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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원전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자력의 이용에 대해 찬성하

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은 정부의 정

책, 법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되기도 한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는

데, 하나는 원전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전에서 탈피

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원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독

일을 위시하여 스위스, 이탈리아, 대만 등의 국가는 탈원전을 선언하였

다. 이러한 두 가지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탈원전 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 2017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 정책적으로 

원자력을 추진하던 기조를 바꾸어 탈원전 및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

대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단계이다. 

탈원전을 과거부터 추진 중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탈원전 정책의 추

진은 정부의 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의 입법이나 국민

투표의 절차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타

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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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이미 탈원전 정책을 시행 중인 독일, 스위스, 대만, 이

탈리아에 대해 탈원전 정책 결정과정을 반원전 여론 조성, 국민의견 수

렴(공론화 과정),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 의회에서의 입법, 국민투표 

등 5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사례를 조사하였다. 

독일 스위스 대만
이탈
리아

일본 특징

반원전 
여론 조성

O O O O O
· 탈원전 정책 결정의 기반
· 탈원전 정책결정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요인

국민의견 
수렴

(공론화)
O O X X O

· 반원전 여론이 강해졌을 때 
시행
· 정부의 공식결정에 결정적 
영향

정부 결정 O O O O O

· 국가의 탈원전 여부를 
구분하는 결정적 요인
·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 
결정도 번복될 가능성 
높음(예: 일본)

국회 입법 O O O O X
· 정부의 탈원전 결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 번복 가능성 있음(예: 독일)

국민투표 X O X O X
· 탈원전 여부에 대해 
결정짓는 최종적인 수단

< 탈원전 단계별 주요국 진행 여부와 특징 >

주: 일본은 탈원전 국가가 아니지만 국가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 고찰에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본 표에 포함시켰음. 

자료: 저자 작성

반원전 여론은 원전을 운영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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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원전 운영국에서 원전에 대한 찬반 여

론은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원전정책이 

영향을 받는다. 반원전 여론은 이후의 탈원전 정책 결정으로 가는 길의 

기반이 된다. 특히 반원전 여론의 상승으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당의 

지지도 상승하여 정권을 잡게 되면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이후 

입법과정이나 국민투표에서도 대중의 여론이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탈원전 결정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 된다는 점

에서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탈원전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

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이를 공론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론화를 거친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공론화에서 도출된 결론

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는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원전 관련 정책에 결정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해당 국가를 탈원전 국가인가 아닌가를 

구분짓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결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가능성이 비

교적 낮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결정을 내리면, 이를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주기도 한다. 국회에서의 탈원전 법안 통과는 

탈원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에

서처럼 탈원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안

이 폐기되고 다시 원전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탈원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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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국가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부의 정책 및 의회에서의 입법

으로도 찬반 논쟁이 가라앉지 않을 때 탈원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최

종적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3. 정책제언

원자력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 여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자력 관

련 정책은 정치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론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 뿐 아니라 공론화 과정, 의회에서의 입법과정, 국민투

표 등 탈원전의 각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파

악된 여론의 특징 중 하나는 여론이 변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

력에 대해 보여지는 여론과 실제 전체 국민이 원자력에 대해 지지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관련 여론이 변한다는 점과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이 도드

라져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공론

화 과정은 자기 주장을 내지 않는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파악할 뿐 아

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론화 참여자 간에 심도있는 토론은 원자력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국민들 간에 의견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 한다. 일반 대중은 원자

력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거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공론

화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지식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 대중이 원자력에 대한 태도를 보다 신중하게 취

하고 여론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또한 공론화는 국가적인 사

업추진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진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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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화 추진 및 효과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탈원전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공론화 과정과 의회

에서의 입법 과정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권이 바뀌면 원자력 정

책도 바뀔 수 있다. 보다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 두 단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론화와 입법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후에 정책이 번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행정

부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보다는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

한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토의는 원자력에 대한 찬반 양론을 수렴

하고 논의하는 과정으로서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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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에너지정책의 결정과정은 과학자, 관료 등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점차 

일반 대중의 여론이 반영되는 정치·사회적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

한 기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대형 원자력사고이다. 특히 후쿠시

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 결정 구조(프레임)에 기존의 3E1)에 안

전성이 강조되는 흐름이 발생하였다. 과거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안전

기준, 스트레스테스트 등에서 보듯이 지극히 기술적인 전문가의 영역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원전안전에 대한 평가가 기술적인 평가 결과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에너지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일반 대중의 여론이 반영되는 정치·사회적 과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원전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자력의 이용에 대해 찬성하

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은 정부의 정

책, 법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되기도 한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는

데, 하나는 원전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전에서 탈피

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원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독

일을 위시하여 스위스, 이탈리아, 대만 등의 국가는 탈원전을 선언하였

다. 이러한 두 가지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탈원전 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 2017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 정책적으로 

원자력을 추진하던 기조를 바꾸어 탈원전 및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

1) energy security(공급안전성), economy(경제성), environment(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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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단계이다. 

탈원전을 과거부터 추진 중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탈원전 정책의 추

진은 정부의 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의 입법이나 국민

투표의 절차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타

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들의 여론 형성과

정과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독일과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의 사례를 조사 및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2장에서는 주요 원전사고가 각국의 원전 정책에 미친 영향

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탈원전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탈원전의 단계별로 각 국가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조

사하고 5장에서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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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 원전사고의 원전정책 영향

1. 주요 원전사고가 원자력 정책 및 산업에 미친 영향

원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정책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원전사고는 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정부가 

탈원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 원전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1950년대 후반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한 이래 5등급 이상의 

사고는 총 5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

고는 7등급으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와 후쿠시마 원전사

고(2011년), 그리고 5등급으로 기록된 쓰리마일 원전사고(1979년)을 꼽

을 수 있다2).

1979년 미국에서 발생한 쓰리마일 원전사고는 당시 활발한 원전건설

을 추진 중이던 미국이 원전건설을 중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고 이후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미국 내에 더 이상의 원전 

건설은 없을 것이라 발표하였다. 1979년 시점에 건설 중인 원전은 총 

87기였으나 이 중 38기가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건설 계획 중에 있

던 원전은 모두 착공이 취소되었다. 또한 이 사고는 미국 내에서 대중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고 반원전 운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1979년부터 Vogtle 3,4호기

와 Summer 2,3호기가 착공한 2013년까지 신규건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2)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http://opis.kins.re.kr/opis?act=KROCA2100R, 검색일: 20
18.1.31)



4

않았다. 

쓰리마일 원전사고의 영향이 비교적 미국 내에 한정되었다면, 1986

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유럽의 국가들의 원전정책 방향에 영

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다량의 방사

성 물질이 인근 국가로 퍼져나갔고, 유럽 전역이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유럽의 주요 원전운영국에서 반원전 

여론이 강화되고 탈원전을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이탈리아에서

는 사고 다음해인 1987년 국민투표가 시행되어 원전폐쇄를 결정하였

다. 독일에서는 1986년 8월에 10년 안에 독일의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

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스위스에서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반원

전 여론이 높아져 1990년 향후 10년 간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

이 발의되었고,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통과되었다. 

