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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08년 9월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핵연료 리뷰(Fuel
Review)’특집을마련하여세계적인우라늄의채광과공급, 변환과농축현황과전망을다루었다. 3회에걸쳐번역, 게재한다.(편집자)

●●● 핵연료 리뷰 - ① 공급

우우라라늄늄의의 수수요요 증증가가와와 공공급급 확확대대
MMiinniinngg tthhee ssuuppppllyy ggaapp

Julian Steyn
Energy Resources International

지난 수 년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 대한 밝은 전망이 있었다. 이러

한 새로운 원자력 시대 성공의 중

요한 인자는 핵연료 공급을 위해

늘어나는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

해 우라늄이 적절히 공급되는 데

있을 것이다. 

공급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이지

만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이 1980

년대와 1990년대에 누렸던 가격보

다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물 시장과 장기 계약 시장 양

쪽에서 모두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특히 새롭게 떠오

른 많은 기업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나라들에서 우라늄 탐사 및

개발 활동이 크게 증가하 다.  

사업자들은 이렇듯 긍정적인 우

라늄 공급 전망이 증가하는 것에

의해서 위안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2001년에 약 5백만

파운드의 생산량으로 한 번 세계 6

위의 생산국으로 랭크되었던 카자

흐스탄은 2009년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약 3천 4백만

파운드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의 생산량 증가가 시

장 가격의 상승과 나란히 발생하

지만, 그 나라에서는 많은 세금 부

담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에 의하여 그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캐나다는 2006년 홍수로 피해

를 입은 시가 레이크(Cigar Lake)

프로젝트가 향후 3~4년 동안 문제

없이 생산을 하게 될 것을 가정하

면 2007년의 2천 5백만 파운드 수

준의 생산량은 2015년까지는 약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의 생산 수준은 향후 10년

의 후반부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형 올림픽 댐

(Olympic Dam) 프로젝트의 생산

최근 수 년간의 원자력에 대한 수요 증가는 우라늄 공급 시장을 활성화시켰으며 이
에 의해 우라늄 채광 개발과 확장 계획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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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리뷰 - ① 공급

량이 현재의 연간 8백만 파운드 수

준의 여러 배로 확장되기 때문이

다. 

지난 수 년간 세계의 우라늄 공

급과 수요는 상대적으로 타이트하

지만 공급은 서서히 적정량을 찾

아가고 있으며, 현재 가용 매장분

이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최

소한 2020년과 그 이후에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초의 신형 원전은 대략

2016년까지는 운전 상태에 들어가

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이 미국의

우라늄 요구량의 증가에 의미있는

향을 미치려면 10년이 더 있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연료 공급에 대한

우려는 이미 몇몇 미국 사업자들로

하여금 첫 번째 노심 연료 장전을

위한 조기 연료 확보를 모색할 것

을 촉구하 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우려

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예

를 들면 중국, 러시아, 인도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장기적인 우라늄 공

급을 확증하기 위한 단계를 이미

밟고 있다. 러시아는 국내 공급량

을 크게 확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정하 다.

지난 수 년간 국내 시장의 불확

실성에 책임이 있는 많은 다른 이

슈들이 있었다. 그것들 중 주된 것

은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유로,

파운드 스털링g)과 일본의 엔화 들

을 포함하는 다른 나라 화폐들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이었

다. 

미국에서 원전 건설 추진을 지연

시킬 수 있는 수요 측면에서의 요

인은 지난 수 년간의 자재 비용, 노

동 비용, 에너지 비용의 증가와 달

러의 동반 디플레이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자본 비용의 급속한 증가

이다. 

이러한 동일한 요인들은 또한 우

라늄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원전의 계약은 향후

1~2년 동안 지연될 수 있는데, 그

것은 의회 내에서 민주당 의석 증

가 가능성과 워싱턴에서의 행정부

변화에 따라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

과 그로 인해 새로운 전략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다. 유가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세계적으로 경제의 침체를 초

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는 유가 변동에 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에서조차 마찬

가지다. 

