 관련해서는 재처리/ 플루토늄 이용， 사용후핵 연료 관리/ 방사 

성폐기물 관리 뭉 후행핵연료주기 관련 동향을 중점 소개하고 았음 

o 원자력 발전 현황 
2001년 말 현재， 44,917MW, 51기의 원전이 운전중임 

- 2000년에는 319.πWh를 발전하여 전체 전력생산 가운데 34.0%를 차지함 

- 471 의 원전이 건설중이며 671 의 원전이 계획중임 

.2001년 6월에 발간한 I일본 장기 전력수급계 획/에 따르면I 1차에너지중 원자력 

의 비중을 1999년의 13% 에서 2010년에 는 15%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중 전력생산 

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34.5%에서 42%로 확대할 계 획임 

口 재처리 현황 

1997년 사고로 가동이 중지된 도카이 (Tokai) 재처리공장은 2000년 11월에 

가동을 재개했음 

- 현재 건설중인 연산 800tU 규모의 로카쇼(Rokkash이 재 처 리공장은 2001년 

말 현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6월에 가동을 개시할 

예정임 

口 혁신적 개념의 원자로 개발연구 

- 일본의 산업계와 정부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혁신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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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요 및 경제 @안전 @환경/ 사용후핵연료와 폐기물 @핵비확산 @기 

타상호 연관된 쟁점 

- 제1단계의 결과는 2003년에 보고될 예정임 

o 경수로 분야 기술개발 현황 

디 

- 향후 선규 원전 건설의 가장 큰 상업적 장애는 많은 투자비 문제임 

- 높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통시에 원전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 

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 

-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 중복부품을 줄일수 있는 지능형 (smart) 부품 및 계통의 개발 

· 과도한 안전 설계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선 

·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기법과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개발 

· 피동안전계통의 추가 개발 

· 일반적으-로 인 정될 수 있는 안전요 F사항의 국제적인 합의 도출 

고속로 및 가속기구동 원자로시스렌 (A DS) 분야 

- 받사성폐 끼물의 장기 저장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뇌고 。1 ..Q.
λλ b 

- IAEAτ 이와 관련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주펀 

운 원자로시스템의 기술적 경제 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임 

모처으 
-, I '-- 새 로 

口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 관련기술 

- IAEA는 "Analysis of Uranium Supply to 2050"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 

간함 

· 상기 보고서는 우라늄 광산 등 일차 공급원뿐만 아니라 핵무기 해체에서 발생 

하는 고농축우라늄I MOX핵연료/ 재 처리에서 회수된 우라늄 등의 이차공급원을 

포함하여 미래 우라늄 자원을 전망하였음 

연구에 

자원은 

따르면/ 원자력이 활발히 추진되는 경우에도 2100년까지 우라늄 

충분하지만 새로운 우라늄자원이 탐사되지 않는다면 우라늄 가격 

은 130 $/ kgU 수준으로 매 우 높아질 것으로 분석 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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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지속가능발전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정치적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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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지속가능발전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정치적 선언문) 

2002. 9. 4. 

인류의 시초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1. 전세계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는 2002년 9월 2일-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 

그에서 열린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마rSSD)에 모여 지속가능발전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2. 우리는 인종 · 나이 ·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얀류의 존엄성에 부응하는 인간적이고도 

평둥하며 온정 넘치는 국제 사회를 실현하기 워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3 정상 회의 대표들이 처음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은 미 래가 그들의 것이 라는 점을 단 

순하변서도 명백한 어조로 밝혔다 우리는 그러한 요구에 따라 아이들이 빈곤/ 환경의 

황폐화 및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여 러 부삭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질 펼요가 있음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 었다-

4. 우리 공동의 미래를 대변하는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이제 전세계 곳곳에서 온 세 계 

각국의 시민들이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이 곳에서 공유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세상을 밝 

히기 위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5. 이에 따라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추가 되는 영역-경제 발전/ 사회 발전/ 환경 보 

호-의 상호 연계 고리를 강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지방의 차원은 물론 국가적 ·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6 소위 “인류애의 요람”이라고도 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는 이행 계획과 이 선 

언문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의 아이 들/ 그리고 인간 외의 나머지 생명체에 대해서도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한다‘ 

7. 현재 인류가 갈림길에 들어섰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빈곤 퇴치와 인류의 보편적 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가시적 인 계획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끼며 

이의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고자 뜻을 같이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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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에서 리오 데 자네이 로/ 요하네스버그에 이르기까지 

8. 30년 전 스톡흘름에서 우리는 환경의 황폐화에 관한 즉각적인 대처의 필요성에 공 

감하였다. 10년 전 랴오 데 자네이로에서 열렸던 UN 환경개발회의의 자리에서 우리는 

리오 원칙에 입각한 환경보호와 사회적 · 경제적 발전이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 

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의제 21과 리오 선언이라 

는 지구적 차원의 계 획을 채택하고 우리 공동의 노력을 재차 확인하였다- 리오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마련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9. 리오회의 이후 요하네스버그 정상 회의가 열리기까지 세계 각국이 UN의 주도하에 