쓰리마일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는 전 세계 원전산업을 위축시키는 원

인이 되었다. 사고의 여파로 각국에서 신규 원전건설 금지 정책을 발표

하고 건설 중인 원전도 건설을 중단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완공되는 

원전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세계 원

전산업은 침체기에 접어든다. 가장 큰 원전시장인 미국에서 전혀 착공

되지 않았고 유럽에서도 착공원전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두 사고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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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주요 원전사고와 연도별 원전 완공건수

  자료: IAEA PRIS(www.iaea.org/pris/)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검색
일: 2018.2.27.)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0여년간 원전산업은 긴 침체

기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인 공통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의 장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원전산업이 다시 부흥기를 맞는 듯하였다.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던 독

일에서는 2009년 기존의 정책을 뒤집고 원전의 가동기간 연장을 통해 

원자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이탈리아는 2009년 3월 프랑스

와 EPR 원자로를 4기 건설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하였다3). 30년간 원

전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미국에서도 발전회사의 신규 원전건설 

계획 발표와 규제당국의 원전건설 승인이 이어졌다. 급속한 경제성장으

로 전력수요가 급증한 중국과 인도에서 대규모의 원전 건설계획을 발

표하였다.

3) 대한건설신문(2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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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요국의 원자력정책 방향 변화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쓰리마일 원전사고가 미국에, 체

르노빌 원전사고가 유럽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후쿠시마 원

전사고로 인해 원자력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성장이 예상되

던 세계 원전산업은 다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주요 원전운영국은 공통적으로 

원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자

연재해에 대비하여 보조전력 공급원 및 냉각수 확보 관련 규제가 강화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EU는 회원국과 스위스, 우크라이나의 원자

로 165기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미국에서도 원전의 안

전성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신규원전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에서는 규제기준

을 강화한 신규제기준을 발표하였다4).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원자력을 유지할 것

인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가별 원자력정책을 보면, 원자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국가와 축소 및 폐지하는 국가로 나뉜다. 원자력을 유지 및 확대하는 국

가에는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영국 등이 있고, 원자력을 축소 및 

폐지하는 국가에는 독일,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 등이 있다(<표 2-1> 

참조).

4) NEI(2013.6; 김형준 역), pp.8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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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국가 관련 내용

유지

미국 원전 건설 관련 세액 공제, 34년만에 원전 건설 재개

프랑스 원전 비중 축소하지만, 50%이상 유지

중국 신규 원전 건설 활발, 해외 원전 수출

러시아 신규 원전 건설 활발, 해외 원전 수출

영국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식, 신규 원전 건설 추진

탈원전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2022년까지 원전 폐지

스위스 탈원전 관련 국민투표 실시, 2034년까지 원전 폐쇄

대만 2025년까지 탈원전 실현

이탈리아 원전 신규건설 계획 중지

<표 2-1>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요 원전운영국 정책방향(2017년 시점)

자료: 언론기사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 유지 및 확대 국가

미국은 원자력을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중요한 수

단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원전을 지원해오고 있다. 원전 건설 관련 

세액 공제제도가 존재하고, 신규원전 건설이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량에 증대에 따른 가스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전력도매가격 하락으로 원전 자체의 경제성이 하락

하여 조기폐쇄되는 원전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방

정부 및 주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에

서 가장 높은 나라로, 전통적으로 원자력에 우호적인 국가이다. 후쿠시

마 사고 이후에도 기존의 원전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영국에 

EPR 모델의 수출을 추진하였다. 2012년 진보성향의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프랑스의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75%에서 50%로 감



8

축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11월에는 감축시점이 2030~2035년으로 연기하는 계획이 발표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국은 자국내 원전 증설과 해외 원전수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원전굴기’를 내세우며 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

월 말 기준 19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 중 58기 중 약 33%를 차지한다5). 2020~2021년까지 58GW, 

2030년까지 150GW의 원전설비용량 달성을 목표로 원전건설을 추진하

고 있어, 향후 최대 원전운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6). 또한 저

렴한 건설단가, 풍부한 자금력,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원전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키스탄에 이미 자국 노형 원

자로를 건설하였고 영국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에도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자국 내에 부유식 해상원전을 비롯하여 신규원전을 활발히 

건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전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

아는 주요 원전수출국 가운데 월등한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러시아 원전회사인 ROSATOM에 풍부한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

기 때문이다. 

영국은 자국의 노후화된 AGR(개량형 가스냉각로)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6개의 부지에서 총 13기의 원자로 

건설계획이 추진 중이다7). 또한 원전에 대한 지원책으로 장기차액계약

5) IAEA PRIS(https://www.iaea.org/PRIS/WorldStatistics/UnderConstructionReactorsB
yCountry.aspx, 검색일: 2018.2.2)의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건설 중인 원전으로 
집계되지만 실질적으로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만의 원자로 2기 등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6)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017년 10월 27일자,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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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를 통해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일정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나. 축소 및 폐지 국가

독일은 2009년 메르켈 정부(기민·기사당-자민당 연정)가 기존의 탈원

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의 수명 연장을 통해 원자력을 활용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8개의 노후 원자로를 가동 정지하고 5월에는 2022년까

지 모든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스위스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노후원전 인근에서 대규모 반원전 

시위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2011년 5월 기존 원전의 단계적 폐쇄 및 신

규원전 건설 금지를 결정하였다. 

대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반원전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관련 

시위가 격화된 끝에, 2014년 4월 보수성향의 민진당 정부는 제4기 원전

건설 잠정 중단과 추후 국민투표에 의한 건설재개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6년 진보성향의 민진당이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되어 제4기 원전을 완공하지 않고 폐쇄하기로 결정함으

로써 탈원전 추진국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원전건설을 추진하던 정부가 2011년 6월 원전의 부

활 계획 등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94%의 반대로 해당 안이 부결

7)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t-z/unite
d-kingdom.aspx(검색일 : 2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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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쓰

리마일과 체르노빌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원전건설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왔으나, 후쿠시마 사고로 국내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이 악

화되었고, 반원전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다. 2017년 대선에서 대부분의 

대선 후보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문

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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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내용

1.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결정한 독일은 2011년에 발표된 ‘에너

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기후변화 대응(이산화탄소 배출 감

축), ② 원전의 단계적 폐쇄, ③ 에너지안보 개선(화석연료 수입 감소), 

④ 산업경쟁력 확보와 성장 등이다. 주요 목표로 ① 2050년까지 온실가

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이상 감축, ②2050년까지 전력소비량을 

2008년 대비 25% 이상 감소, ③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 ④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

쇄 등을 내세웠다(<표 3-1> 참조).

구분 세부목표 2020 2030 2040 2050

온실가스 감축 90년 대비 배출량 -40% -55% -70% -80~ -95%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전력소비 비중 >35% >50% >65% >80%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18% 30% 45% 60%

에너지
효율 개선

08년 대비 
1차 에너지 소비

-20% → -50%

08년 대비 
전력 소비

-10% → -25%

원전 폐쇄 단계적 폐쇄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자료: BMWi(2016.12) “The Energy of the Future” p.4

<표 3-1>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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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패키지’를 2011

년 6월에 발표했다.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하며, ‘신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개

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여 원전의 단계적 폐

지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표 3-2> 참조).