세계의 우라늄 장기 수요 전망은

최근에 중국, 러시아와 인도의 대

규모 원자력 프로그램의 발표로 인

하여 증가하 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우라늄 생

산 활동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 으며 따라서 중국은 최근 다

른 나라로부터 장기 공급 협상을

시작하 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우

라늄 생산 센터의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 고 따라서 1993년 미국-러

시아간 고농축우라늄(HEU) 협정

과 원전 판매 패키지 등과 같은 기

존 협정에 들어있는 우라늄 수출량

이상으로 수출량을 제한해야 한다

는 결정을 하 다. 

사실상 러시아는 장기적인 우라

늄 수입 협정에 이미 들어서기 시

작하 다. 

인도는 역시 자국 내의 자원의

발견 및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직

성공적이지 못하 으며, 호주와 같

은 우라늄 공급국들에 있어서의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들과

의 수입 협정 협상에 애로 사항이

있어왔다. 일본 역시 많은 나라들

과 공급 협정을 가지고 협상을 추

진해 오고 있다. 

기름이나 가스 그리고 다른 중요

한 자원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장기

The Ranger uranium mine in Australia's Northern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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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급에 대한 세계적인 경쟁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명확

해지고 있다. 2006~2007년 겨울

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천

연가스 공급의 단기 금지(short-

lived cutoff) 조치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뿐 아니라 세계 전역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확실한 공급의 경고

로 작용하 다.    

지난 수 년간 미국과 기타 국가

들에서 전력 사업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는 핵연료

공급 사슬의 취약성이다. 

공급 전략을 최적화하기 위해 리

스크 분석이 사용될 수 있지만, 그

것은 경제적 비용보다는 공급의 확

실함에 무게를 둠으로써 그 취약성

을 최소화하는 데에만 기여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사업자들이 최근 10

년의 초반부에 자신들의 우라늄 보

유량을 줄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가능하면

그들의 종전 계약 내용에 들어있는

생산량 상한치의 유연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고 한편으로는 그

들 계약에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보유

량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시장에서 발생한 공급을 방해하

는 예측치 못한 지난 6년간의 사건

들, 즉 홍수, 화재와 우라늄광의 예

상 이하의 품질 등이 이 세기 동안

발생할수있었던사건들의예이다. 

근래 수 년간 발생한 공급 측면

에서 부정적인 일련의 사건들은

ERI(Energy Resources Inter-

national)로 하여금 여기서 예측한

대로 계획되고 공표된 명목 채광

용량에 90%의 생산율을 현실적으

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만들

었다.  

호주에서는 환경 행동주의자들

의 압력 때문에 대형의 자빌루카

(Jabiluka) 매장지(deposit)의 소

유주들이 약 3년 전 장기적인 보호

및 보수 협정을 맺는 것에 동의하

는데, 이는 미래의 일정 기간 내

에 그 지역에 전통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원에 의해서만 개발하

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뉴멕시코와 아리조

나에서 종전의 광산 가동을 재개하

는 계획이 미국 인디안 인권 단체

들 특히 나바조족(Navajo nation)

의 반대를 겪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라브라도의 오로

라 에너지 자원(Aurora Energy

Resources)의 대량의 미셀린

(Michelin) 광물 자원의 생산이 그

지역의 Inuit 부족이 그 사업 추진

을 허용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결정할 때까지 제한되었다. 

다행스럽게도 Inuit 부족은 우라

늄 채광이 규제되기만 한다면 그것

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인

다. 

데론 베이신(Thelon Basin)의

아레바 키카빅-시손(Kiggavik-

Sissons) 프로젝트는 비록 그 소유

주들은 그 미래에 대하여 상대적으

로 낙관적이긴 하지만 앞에서 언급

한 미셀린의 경우와 동일한 몇몇

문제점들에 직면해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캐나다의

아타바스카 베이신(Athabasca

Basin)의 거대한 맥아더 리버

(McArthur River) 광산은 내년 정

도 이내에 12%의 확장을 위한 규

제 기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진행중인 그리고 계획중인 카자

흐스탄의 현장 용출(in situ leach,

ISL) 광산의 개발은 2015년까지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거의 6천

만 파운드로 그 연간 생산량을 늘

릴 것으로 예상된다. 