여러 주요 회의에 회동하여 인류애의 미래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고자 노력 해 왔는데/ 

몬테레이 개발재정회의 (Monterrey Conference on Finance for Developrnent)와 도하각 

료회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10.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지속가능발전의 비 전 

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 해 공몽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 이자 이를 위 

해 건설적 인 노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리 이가도 하다. 요히 네스버그 회의는 또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지구적 차윈의 합의외 파트너십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이 분명 발 

전적 인 양상을 보여왔음을 ?]정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우리가 직띤한 문제들 

11. 우리는 빈곤퇴 치/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 및 경 제 적 · 사회적 발전을 위한 자연 

자원의 보호와 관리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 한다. 

12. 인류 사회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로 양분하는 사회적인 경계선과 선진국과 후진 

국간의 점차 커지는 간격은 글로벌한 차원의 번영 l 안보 및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13. 현재 지구 전체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상실되고 

그 결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사막화로 인해 더욱 많은 땅이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 변화/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자연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기 · 수질 및 해 

양 오염 에 상대적으로 보다 취약한 후진국에서는 수 백만 명 이 목숨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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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계화는 이러한 문제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다. 시장의 발빠른 통합l 전세계 

자본 및 투자의 유동적인 흐름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인센티 

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이익이 불공평하게 선진국들에 편중 분 

배되고 있는 가운데 저개발 국가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5. 우리는 이러한 지구적 차원의 간극을 극복하고자 한다. 만약 우리가 세계의 가난 

한 이들을 외면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이들은 자 

신들의 대표자와 우리가 그렇게 지지해마지 않는 민주주익 체제 에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 공동의 노력 

16. 우리는 우리 공동의 장점인 풍부한 다양성 이 지속가능발전과 변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설적인 파트너 십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 

17 인류의 연대 구축의 중요섣을 설감하는 가운데 우껴는 인종 · 장애 , 종교 · 언어 · 

문화 및 전통의 구분과 상관없이 전 세계 시민들간의 소통 i파 협랙을 촉구한다. 

18. 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정상 회의가 언간 존엄성의 불가분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 

실을 환영하면서 깨끗한 물 · 위생 · 주거지의 보급/ 에 너지/ 건강， 식품 안전성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한시 빨리 충족되고 생물 다양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 

표와 시한 및 파트너십에 관한 사안을 결정짓고자 한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음과 같 

은 사안들과 관련하여 상호간을 도와야 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 공평한 재정적 지원/ 

시장 개방으로 인한 이익의 공유/ 가능성 구축 및 개발에 핵심적인 현대 기술의 보편 

적인 사용 추구r 기술 이전의 장려/ 저개발 극복을 위한 인적 자원의 계발/ 교육 및 트 

레이 닝의 실시 둥 

19. 우리는 세계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전세계 악조건을 싸우 

는 데에 우선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중접적으로 다룰 것을 재차 확인한다. 이와 

같은 악조건은 만성적인 기근r 영 양부실/ 타국에 의한 지배 (foreìgn occupation), 군사적 

충돌/ 불법적인 마약 복용y 계 획 범죄/ 부패/ 자연 재해/ 불법적인 무기 거래/ 인신 매 

매， 테러/ 인종 · 종교 및 기타 차원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관용 및 차별/ 외국인혐 

오증/ 풍토병 및 HIV / AIDS, 말라리아 · 결랙과 같은 각종 전염 가능 질병 동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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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라는 여성 해방과 성평둥의 논의가 의제 21, 새천년 개발목표 및 요하네스버그 

이 행계획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1. 우리는 전인류가 직변하고 있는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의 문제를 다루기 위 해 

국제 사회가 충분한 수단과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자원이 인 

류의 이 익에 봉사하는 데 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 다. 

22. 이와 관련된 개 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우라는 여지껏 방관하는 자세를 취해 온 

선진국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를 본 O D A 지원 수위를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 인 노 

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23. 우리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NEPAD)과 같이 더욱 강화된 지 역 

협의 회 및 연맹 의 출현으로 지역간 협력 / 국제 협력 및 지속가능발전을 장려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24. 우리 는 군소도서개발도상국(5105) 및 최빈국의 새발 요구에 각별히 주의를 끼울일 

것을 약속한다. 

25.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토착민들이 핵심적 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하고자 한다 

26.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이 장기적인 관점 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 및 의사 결정 과 

정과 이 행 과정 동의 모든 수위에서 광범한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국제 

사회 의) 파트너로서 우리는 각 주요 그룹의 상호간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 

운데 이들의 안정적 인 파트너 십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7. 우리는 대 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민간 영역에서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하는 과정 에서 지속 가능하고도 공평한 공동체와 사회의 형 성 에 기여해야 할 의 

무가 있다는 데 에 동의한다. 