구분 내용

원자력법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함

전력망확대촉진법
연방네트워크청이 북부와 남부 지역 간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를 관할하게 되어, 프로젝트 승인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진행을 기대함

신재생에너지법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FIT
지원금을 인상함

에너지산업법
송전시스템을 세분화함
모든 전력망 운영사업자에 전력망 구축 공동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함

에너지기후변화기금법

EU-ETS 배출권 거래의 수익 전체가 
에너지기후변화기금에 적립되도록 함
이 기금은 원자력 폐지, 친환경에너지 공급, 기후 및 
환경보호 관련 국제 프로젝트, 전기차 개발 등에 사용함

기후목표와 양립 가능한 
도시, 지방 개발강화법

도시 및 지역 공동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의 
사용 확대를 명시함.

해상풍력 발전설비 강령
연방해사청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프로젝트 승인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진행을 기대함.

자료: 김봉금(2013.6.14; pp.16~17)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 3-2> 에너지패키지(6개 법 및 1개 강령)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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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위스의 에너지전략 20508)

스위스는 2011년 5월 원자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에너지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을 수립했다. '에너지전략 2050'의 목표는 ① 에너지효율 

개선, ②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③ 원자력 퇴출 등이다. 

에너지전략 2050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 2000년 대비 1인

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까지 16%, 2035년까지 43% 감축하고, 

1인당 평균 전력 소비량을 2020년까지 3%, 2025년까지 13% 감축을 추

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7년 2,832GWh에서 2020년까

지 4,400GWh, 2035년까지 11,400GWh로 확대(수력 제외)하고, 재생에

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2.3센트/kWh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

다. 가동 중인 원자로 5기는 설계수명 만료 시 폐쇄하며, 신규 원전 증

설로 대체하지 않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장 노후한 원전을 2019년

에 폐쇄시키고, 최신 원전은 2034년까지 폐쇄하되 조기폐쇄하지는 않

기로 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원자로의 가동허가기간에 대한 제한이 부

재하였으나, 이 전략을 통해 원자로의 수명을 50년으로 제한하게 되었

다. 원자력의 폐쇄에 따른 발전량 감소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강화하

여 대체할 계획이다.

8) 에너지경제연구원(2017.5.29) p.54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14

구분 세부사항 내용

에너지 
효율 
개선

CO2 배출규제 강화
탄소배출량 현재 130g/km에서 2021년부터 4인승 
이상 승용차는 95g/km, 트럭 147g/km 미만으로 
축소

에너지효율개선 
프로그램 지원

탄소세 인상(연간 최대 4억유로)을 통한 기금확장 
및 기간연장(당초 2019년까지 예정)

에너지효율개선
세제 감면

공사기간 및 종료 후에도 회계기간 2회 연속으로 
비용 세금공제

스마트 미터 설치
기존 전력 계량기를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정확
한 계량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절약 장려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전력 FIT지원 제한
소형수력발전소(1MW 이하)는 FIT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형수력발전소 지원
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된 기존 대형수력발전
(10MW 이상) 전력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켓 프리미엄(0.2센트/kWh) 지급

전력 투자분담금 지원
수력 및 바이오매스,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시
설에 투자분담금 제공

한시적 FIT 지원
신규 FIT는 2022년 말까지 제한되며, 2031년부터 
투자분담금 제공하지 않음

전력요금 추가징수
kWh당 1.5센트에서 2.3센트로 재생에너지 전력요
금 추가징수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효
율 개선 촉진

허가절차 신속화
각 주마다 재생에너지 시설 허가 절차 신속화, 연
방법원은 원칙적인 법률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력시
설 계획 승인

탈원전 신규 원전 건설 금지
기존 원전은 안전성이 보장되는 기간에 한해서 가
동하며 수명이 만료되면 폐쇄

자료: DETEC; 에너지경제연구원(2017.5.29) p.55

<표 3-3> 스위스 에너지전략2050 주요 내용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전원별 발전량 비중에서 33.3%의 원자력 비

중을 가지던 스위스는 가동 중인 원자로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더라도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하게 되었다. 스위스는 현재 총 5기의 원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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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중인데9), 이 원전들은 안전성이 보장되는 기간에 한해서 가동을 유

지하며, 수명이 만료되면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표 3-4> 

참조).10) 

원자로명 종류 순용량 (MWe)* 가동시작연도 가동중단 예정연도

Beznau 1 PWR 365 1969 2019

Beznau 2 PWR 365 1971 2021

Mühleberg BWR 373 1971 2019.12

Gösgen PWR 1,010 1979 2029

Leibstadt BWR 1,220 1984 2034

자료: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o-s/
switzerland.aspx(검색일 : 2017.2.9)

<표 3-4> 스위스 원전 가동중단 예정연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개선 투자에 드는 자금 중 

연간 4억 8,000만 스위스 프랑(약 5500억 원)을 전기 요금으로 추가 징

수하며, 4인 가족의 평균 가구의 요금 증가분은 연간 40프랑(약 45,500

원) 정도라고 밝혔다. 한편, 인민당이 5월 국민투표를 회부할 당시 주장

한 원전 폐쇄 시 각 가정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증가분은 연 3,200프랑

이었다11).

 9) 가동 중 원자로의 가동시작연도는 Beznau 1호기 1969년, Beznau 2호기 1971
년, Mühleberg 1971년, Gösgen 1979년, Leibstadt 1984년이다.

10) 기존 원전의 안전성은 규제기관(ENSI)에 의해 판단되어, 계속 운전 승인 여부
가 결정된다.

11)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18호,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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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2017년 1월에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대만정부의 2단계 전력법 

개정 계획 중 1단계 개정12)에 해당하며, ‘친환경 에너지시장 자유화’라

는 목표를 바탕에 두고 있다. 개정 목적13)은 에너지전환 촉진, 탄소배출 

감축, 다양한 전력공급원 촉진, 지속가능한 개발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까지의 완전한 탈원전, 대만의 국영전력회사인 대만전력

(TaiPower)의 구조개편14),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전력 거래 플

랫폼 설립, 민간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

가 대만전력에만 전기를 판매하도록 한 독점 규정도 수정하여, 개정안 

통과 1~2년 후에 신재생발전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15)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탈원전을 위해 신재

생에너지를 7대 신산업과 5대 미래지향적 기반시설구축 분야 중 하나

로 지정하고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4년까

지 8년간 총 499억 2000만 NT달러(신타이완달러) 규모의 정부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대만 전력공사 등 국영기업도 총 2770억 4000만 

NT달러를 투입해 동참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

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태양광은 2025년까지 

발전설비용량을 20,000M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2016년 7월부터 '2

12) 2단계 개정은 1단계의 운영체계와 매커니즘이 정착된 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13) 제 1조 내용

14) 6~9년 사이에 민영화 되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발전과 송배전·전력소매 2개 
부문으로 분할하여 지주회사가 총괄한다는 내용이다.

15) KOTRA 해외시장뉴스(2017.4.19.), “대만 원전 제로·신재생에너지 정책 본격
화”;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 (Bureau of Energy,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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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년 태양광발전육성계획' 추진 중이며, 풍력은 2025년까지 발전설비용

량을 4,200MW(해상 3,000MW, 육상 1,200M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2017년부터 '4개년 풍력발전육성계획'을 추진 중이다(<표 3-5> 참조).