Arlit open pit mine in Somair, Niger

│공급 간극의 천착(穿鑿)│



58ㆍ원자력산업ㆍ2008/10

호주에서는 우라늄 개발에 더 이

상의 연방 정부의 제약은 없는 반

면에 퀸즈랜드주와 서오스트레일

리아 주의 제약이 따른다. 그 두 주

의 금지 조치가 완화되거나 혹은

없어지기까지는 잘해도 수 년이 소

요될지도 모른다. 

BHP(빌리톤BHP Billiton)이 리

오 틴토(Rio Tinto)를 인수하는 것

이 성공한다면, 레인저, 뢰싱, 그리

고 올림픽 댐(Ranger, R ssing,

and Olympic Dam)사들이 한 회사

에 의해 소유되도록 만들 것이며

이는 시장에서 무서운 세력이 될

것이다. 

호 주 에 서 는 BHP 빌 리 톤

(Billiton)사가 2009년에 올림픽

댐사의 50억 파운드(5 billion)의

우라늄 자원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그 광산이 2020년대 초반이나

혹은 그 보다 빨리 대규모 노천 피

트(pit) 광산을 최소한 매년 3천 3

백만 파운드의 생산 용량으로 개발

함으로써 그 광산이 예정 스케줄대

로 확장될 것이 대단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확장에

최소 50억 달러가 들 것이며 그보

다 더 많은 양이 언론에서 언급되

었다는 사실이다. 

이 확장 계획이 이 광산으로 하

여금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자가

되도록 할 것이며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이 더 확장될 잠재성

도 있다. 

우라늄과 구리의 공동 생산자로

서 구리 시장의 전망은 투자를 결

정하는 데 한 요인이 될 것이다.  

나미비아는 수많은 주요한 프로

젝트를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는 생산능력을 3배로 증가시켜 향

후 10년의 중간쯤에는 연간 3천만

파운드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나라는 우라늄 광산 탐사와

개발을 환 하고 있어서 여러 나라

의 회사들이 이곳에서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중국 회사들

이 상당한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반군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정

한 것이 탐사하는 데 몇몇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만 이것들은 곧 해

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활동

국제 우라늄 시장에서는 지난 수

년간 우라늄 가격에서 상당한 흥분

상태를 목격하 다. 

현물 시장 가격은 2003년에 10

불, 그리고 이전 14년 동안의 대부

분 가격 수준 이하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 으며, 2004년에는‘10불

대’를 통과하여 가속적으로 상승하

다. 

가격 상승은 계속되어 2007년

6월 산화우라늄(U3O8) 파운드 당

135불의 최고치를 기록하 고 그

이후 2008년 7월의 64불에 이를

때까지 하락하기 시작하 다. 

지난 연도의 가격 하락은 부분적

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동

안 많은 사업자들이 장기 계약 물

량과 사전 확보량을 증가시키고 조

달 기간을 연장한 것에 기인하

다. 

2005년과 2006년의 장기 우라

늄 계약 물량은 거의 같았으며 지

난 15년간의 평균 물량의 대략 4배

에 달하 는데, 이는 그 2년의 각해

마다 2억 5천만 파운드에 해당한

다.   

장기 계약 시장 가격(term

R  ssing uranium mine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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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richment tails assay -- A measure of the amount of fissile uranium (U-235) remaining in the waste stream from the uranium
enrichment process. 

2)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was created in December 1991. In the adopted Declaration the participants of the
Commonwealth declared their interaction on the basis of sovereign equality. At present the CIS unites: Azerbaijan, Armenia, Belarus,
Georgia, Kazakhstan, Kyrgyzstan, Moldova, Russia,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and Ukraine. 

market price)은 현물 시장 가격

(spot market price)이 2007년 6

월 현물 가격이 최고치를 도달한

95$에 이르기까지 현물시장 가격

의 증가를 따라갔다. 

장기 계약 가격은 그 수준에서

11개월간 머물 으며 그 후 2008

년 6월 말에는 80불로 하락하 다. 