28. 우리는 또한 구직 및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국제노동기구의 직장내 근 

본적 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을 지지한다 

29. 우리는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기업 책 임 성을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 와 관련하여 기업 활동의 환경 효과에 대한 시 의적절한 평가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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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요하다 

30. 우리는 의제 21, 새천년 개발목표와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 

해 모든 수위의 거버넌스 강화 및 개선을 촉구한다 

다자주의가 미래를 결정짓는다 

31.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효파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국 

제 및 다자주의 기관이 필요하다 

32 우리는 UN 현장과 국제법의 원칙 및 목표를 달성하고 다자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전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표 기관으로서의 UN의 리더십 역할을 지지한다 

33.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절차를 

밟올 것을 약속한다 

실천하기’ 

34 우리는 이 모든 파정이 역사적인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 모인 모든 주요그룹들 

파 각국 정부의 동참올 요구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35 우리는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발전을 장려하는 한편 보편적인 세계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를 매개로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36 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충실히 따르고 이에 따라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 

회 · 경제 및 환경의 제 목표들을 속히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7 ’인류애의 요랍’인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는 전세계 시민들과 이 지구를 몰려받게 

될 미래세대들에게 지속가능발전올 위한 우리 공동의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진지하게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민들과 정부 당국에 지속가능딸전올 의한 

정상회의를 치르는 주최국으로서 베푼 친절과 훌륭한 사전 조치에 깊은 감사의 뜻올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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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MESSAGE 사례 연구 

- 191-



부록 4. MESSAGE 사례 연구 

다음은 2002년 이 탈리아의 Trieste에 서 개최되었던 MESSAGE 워크숍에서 

수행한 우리나라의 사례연구이다. 워크숍은 짧은 일정으로 인해 실제 구체적 인 

사례 연구를 통해 모형을 검증하기보다는 주요 참가국들의 전문가들이 각기 자 

국에 중요한 쟁점이 될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모의 분석하는 방법으로 낀행되었 

다. 여 러 참가국들이 환경문제와 전력산업 자유화에 따른 분석에 

보였으며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 제약과 원자력발전의 도입 

에너지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많은 관심을 

제한시 국내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 획에 사용한 입력자료와 유사 

기준안의 결과가 기존 계획의 결과와 유사한지 시험하 

찾아내는 방법 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상충되 시 않는 논 리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었다 

주요입력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모형은 최적해를 

않았으나 서로 

한자료를 

였다. 두 

나오지는 

도LλJ 
’ '-'-

다음에는 두가지 상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차였다. 

- 다양한 가격 대의 깨 너 지수요판리사업(DSM)의 가능성 

- 국내 전력산업 에 

가되는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과 원자력발전 의 도입 제한이 :;;<.. 
I 

두 가지 경우 모두 논리적인 추론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MESSAGE모형이 

다음은 사례연구의 

유용하게 적용될 

발표한 자료이다. 

유사한 정책분석에 

내용과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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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case study 

。 Basic consideration 
- Base year : 2001 

- Planning period : 2002 - 2015 

- Demand: electricity only 

- Load Region : 5 season, 2 day, 2, 1 part 
- Díscount Rate : 8% 

- Hístorícal capacity of existing power plants are given 

- 3 candídates for new plants are given 
• APR1400(Nuclear), Coal800(Bituminous Coal) 
• Virtual DSM technology with multiple activity 

。 Case study was performed as below 
- Base vs. DSM technology 

- DSM vs. varíous C02 emission constraints 
- With/without limitation on nuclear installatíon 

Reference energy system 

Resource Primary(Fuel) Secondary(elec) Final(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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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of Technology 

Rem웰 " “ -
Technology Input Data 

A-Coal Extraction - Fuel Cost Resource 
Fuel Fuel C Imoalp.ort - InJout Relation • Primary 

(NucIear, B-Coal, Oil, G잃 
- O&M cost 
- Efficiency 

Existing PP - His. Capacity 
Plant & - Investment Cost Primary 

New Candidate PP - Construc. CapN r -Secondary 
- Initial Yr of const. 
- Tn/ollt R p.l 꺼 tl on 

DSM Tec - DSM Cost 
DSM - InJout Relation Secondary 

& - T/D efficiency • Final 
T/D T/D Loss 

- Inlout Relation 

Case Study 

Case Output of Analysis Remarks 

1 . Reference - Energy Flows by Resources Best Mix 
- T otal C02 Emission 

(withoutlwith DSM) 

2. C02 - Change of Energy Flows by Change of 
Constraints resources Best Mix 

3. C02 & Change of shadow price by Change of 
Nuc1ear C02 emission constraints & Shadow 

Constraints Nuclear installation constraints Price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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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 DSM C02 emission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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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Recommendation 

。 MESSAGE model responds well in accordance 

with constraints or input data change . 

- In the reference case. energy mix trend is similar to the 

that of WASP. 

。 When the C02 emission constraint is applied. 

- the clean energy resouræs such as nuclear and DSM are 

increased as expected. 

。 Shadow price analysis shows that 

- nuclear power could be an economic options to reduce 

the C02 emission in the electricit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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