목표내용 발전설비용량(MW) 연발전량(kWh) 발전소(기) 수

목표시기 2017년 2월 2025년 2016년 2025년 2017년 2월 2025년

태양광 978.9 20,000 약 10.7억 250억 24 -

풍력 677.7 4,200 약 14.5억 140억 341 546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7.4.19.),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
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8123&searchNationC
d=101085 (검색일: 2017.4.11)

<표 3-5> 대만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확대 계획

전기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원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

존 원자로 6기의 가동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동기간을 연장하

지 않고 폐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16). 이에 따라 대만은 2018년 제 1원

전 1호기(Chinshan-1)의 운전종료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6

기의 원전을 모두 운전종료하고 폐쇄 할 예정이다. 2016년 대만의 에너

지원별 비중은 화력 82%17), 원자력 12%, 신재생에너지 4.8%, 양수발전 

1.2%였는데, 2025년에는 화력 80%18), 신재생에너지 20%의 에너지원

별 비중 목표를 세웠다. 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장

기적으로 원자력이 없어도 충분한 전력수급을 이루어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완비되기 전까지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의 부족분은 화력발전으로 충당할 예정이다((<표 3-6> 참조).

16) 제 95조에 ‘원자력 발전은 2025년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명시했다.
17) 화력 82% (석탄 45.4%, 천연가스 32.4%, 석유 4.2%)
18) 화력 80% (천연가스 50%, 석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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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명 종류 순용량 (MW) 상업운전일 가동중단 예정연도

CHINSHAN-1 BWR 604 1978.12.10 2018

CHINSHAN-2 BWR 604 1979.07.15 2019

KUOSHENG-1 BWR 948 1981.12.28 2021

KUOSHENG-2 BWR 948 1983.03.16 2023

MAANSHAN-1 PWR 936 1984.07.27 2024

MAANSHAN-2 PWR 938 1985.05.18 2025

LUNGMEN-1 BWR 1,300 건설 중단 -

LUNGMEN-2 BWR 1,300 건설 중단 -

자료: IAEA, PRIS, Country Statistics; https://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
CountryDetails.aspx?current=TW (검색일 : 2017.4.14.)

<표 3-6> 대만 원자력 발전소 운영 현황 

[그림 3-1] 대만 에너지원별 비중 목표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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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탈리아의 2017 국가 에너지전략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5월에 ‘국가 에너지전략 (National Energy 

Strategy 2017)’을 발표했다19). 이탈리아의 국가 에너지전략은 유럽연합

(EU) 에너지 로드맵 205020)에서 제시된 장기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10년 동안 달성할 목표들을 규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전략으로는 최종 에너지 소비 감소, 에너지 소비 및 전력 소비에서 신재

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 전기요금 격차 해소, 지

속가능한 친환경 연료의 개발, 2025년까지 석탄 연료 발전의 단계적 폐

지가 꼽힌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달성한 이탈리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운영했던 원전 4기 모두를 폐쇄했다. 이탈리아는 현재 

주요 8개국(G8) 중에 유일한 원전 미운영국가이다. 탈원전 이후 높아진 

에너지수입 의존도로 인해 2008년부터 정부에서 원전의 재도입을 추진

하기도 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치러진 원전 가동 재개에 

대한 국민투표21)에서 압도적 반대로 원전 재도입 계획은 무산되었다

(<표 3-7> 참조).

탈원전 이후 이탈리아는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집중해왔다. 이

탈리아는 201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7.5%로, EU가 2020년 기후 및 에너지목표로 이탈리아에 요구했던 

17%의 목표치를 5년 먼저 달성했다. 이번 국가 에너지전략에서는 2030

년까지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비중 목표치를 

19) 본 전략은 2017년 11월에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20)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80% 감축하기로 했다.
21) 2011년 6월에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추진했던 원전 관련 법안 4개가 모두 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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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로 설정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의 비중은 33.5%였는데, 203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

지의 비중은 5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냉

난방 부문과 운송 부문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각각 

30%, 21%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를 2025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석유 제품의 1차 소비량을 2015

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Mote만큼 감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표 

3-8> 참조).

에너지효율 개선 부문에서는 주거 및 운송 부분에서의 절약에 초점을 

맞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를 총 10Mtoe만큼 절약

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친

환경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비를 2013년 2억 2,200만 유로

에서 2021년에 2배인 4억 4,400만 유로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2016년

에 유럽 평균 전기요금과 이탈리아 가정용 평균 전기요금 차이가 

1MWh당 약 35유로에 달했는데, 이와 같은 전기요금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표 3-8> 참조). 

원자로명 종류 순용량 (MW) 최초가동일 폐쇄일

Latina GCR 153 1963.05. 1987.12.

Garigliano BWR 150 1964.01. 1982.03.

Enrico Fermi PWR 260 1964.10. 1990.07.

Caorso BWR 860 1978.05 1990.07.

Montalto di Castro 1&2 BWR 각 982 프로젝트 취소

자료: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 g-
n/italy.aspx (검색일 : 2017.3.7)

<표 3-7> 이탈리아 전(前) 원자력 발전소



제3장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내용  21

구분 세부목표 2030년까지 목표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총 에너지 소비 비중 17.5% (2015) → 28% (2030)

전력 소비 비중 33.5% (2015) → 55% (2030)

냉난방 부문 비중 19.2% (2015) → 30% (2030)

운송 부문 비중 6.4% (2015) → 21% (2030)

에너지
효율 개선

최종 에너지 소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Mtoe 감소

석탄 연료 발전 
폐지

단계적 폐지 2025년까지 모든 석탄 연료 발전 폐지

석유 시장 축소
석유 제품 1차
소비 축소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5Mtoe 감소

자료: 이탈리아 경제개발부/환경부(2017.5.11.), Italy’s National Energy Strategy 20
17, http://www.sviluppoeconomico.gov.it/images/stories/documenti/BROCHUR
E_ENG_SEN.PDF

<표 3-8> 이탈리아의 에너지전략 주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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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탈원전 정책 결정과정

본 장에서는 탈원전 정책 결정과정을 반원전 여론 조성, 국민의견 수

렴(공론화 과정),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 의회에서의 입법, 국민투표 

등 5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각 탈원전 국가에서 어떠한 과정

을 거쳐 탈원전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서술한다. 

독일 스위스 대만
이탈
리아

일본 특징

반원전 
여론 조성

O O O O O
· 탈원전 정책 결정의 기반
· 탈원전 정책결정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요인

국민의견 
수렴(공론

화)
O O X X O

· 반원전 여론이 강해졌을 때 
시행
· 정부의 공식결정에 결정적 
영향

정부 결정 O O O O O

· 국가의 탈원전 여부를 구분
하는 결정적 요인
·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 결정
도 번복될 가능성 높음(예:
일본)

국회 입법 O O O O X
· 정부의 탈원전 결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임 
· 번복 가능성 있음(예: 독일)

국민투표 X O X O X
· 탈원전 여부에 대해 결정짓
는 최종적인 수단

<표 4-1> 탈원전 단계별 주요국 진행 여부와 특징

주: 일본은 탈원전 국가가 아니지만 국가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 고찰에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본 표에 포함시켰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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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원전 여론 조성

반원전 여론은 원전을 운영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공통적

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원전 운영국에서 원전에 대한 찬반 여

론은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원전정책이 

영향을 받는다. 