이 두 가격 지수가 최고치로부터

내리기는 하 지만 이들이 과거의

낮은 값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격의 상승이 사업자로

하여금 기존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새 생산설비를 짓는 계획을 세우도

록 하 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우라늄 광산

개발을 자극하 다. 우라늄 수요

측면에서의 예측을 벗어나게 하는

요인은 우라늄 농축 프로세스에서

폐기물 측 잔여 핵분열성 우라늄의

양(enrichment tails assay)1)의 감

소와 가격 상승으로부터 초래된 관

련 요건들이다.

수요량

예측에 의하면 세계의 원전 우라

늄 수요량은 2008년의 연간 U3O8

1억 6천 4백만 파운드 수준으로부

터 2030년의 2억 4천 6백만 파운

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분석은 리사이클을 위한

소요량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은 아

니지만 대신 리사이클 물량을 공급

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유럽과 미국의 소요량은 현재

부터 2020년까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즉 서유럽은 4

천 9백만 파운드에서 5천 2백만 파

운드까지, 미국은 5천 2백만 파운

드에서 5천 5백만 파운드까지 늘

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아

시아의 소요량과 독립국가연합

(CIS)2)과 동유럽(EE, 유럽연합의

새 회원을 포함하는)의 소요량은

2020년까지 각각 약 60%까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및 최대 수요량이 2060년

까지 각각 연간 3억 5천만 파운드

와 4억 8천만 파운드로 외삽 예측

되는 것이 흥미롭다. 

이는 세계 생산량이 2060년까

지 현재 생산량의 3~4배 사이로

증가하여야 하거나 재처리와 재순

환이 그때까지는 널리 확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060년은 2020년

의 작업 시작과 40년간의 운 기

간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

분의 미국 원전은 60년의 운전 수

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공급

향후 수 십년간의 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는 U3O8 공급 능력은 민간

과 정부의 U3O8 재고량, 핵무기의

핵분열성 물질 재고량, 농축 잔여

물의 업그레이드, 플루토늄과 우라

늄 재순환으로부터 확보될 것이며

이는 여러 형태의 기존 채광된 우

라늄(AMU)과 우라늄 채광 생산으

로부터 확보됨을 의미한다.

<표>는 2008-2030년 동안의

ERI 참조케이스 수요량 예측을 충

족시키기 위한 채광 예측치와

AMU 공급 능력과 결과적으로 나

타난 잉여 혹은 부족분을 요약한

것이다. 

기존 채광 우라늄(AMU) 예측

은 몇몇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에

플루토늄과 우라늄 재순환이 있을

것이며 또한 일부 무기급 플루토늄

잉여분이 미국과 러시아에서 혼합

산화연료(MOX)로 향후 10년간

사용될 것을 가정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채광 생산 능력은

2008년 기준 수요량인 현재의

71% 수준으로부터 2015년에는

100% 이상의 수요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가능한 생산량은 2008년의

실제 명목 생산 능력의 95%로 정

해지며 이후 2009년에는 90%가

된다. 

이러한 생산능력률(capacity

factor)은 2000년 이래 산업체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표의

│공급 간극의 천착(穿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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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축 단위는 SWU(Separative Work Unit : 농축 역무 단위)라는 특수 단위를 사용하는데 일종의 에너지 단위로 농축도가 높을수록 소위
SWU가지수적으로증가하며1,000MW급발전소1기당연간약100,000SWU가소요된다.

데이터로부터 현재 채광 능력과 개

발중인 채광 능력에다 총 AMU를

더한 것이 2008~2025년의 기준

소요량을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양

이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더 나아

가서 추정 공급량은 상당량이 존재

하는 향후 채광에 의해 더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 견지에서 AMU의 많은

부분이 채광 생산 이전에 소비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재고량의 누적을 가져올 것

으로 보인다. 

잉여 채광 능력은 이 재고량의

누적을 지원하고 그리고 채광 생산

감축(cutbacks)량을 최소화할 것

이다.

재고량

사업자가 보유했던 여러 형태의

상업용 우라늄의 잉여 재고량이 대

규모로 소비된 반면 정부가 보유하

고 있던 AMU는 향후 15~20년 동

안 적절한 수준으로 시장으로 계속

유입될 것이다. 