반원전 여론은 이후의 탈원전 정책 결정으로 가는 길의 기반이 된다. 

특히 반원전 여론의 상승으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당의 지지도 상승

하여 정권을 잡게 되면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이후 입법과정이

나 국민투표에서도 대중의 여론이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탈원전 결

정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원자

력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탈원전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원전 관련 여론의 특징은 원전을 지지하는 국민

들의 의견은 표출이 잘 되지 않는 반면, 원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

은 더 겉으로 드러나게 보인다는 것이다. 원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대

규모 시위나 부지점거 운동 같이 적극적으로 원전반대 운동을 펼치면

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이러한 모습이 미디어 등을 통해 일반 대

중에게 중계된다. 반면 원전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실제로 주요국의 반원전 운동이 대규모로 진행

되는 시점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원전

에 우호적인 입장의 비중이 더 높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원전 관련 여론은 주요 원전사고 이후 크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예를 들어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 여론이 약해지고 지지 여론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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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반대 여론이 급격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가. 독일22)

독일은 1950년대 중반부터 원자로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초

기에는 원자력이 경제적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에너지로 부각되면

서 대중의 여론도 호의적인 편이었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 입지로 선정

된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1955년 독일 최초의 원전 입지지

역으로 칼스루헤(Karlsruhe)가 선정되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로 레오폴트하펜(Leopoldsfeden) 지역으로 부지가 변경되었다. 또한 

1960년대에도 뉘른베르크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된 원전의 부지가 변경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960년대까지 원자력 이슈는 전국적인 관

심사가 아니었고, 지역 차원의 이슈에 머물렀으며, 부지선정 문제가 해

결되면 갈등이 사그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독일에서 반원전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

작한다. 1973년 독일 정부는 1985년까지 원자력의 비중을 14%로, 전력

생산량 중에서는 35%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에너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 추진이 가속화되었으며, 원전 입지 예정지역에서

의 반대 운동도 일어났다. 특히 뵐(Whyl) 원전 건설 반대 운동은 반원

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뵐 원전 부지 인근 주민

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부지선정 철회를 요청했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주민 150명이 1975년 2월 원전부지를 점거하였다. 점거 이틀 만에 대규

22) 본 절에서 독일의 반원전 운동의 흐름에 관한 내용은 박진희(2017), “독일 반원
전 운동의 전개와 원전 담론의 변화”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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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경찰병력이 물대포 등을 앞세워 점거 중인 주민들을 진압해 버렸고, 

이러한 강제진압은 독일 언론에 의해 대서특필 되어 전국적으로 알려

지는 계기가 되었다. 5일 후에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에 의해 뵐 원전부지는 다시 점거되었고, 이 두 번째 점거는 9개

월 동안 이어지면서 약 28,000명이 참여하였다. 이후 브로크도르프

(Brokedorf), 그론데(Gronde) 원전 점거 운동이 이어졌으며, 브로크도르

프 원전 점거에는 약 3만명이 참여하기도 하였음. 

이후 반원전 시위는 다소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폭력적인 

반대운동은 일반 대중의 반감을 사기도 하였다. 반원전 운동에 좌파 조

직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조직적으로 부지점거를 하고 국가 

공권력에 대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과 

시위대의 폭력을 사용한 저항이 충돌하여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

이 방송을 통해 독일 전역에 중계되었다. 이러한 폭력적인 반대 운동은 

일반 대중 뿐 아니라 반원전 운동을 함께 이끌어온 시만단체들로부터

도 외면을 받았다. 

독일에서 반원전 운동을 이끌어온 환경보호시민자치단체전국연합

(BBU)는 급진적인 세력과 거리를 두고 평화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정치권에 편입되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BBU가 중심이 된 반원전 운동단체들은 1977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선정된 고어레벤(Gorleben)에서의 방폐물처리시설 건설

을 반대하였다. 이 반대 운동으로 1979년 3월 하노버에 100,000명이 운

집하였고 5월에는 본에 150,000명이 모여 사상 최대 규모의 반원전 시

위가 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원자력 반대론자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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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함부르크, 니더작센, 헤센 주의회에 반원전 시민단체 출신인사

가 진출하였다. 1979년에는 전국 정당인 녹색당이 출범하였고, 1983년 

연방의회 진출에 성공하였음. 연방의회에 진출한 녹색당은 모든 원전의 

즉각적인 폐쇄,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였다. 녹색당은 2000년 사회민주

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만큼 성장했고 정부 차원의 탈원전 정책을 결

정하였다. 

독일에서의 실제 원자력 여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반원전 운동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반원전 여론이 높을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도 

원전을 지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비교적 대등하게 존재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체르노빌 사고 이후 여론이 악화되다가 점차 우호

적 여론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격히 반원전 

여론이 높아지는 모습도 확인된다. WNA의 자료23)에 따르면, 현재의 

원전이 계속하여 운영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1991년에는 64%가 동의

하였고, 1997년에는 81%로 상승하였다. 특히 1997년 조사에서는 과격

한(militant) 반원전 운동에 대한 공감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

다. 2007년 조사에서는 2020년까지 탈원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지

지하느냐는 질문에 34%가 동의한 반면 61%가 반대하였다. 2008년 여

론조사에서는 46%가 원전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였고 46%는 탈

원전 정책을 지지하였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24)에 따르면, 원자력 비중의 확대 여

23) WNA, "Nuclear Power in Germany", 2017.8; http://www.world-nuclear.org/info
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g-n/germany.aspx(검색일 : 2018.4.20). 
WNA에서 각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어떤 기관이 
조사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24) Eutopean Commission, "Europeans and Nuclear Safety", Eurobarometer, 2007.2;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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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6년 4%에서 2010

년 7%로 상승하였으며,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에서 37%로, 축소

해야 한다는 의견은 50%에서 52%로 변하였다. 2006년에 조사된 다른 

자료25)에서는 원자력의 이용의 찬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찬성 의견은 

20%, 중립은 34%, 반대는 43%로 나타났다. 

GlobeScan의 여론 조사자료26)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는 독일에서 

원자력 관련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다. 독일에서 원자력은 위험하며 가

능한 빨리 페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005년 26%에서 

2011년 9월 52%로 상승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현재 원전을 계속 운영

하되 신규 건설은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에서 38%로, 신규원전

을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서 7%로 감소하였다. 

Allencbach 여론조사 연구소의 조사결과27)에서도 2007년에는 원자력

의 지속적인 이용을 지지하는 응답이 34%, 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로 찬반 여론이 대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정부가 

2022년까지 탈원전을 하기로 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3%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16%가 반대하였다. 

2013년 독일원자력협회((German Atomic Forum, DAtF)가 주관하여 

Forsa가 시행한 여론조사28)에서 “원전이 계획대로(혹은 더 조기에) 폐

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폐쇄 이전에 전력공급 안보와 소비자 및 산업

25) Eutopean Commission, "Energy Technologies: Knowledge, Perception, Measure
s", Eurobarometer, 2007.1

26) GlobeScan에서 발간한 2005년 10월 자료와 2011년 11월 자료 이용
27) 2007년 자료는 웹페이지 검색결과(https://www.kernenergie.de/kernenergie-en/pre

ss/pressemitteilungen/2007/2007-03-08_allensbach_umfrage.php; 검색일 : 2018.5.
16)를 참고하였으며, 2012년 자료는 원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WNA의 인용자
료를 참고하였다.

28) 원문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WNA의 인용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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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59%는 조건적인 접근

(후자)을 선택하였고 39%는 무조건적인 접근(전자)를 선택하였다. 

위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원자력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

견으로 나누어 종합하면 1990년대까지는 원전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높았지만,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반원전 여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림 4-1] 독일에서의 원자력 관련 여론 변화

 주: 호의적 의견에는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유지, 중립 등의 의견이 포함되며, 
부정적 의견에는 원전 조기폐쇄, 비중 축소, 탈원전 정책지지 등이 포함됨. 

 자료: 본문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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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위스29)

스위스에서는 원전이 처음 도입된 1960년대 후반에는 원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의 없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을 수력과 화석연료를 대체

할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1969년 루센

스(Lucens) 지역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던 실험용 원자로가 노심용융 되

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원자로가 지하에 있어서 방사능이 외부

로 유출되지 않아 피해가 적었으나, 이 사고는 스위스 국민들에게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반원전 운동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반원전 

운동에는 일반 시민, 농부, 학생, 정치인 등 광범위한 집단에서 참여하

였고 이는 이후 스위스의 녹색당이 창설되는 기반이 된다. 1975년에는 

Kaiseraugst 원전 건설부지를 약 500명의 활동가들이 점거하고 이는 

170개 단체에서 15,000명의 군중이 운집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

다. 결국 2개월 후 해당 원전의 건설을 취소되었다. 

1970년대 후반 반원전 운동 관련 단체들 간에 내부 갈등과 분열로 인

해 반원전 운동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원

전 건설부지 점거 운동이 꾸준히 일어났고, 반원전 운동의 결과로 1979

년에는 원전사업자에게 원전을 건설할 때 장기 방폐물처분장을 함께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발의되기도 하였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어 1990년에는 향후 10년 간 원전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

29) ejolt(2015.9.9), "The Anti-Nuclear Movement in Switzerland"(http://www.ejolt.o
rg/wordpress/wp-content/uploads/2015/09/FS-50.pdf; 검색일 : 2018.3.7)를 바탕
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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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발의되어 통과되었다. 

이후 조기 탈원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투표가 부결되는 등 반원전 

여론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반원전 운동이 격화되었다. 2011년 5월에는 가장 노후화된 원전이 

있는 Doettingen과 Benzau 인근에서 20,000여명의 군중이 모여 원전반

대 시위를 벌였다. 이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18,000명 규모

의 시위 이후 25년만의 최대규모였다. 

다. 대만30)

대만의 반원전 여론은 초기에는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원자력프로그

램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반까지 일반 대중은 대만 내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비중

이 46.2%나 될 정도로 원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었다(Shafferer, 

2001).  

1980년대 중반부터 제4기 원전(lungmen NPP)의 건설을 둘러싸고 사

회적 논쟁과 이에 대한 반대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입

법원31)의 몇몇 의원들과 감찰원의 위원들이 학자들과 함께 대만전력32)

의 방만 경영과 안전사고 빈발, 환경파괴 등에 대해 추궁하였다. 1985

년 5월에는 국민당 소속 의원 55명과 6명의 야권 의원들이 원전 건설 

중단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1985년 여름에는 소비자재단이 개

30) 본 절은 윤순진(2015), “대만 반핵운동의 역사와 특성 - 롱먼 제4핵발전소 건설 
동결에 이르기까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1) 우리나라의 의회에 해당

32) 대만에서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국영전력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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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 대중 포럼에서 제4기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해 참가 학자들

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985년 후반부에는 제3기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 대중이 원전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반원전 운동의 결과로 1985년 

제4기 원전 건설 추진은 중단되었다. 

1987년 환경보호연합이 출범하였고 이 단체는 반원전 운동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였다. 1987년 4월 국립대만대학교의 장궈롱 교수의 주도로 

지식인들과 학자들이 체르노빌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대만전력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제4기 원전 예정부지로 진행하다가 경찰에 의

해 제지당한 일이 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1987년 11월 환경보호연합

(이하 연합)이 출범하였다. 연합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진당과 밀접한 관

계 속에서 반원전 운동을 추진하였다.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원전 관련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활

동을 시작했다. 1987년 12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위치해 있는 란위

섬의 원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988

년 3월에는 제4기원전 예정부지인 공랴오의 주민들이 제4기 원전의 건

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1990년대가 되면서 대만전력이나 원자력위원회 등의 홍보와 캠페인

으로 원전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 반원전 운동

이 지속되었다. 1989년 정치적으로도 국민당에서 총통이 당선되고 입

법원에서도 국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제4기 원전 건설이 다시 추진

되기 시작하였다. 연합은 1991년 5월 2만 명 이상이 참가한 가두시위를 

개최하고 입법원과 대통령궁에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청원하였다.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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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26일에는 공랴오의 연합 북동지부에서 제4기 원전 예정 부지에 

천막을 치고 장기간의 시위에 돌입하였으며, 10월 3일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회원들 간에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경

찰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였다. 연합은 제4기 원전 건설 

특별 예산안을 통과시킨 입법의원들에 대해 소환운동과 해당 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였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대만의 반원전 운동은 대중적 활기를 잃

었다. 정치적으로 국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의회절차를 통한 원전건설 

중지를 실현시킬 수 없었다. 또한, 반원전을 주장하던 민진당이 집권 정

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반원전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켰

다. 1999년 9월 21일 대만에 심각한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9월 30

일에는 일본 도카이무라 원자력 핵연료 공장에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반원전 진영에서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제4기 원

전의 건설 중단을 촉구하였다. 2000년대 민진당의 천수이볜이 총통으

로 당선되어 탈원전을 선언하였지만, 국민당이 다수인 의회의 반대로 

탈원전 정책은 무산되고 제4기 원전건설은 재개된다. 이후 후쿠시마 사

고가 일어난 2011년까지 대만의 반원전 운동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대만의 반원전 운동이 되살

아났으며, 제4기 원전건설이 중단된다. 후쿠시마 사고 1주기인 2012년 

3월에는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이루어졌고, 

2013년 3월 10일에는 150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대만 각지에서 약 2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이루어졌다. 2014년 정부가 제4기 

원전을 시운전하려고 하자 4월 타이베이에서 약 5만 명의 시위대가 도

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하였고, 총통부 점거를 시도하는 등 격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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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벌였다. 2014년 4월 민진당 전 대표이자 반원전활동가인 린이슝

은 제4기 원전 건설 중단과 유권가 과반수 참여를 발의조건으로 하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였다. 결국 당시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은 제4기 원전 건설의 잠정중단과 국민투표 결과

에 따른 재개 여부 결정 방침을 발표하였다. 