AMU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13년까지는 러시아의 고농축 우

라늄(HEU)이 될 것이며 그 다음

으로 그보다 작은 미국의 HEU, 플

루토늄과 유럽과 일본의 재처리 우

라늄 재순환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에서 업그레이드된 우라늄 농축 잔

여물(uranium enrichment tails)

이다. AMU는 2030년까지 상당한

공급량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1993년의 미국-러시아 HEU

협정은 1996년의 미국 농축 회사

사유화법(USEC Privatization

Act)에 따라 2013년까지 미국에

서 HEU에 포함되어 있는 HEU의

농축 역무 단위(SWU)3)와 함유 우

라늄 등가 공급(uranium equiva-

lent feed)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업자들은

2013년 이후 그 공급의 상실로 인

한 시장 충격에 대해 우려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2008년 2월 1일

오랜 기간의 협상 끝에 미국과 러

시아 정부는 새로운 쿼타 시스템하

에서 러시아의 우라늄 생산품을 미

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러시아 보류 협정(Russian

Suspension Agreement)’에 대한

수정안에 서명하 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러시

아의 저농축 우라늄(LEU)이 아주

소량으로 미국에 반입 허용될 것이

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20년까

지 러시아는 약 20%까지의 미국

시장을 차지하게 되는 농축 우라늄

을 농축 우라늄 제품(EUP)으로 공

급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데 이는

연간 천 3백만 파운드를 포함한다. 

그 수정안이 미국에서의 안정적

인 우라늄 시장을 추진하고자 하여

새로운 농축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그 수

정안이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많은 의문이 표명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미국으로 러

시아산 우라늄이 수입되는 것에는

현재로서는 제약 사항이 없다.   

핵연료 공급자와 원전 운 자들

을 포함하는 세계의 원자력 산업

체는 현재 약 6억 3천 백만 파운

드의 상업용 우라늄 재고량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향후 약 4년간 세계의 수요

량과 맞먹는 분량이다. 프랑스와

일본은 특히 다량의 재고를 보유

하고 있다. 

비록 일본 같은 몇 나라들이

2000년 이후 10년의 초반부에 재

고량을 줄이고 있지만 이러한 현

상은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원전 운 자

들은 2003년의 10개월 분량의 수

요량 재고 요건을 증가시켜서 이제

19개월의 수요량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사업자들과 민간 공급자

들은 2008년 초에 약 1억 천만 파

운드의 U3O8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으로 추산된다. 미국 아닌 지역의

사업자와 공급자들(독립국가연합,

동유럽, 중국은 제외하고)에 의해

보유된 상업용 재고량은 약 3억 7

천만 파운드의 U3O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양의 상업용 재고량의 총합은

U3O8 4억 8천만 파운드로 추산된

다. 독립국가연합과 동유럽은 1억

5천만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

●●● 핵연료 리뷰 - 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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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산된다. 

이것들과 에너지부(DOE)의 재

고량 약 4천 3백만 파운드를 합하

여 세계의 총상업용 재고량은 6억

7천만 파운드가 된다. 

상업용 부문의 재고량에 추가하

여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U3O8 3억

4천만 파운드와 4억 4천만 파운드

에 해당하는 HEU 재고량을 보유

하고 있다. 

이 두 나라는 또한 각각 약 9천

만 파운드와 3억 5천만 파운드의

농축 잔여량(tails)을 보유하고 있

는데 이 양은 시험 분석에 따라 크

게 좌우된다. 

러시아의 잔여량으로부터 생산

가능한 우라늄량은 확보 가능한 잔

여량(tails)과 사용 가능한 잉여 농

축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위에서

보여준 분량은 2008년부터 2030

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다.

다른 나라, 예컨대 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소량의 우라늄

재고량이 있지만 그 양과 시장에서

의 가용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사소한 재고량을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3천 5백만 파운드에 이

른다.      

우라늄광생산

향후 10년 동안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나미비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6개국이 세계의 우

라늄광 생산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

된다. 