대만의 높은 반원전 여론은 2016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되는데 기여하였다. 2016년 총통선거에서 제4기 원전 건설 

재개 여부가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선거 기간 민진당의 차

이잉원 대선후보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

운 반면, 당시 총통이었던 국민당 마잉주는 제4기 원전이 가동하는 조

건하에 기존의 원전들을 폐쇄하자고 주장하였다. 

대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원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

[그림 4-2] 제4기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 여부

 자료 : Shafferer(200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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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원전에 대한 호의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제4기 원전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33)에서 전반적으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해당 원전입지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는 반대의견이 훨

씬 더 높다. 

지역명 선거일 투표결과 투표율

궁랴오현 1994년 05월 22일 건설 반대 96% 58%

타이베이현 1994년 11월 27일 건설 반대 89% 18.5%

타이베이시 1996년 03월 23일 건설 반대 54% 59%

이란현 1998년 12월 05일 건설 반대 64% 44%

<표 4-2> 제4기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투표 결과

자료 : 대만환경보호연맹; 한겨례(2015.2.15) 재인용

라. 이탈리아34)

이탈리아에서 반원전 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Italia Nostra'와 WWF-Italy 

등이 있다. 이들은 1974년부터 반원전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1977년 

Caorso 원전 반대 집회 경우처럼 때때로 좌파 진영과 공동으로 활동하

기도 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환경운동의 흐름은 ‘보존(conservation)’과 ‘급진

(radical)’ 성향으로 나뉘게 된다. 보존주의자들은 역사적 건물, 예술품, 

야생들이나 자연환경 등을 보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급진주의자들

33) Schafferer, “Taiwan’s nuclear policy and anti-nuclear movement”, 2001
34) 본 절은 Standish(2009), "Nuclear Power and Environmentalism in Italy"를 바탕

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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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시와 산업 및 사회환경, 작업장이나 주택에서 노동자의 건강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존주의 환경단체와 급진적 환경단체는 각각 민주주

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가치관 프레임 하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목

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원자력 이슈에 대해서도 1980년대 이

전까지 급진주의자들은 원자력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들은 반원전 이슈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였으

나, 지역적 차원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또한 이때까지 일반 대중은 원

자력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었다. 게다가 ‘Frends of the Earth'라는 단체

에서 원자력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해 

1978년 헌법재판소에서 국내법과 국제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판결하면서 이탈리아에서의 반원전 운동은 침체기를 맞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반원전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이

는 이탈리아 정부가 원자력을 군사적 용도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

고, 보존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이 원자력 이슈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여론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1987년 원자력 

이용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가결되었다. 

2000년대 후반 정부가 다시 원자력을 추진하려고 하자 환경단체들은 

반원전 운동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환경단체들이 탈원전 20주년을 

축하하는 집회를 열었다. Greenpeace는 2007년 4월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 앞에서 ENEL이 

슬로카비아에 있는 두 기의 원자로의 운영을 재개하여 전력을 수입하

려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였다. WWF Italy는 원자력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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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원자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1987년 탈원전을 결정하였지만, 2000년대 중반에는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

마 원전사고 이후 여론이 다시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1987년 11월 8일 원자력의 이용과 관련된 3가지 

질문에 대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35). 첫 번째 질문은 원전건설에 대

한 허가의 주체를 국가에서 원전 부지의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내용이

었고, 이에 80.6%가 찬성하였고, 19.4%가 반대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원전을 수용한 지방정부에 대한 보상을 폐시하는 내용이었는데, 보상금

을 폐지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79.7%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국영전력회사 Enel이 이탈리아 이외의 장소에 건설하는 원전에 대한 허

가를 취소하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71.9%가 찬성하였다. 

2007년 11월 환경부가 실시한 여론조사36)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

기 위해 원자력을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38%가 호의적, 56%가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당신 거주지에 원전을 짓는 것에 동의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25%가 동의한 반면, 70%는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WNA의 자료37)에 따르면, 2008년 조사에서 응답자(800명)의 54%가 

이탈리아의 원전 가동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응

답자의 비율은 36%였다. 또한 동 여론조사는 이탈리아의 신규 원전을 

인접 국가에 건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 응답자의 83%가 반

35) https://en.wikipedia.org/wiki/Italian_referendums,_1987; 검색일 : 2018.5.21
36) Standish(2009), "Nuclear Power and Environmentalism in Italy"
37) WNA, "Nuclear Power in Germany", 2016.7; http://www.world-nuclear.org/info

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g-n/italy.aspx(검색일 : 2018.2.8). WNA
에서 각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어떤 기관이 조사
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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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견을 나타냈고 찬성의견은 11%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38)에 따르면, 원자력 비중의 확대 여

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6년 23%에서 2010

년 20%로 하락하였고,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에서 35%로 상승

했으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7%를 유지하였다. 2006년에 조사된 

다른 자료39)에서는 원자력의 이용의 찬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찬성 의

견은 21%, 중립은 31%, 반대는 35%로 나타났다. 

[그림 4-3] 이탈리아에서의 원자력 관련 여론 변화

 주: 1987년 수치는 3가지 질문에 대해 우호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의 평균치를 사
용하였음. 호의적 의견에는 원자력 비중 확대, 이탈리아 원전가동 찬성, 인접국
가 신규원전 건설  등의 의견이 포함되며, 부정적 의견에는 축소, 유지, 중립, 
원전가동 반대 등의 의견이 포함됨. 

 자료: 본문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38) Eutopean Commission, "Europeans and Nuclear Safety", Eurobarometer, 2007.2; 
2010.3

39) Eutopean Commission, "Energy Technologies: Knowledge, Perception, Measures", 
Eurobarometer,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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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는데, 2011년 

6월 13일 실시된 원자력발전의 재개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94%가 반대

하였다40)(Rossi, 2016.3.18.). 

2. 국민의견 수렴(공론화 과정)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

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이를 공론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론화를 거친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공론화에서 도출된 결론

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는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원전 관련 정책에 결정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국가들은 독일,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 등 4개 국

가인데, 이 중에서 공식적으로 원전 정책 결정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

친 국가는 독일과 스위스 정도이다. 그러나 스위스의 경우 충분한 자료

를 확보할 수 없어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본

은 탈원전 국가는 아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판단된

다. 이에 본 절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공론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40) Rossi F., "A Brief History of Nuclear Power in Italy", 2016.3.18



40

가. 독일

1) 윤리위원회41)의 발족42)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메르켈 정부는 철학자, 사회학자, 교회 

관계자 등 17명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 에

너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였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위험사

회’의 저자로 유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나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 인

사 등이 포함되었다.

독일 정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 장기이식과 동물실험, 유전자 테스트, 수정란의 착상 전 진

단(PID) 등 과학기술이 윤리적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윤리위

원회를 설치하여 조언을 구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설치된 윤

리위원회의 목적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평가하는 기술적인 리스크를 

윤리적·사회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로 의학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던 자문기관이었는데, 에너지를 주제

로 설치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인 

Klaus Tofer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원자력의 미래를 윤리위원회의 주

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원전 사고가 많은 국민

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공식명칭은 ‘안전한 에

41) 본 연구에서는 윤리위원회의 활동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하는 공론화 과
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수행하였다.