캐나다는 2007년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국이었으며 U3O8을 2

천 4백 육십만 파운드를 생산했다.

캐나다 생산량은 시가 레이크

(Cigar Lake), 확장된 맥아더 리버

(McArthur Lake), 미드웨스트

(Midwest), 맥 컬 린 레 이 크

(McClean Lake) 프로젝트가 전면

생산에 들어갈 경우 2016년까지 6

천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다. 

그리고 최소한 향후 10년의 중

반까지 래빗 레이크 이 포인트

(Rabbit Lake Eagle Point)) 광산

이 계속 가동되어 채굴된 광석을

분쇄 공장으로 이송할 것으로 예상

된다. 

미드웨스트 광산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약 5년 동안 채굴될 예정

이며 산적되어 있는 광석은 제브

(Jeb) 분쇄 공장과 래빗 레이크 분

쇄 공장으로 공급되는 시가 레이크

광석과 섞여지곤(dilute) 한다. 

시가 레이크 광산 지하 작업은

2006년의 심각한 홍수로부터 최근

회복되고 있다. 그 광산은 2011년

~2012년 기간 동안 생산을 재개하

게 될 것이다. 

돈 레이크(Dawn Lake), 레니

엄(Millennium), 키가빅-시손스

(Kiggavik-Sissons), 그리고 미셀

린(Michelin) 프로젝트의 자원들

은 계획대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의 중반쯤까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2007년에 2천 2백 사십

만 파운드의 U3O8을 생산하는 세계

2위의 우라늄 생산국이었다. 

호주는 레인저와 올림픽 댐 3개

의 거대한 생산 기지와 하나의 현

장 용출 광산(ISL) 센터로서 비버

리(Beverly)를 보유하고 있다. 이

들 광산으로부터 2007년 생산량은

각각 1천 백 구십만 파운드, 8백 8

십만 파운드, 1백 7십만 파운드이

다. 

이들 레인저 광산에서는 최소한

2020년까지 운전할 수 있는 충분

한 매장량이 있으며 근처의 자비루

카(Jabiluka) 매장지가 개발 허가

를 받을 경우에는 이 레인저 분쇄

공장은 다시 20년 더 계속운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전망은 호주

노동당의 2007년 연차 전당대회에

서 우라늄 채광 정책이 수정됨으로

써 밝아졌다. 

비버리 광산은 약 2010년까지

는 폐쇄될 것 같으며 인근의 포 마

일(Four Mile) 광산에 의해 대체

될 것 같다. 

호주의 다른 유망한 소량의 액상

채광 매장지인 하니문(Honey-

moon)에 대한 전망은 그 소유주인

우라늄 원(Uranium One)이 최근

그것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불확실하다.  

카자흐스탄에는 지하의 체리니

(Tselinny) 광산과 대형 스텝노고

르스크(Stepnogorsk) 분쇄 공장

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통적인 광

산 프로젝트 외에도 적어도 20개

의 중요한 현장 용출(ISL) 우라늄

생산 프로젝트가 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상대적으로

│공급 간극의 천착(穿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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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 2백 6십만 파운드로부터 5백

2십만 파운드의 생산 능력을 가지

는데 이는 ISL 채광으로서는 큰 것

이다. 

사실상 카메코(Cameco)의 잉

카이(Inkai) 프로젝트는 약 2014

년까지 천 4십만 파운드로 생산 능

력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에서 생산된 젖은 옐로 케이

크는 울바(Ulba)금속센터나 스텝

노고르스크 분쇄 공장으로 선박으

로 이송된다. 

국립원자력회사(The National

Atomic Company, NAC)인 카자

톰프롬(Kazatomprom)은 몇몇 프

로젝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으며 다

른 프로젝트들은 외국 회사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생산량은 2007년

의 천 칠백 삼십만 파운드로부터

2010년까지 적어도 4천만 파운드

로 그리고 2015년까지는 아마도

육천만 파운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이 실제 일어날 것인지 아닌

지는 이 나라의 채광 기반의 능력

에 부분적으로 달려있다. 예를 들

면 지난 연도에 심각한 황산 부족

현상이 있었으며 이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예측 가능한 기간 내에서는 남아

공화국의 경제와 전력 부족이 이

나라의 우라늄생산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지

만, 현재의 2백만 파운드의 생산량

이 2010년까지는 연간 사백만 파

운드 그리고 2015년까지는 연간

육백만 파운드로 생산량이 증가할

조짐이 일부 보이고 있다. 

이 나라에는 4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발 리버(Vaal River), 버펠

스폰테인(Buffelsfontein), 에즐위

니(Ezulwini), 그리고 도미니언 리

프(the Dominion Reef) 광산이다. 

도미니언 광산은 2007년과

2008년 초 심각한 경 상 문제와

광석의 품위 문제를 겪었으며 현재

는 작년 운전을 시작하 을 때 기

대했던 양의 일부분만 생산을 하고

있다. 

아레바는 서부 케이프의 뷰포트

웨스트(Beaufort West) 지역에 있

는 리스트 쿠일(Ryst Kuill) 매장

지역의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기존의 아쿠

타와 알리트(Akouta and Arlit) 광

산이 2007년 각각 오백 삼십만 파

운드와 삼백만 파운드를 생산하

다. 

나이지리아의 생산량은 향후 수

년간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생산량

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아레바의

이무라렌(Imouraren) 광산이 전

●●● 핵연료 리뷰 - 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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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생산에 들어가게 될 경우 2007

년의 팔백만 파운드 수준으로부터

2015년까지는 2배 이상으로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폐쇄 예정이었던 나미

비아의 뢰싱(R  ssing) 센터에서의

생산량은 2020년까지 그리고 아마

도 그 이후까지 현재 생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팔라딘(Paladin)의 새 랑거 하인

리히(Langer Heinrich) 프로젝트

는 연간 2백 사십만 파운드로 운전

되고 있으며 3백 7십만 파운드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다. 

아레바의 대형 트레코프제

(Trekkopje) 프로젝트의 개발은

나미비아의 생산능력을 2012년까

지 연간 약 이천만 파운드로 늘일

것이다.  

팔라딘(Paladin)사는 말라위

(Malawi)에서 카예레케라(Kay-

elekera)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2009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의 생산은 2007년의

9백 삼십만 파운드 수준으로부터

2015년까지는 천 사백만 파운드로

확장될 것이다. 

대략 이 생산량의 2/3는 시베리

아의 크라스노카멘스크(Kra-

snokamensk)의 프리아르군스키

광산(Priargunsky mine)에서 올

예정이다. 

나머지는 현재 각각 이백 육십만

파운드로 확장되고 있는 키아그다

와 다루르(Khiagda and Dalur)

ISL 프로젝트로부터 올 것같이 보

인다. 

러시아가 국내에서 광산 개발을

추구하고 국내의 탐사 개발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므로 러시아는 카자

흐스탄과 몽고와 우즈베키스탄 그

리고 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

입을 늘일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생산량이 현재

로부터 향후 10년간 상대적으로

일정할 것이지만 러시아와 일본은

이 나라에서의 탐사와 개발에 관심

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생산량은 수입에

따르는 비용 저감을 위해서 2015

년까지 2배로 증가하여 4백만 파

운드에 달할 수 있다. 

중국은 향후 생산량을 서서히 확

장할 것이며 탐사와 개발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이 나라는 최소한

2020년까지는 다른 나라로부터 우

라늄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에는 기존의 여러 ISR(In

situ recovery) 생산 센터가 있으

며 그중 몇몇은 오랜 동안 가동되

어 왔다. 

그리고 최근의 우라늄 가격 상승

은 많은 노후된 우라늄 광산으로

하여금 먼지를 닦아내고 생산을 재

개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은 2007

년의 우라늄 생산수준인 4백 5십

만 파운드로부터 2010년까지는 6

백만-8백만 파운드로 증가시킬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 총

약 4천만 파운드 그리고 2020년까

지는 그 두 배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최소한 20개소의 추가적인

확인 가능한 매장지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개발은

해당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가 현저하다.  

│공급 간극의 천착(穿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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