42) Nikkei Business Publications(http://business.nikkeibp.co.jp/article/world/20110824
/222245/?P=2(최종접속일: 2018. 6. 18)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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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Ethics Commission for a Safe Energy 

Suppy)’로 2011년 4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2개월 간 시민들이 참여

하여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독일 정부는 윤리적 입장에

서 탈원전의 결정 근거와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위원회

라고 소개하였으며, 설치의 근거는 원자력의 이용과 마무리, 에너지 생

산방식의 전환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사회의 가치결정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이는 기술적 혹은 경제적 관점보다도 선행한다는 기본적 인식

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4일 독일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일본의 원전 사고를 바탕으로 메르켈 총리가 설치한 윤리위원회의 설

치 목적은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함에 따른 위험을 재평가하는 것이며, 

검토 결과는 독일 사회 전체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수

립과 이와 관련해 향후 10년 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

혔다. 메르켈 총리는 윤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독일 정부는 폭넓은 사회

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높은 지

지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발언하였다. 

2) 윤리위원회의 목적 및 역할

윤리위원회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에너지와 

사회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본질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다. 즉,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에 대해 기술 및 경제적 부분

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이 어떤 사회를 바라는지, 

또 어떤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등 근본적인 수

준에서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윤리위원회는 사회 전체

에 대한 공개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윤리위원회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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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결정은 원자력 기술전문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공동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을 진행하였다.43)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사회적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되는 윤리적인 

측면을 논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자력이 필요한지 아닌지

를 원자력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위

원들끼리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을 실시한

다. 또한 원전을 언제 정지시킬 것인가라는 지엽적인 논의보다 어떤 생

각을 바탕으로 독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44)  

3)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사회 전반을 대표하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 중 원자력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정치인 6명, 교수, 

철학자, 연구소장 등 전문가가 8명, 그 외 민간대표가 3명이다(<표 4-3> 

참조). 

윤리위원회의 구성의 특징으로 독일 사회에서 기독교가 사회적 윤리

의 기반이므로 개신교 대표와 카톨릭 대표 같은 종교계 인사가 2명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45). 또한 친원전 인사와 반원전 인사를 

절반씩 구성하였다.

43) e’s Inc, 최종접속일: 2018. 6. 18.,
https://www.es-inc.jp/library/mailnews/2011/libnews_id002629.html

44) 山下　紀明, 최종접속일: 2018. 6. 18.,
http://www.foejapan.org/infomation/news/110621_2.pdf

45) 윤리위원회에 NGO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NGO와 독일 언론들로부터 
비판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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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is Glück(CSU) 독일 카톨릭 중앙위원회 위원장

Jörg Hacker Leopoldina 자연과학자 아카데미 총장

Jürgen Hambrecht BASF 최고경영자

Volker Hauff(SPD) 前 연방 연구기술부 장관

Walter Hirche(FDP) UNESCO 독일위원회 위원장

Reinhard Hüttl
독일 GeoForschungsZentrum Potsdam 이사장,

독일 공학원 의장 

Weyma Lübbe 철학자, 독일 윤리위원회 위원

Reinhard Marx 대주교(Munich and Freising)

Lucia Reisch
경제학자, Copenhagen경영대학 교수,

지속가능개발 위원회 위원

Ortwin Renn
위험 연구원, 사회학과 교수,

Baden-Württemberg 지속가능 자문위원회 의장

Miranda Schreurs
미국 정치학자,

Berlin 자유대학 환경정책 연구센터장

Michael Vassiliadis(SPD) 광업·화학·에너지 노동자연합회 의장

주: CDU와 SPD는 독일의 정당들로, 각각 기독교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을 의미함. 
출처: Wolfgang Gründinger(2017), “Drivers of Energy Transition”, p.212~213

<표 4-3> 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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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위원회의 논의과정46) 

윤리위원회는 4월 초 결성된 이후 독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2개월

간 토론하였다. 독일 사회의 근본적 가치를 묻는 윤리적 측면을 바탕으

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장단점, 원전 정지 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위험, 

테러에 대한 취약성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열린 형식의 공개토론회를 2011년 4

월 28일 개최하였다. 인터뷰형식으로 11시간, 패널 디스커션 방식으로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공개토론회에는 17명의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47), 200~300명에 달하는 일반인이 참가하였고 이는 TV

와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윤리위원회 위원들과 전문

가의 토론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 참가하는 각 주제별 대화 

섹션(원자력,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리스크 등)이 있어, 각 테이블에 각 

분야 전문가가 몇 명씩 참여하는 형태로 윤리위원, 전문가, 시민이 서로 

논의하였다. 방송 중에는 시청자에게 ‘지금 인터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족한 논의 내용이 있는가?’ 등 위원회와 시청자의 의

견교환도 이루어졌다. 

46) e’s Inc(https://www.es-inc.jp/library/mailnews/2011/libnews_id002629.html; 최종
접속일: 2018. 6. 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47) 공개토론회에서 게스트로 초대한 전문가는 총 28명으로 아래와 같다. 
① 경제정책・사회정책 전문가(7명; E.ON AG, 하노버도시공사, 재생에너지협회
(BEE), 독일에너지기구(dena) 대표 등)
② 과학・기술 전문가(7명; 물리학자, KIT 공과대학 교수, RWTH 공과대학 교
수, LMU 대학 교수 등)
③ 사회적 관점 전문가(7명; 에너지경제학자, 경제연구소 IW 교수, 연방에너지・
수도사업연맹, 프라이부르크 시 시장, RWE Power AG사 등)
④ NGO 및 시민사회 전문가(7명; WWF 독일 기후・에너지정책담당자, 원자핵
물리학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부자문위원회(RNE) 위원, 독일 자연보호연
맹(NABU), 미래 에너지 청년연맹, 독일 청년링크(=독일연방청소년 연합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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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2011년 4월 4일
윤리위원회가 총리실에서 최초 소집됨. Merkel 총리 참석
함.

2011년 4월 19-21일,
5월 13-15일

베를린 인근 Liebenberg성에서 3일간 비공개 회의가 2번 
진행됨.

2011년 4월 28일 공개 토론회

2011년 5월 28일 최종회의, 연방정부에 보고서 제출

주1) 기간 중에 하위 그룹 회의가 수시로 열림. 
주2) 정부 대표는 최초 및 마지막 회의, 공개 토론회는 참석했으나, 내부 회의는 

불참함. 그러나 위원회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총리에게 협의 진척 상황을 알림. 
출처: Wolfgang Gründinger(2017), “Drivers of Energy Transition”, p.214

<표 4-4> 윤리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

5) 윤리위원회의 결론과 정책 반영48)

‘절대적 거부(categorical rejection)’ 입장과 ‘상대적 평가(relatibising 

assessment)' 입장 등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 결론을 내는 방법을 사용하

였고 같은 결론, 즉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49). 

윤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Ÿ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이 높아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Ÿ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위험하다.

Ÿ 다음 세대에게 폐기물 처리 등을 남기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Ÿ 원자력보다 안전한 에너지원이 있다.

48) 企業行動研究部会, ドイツの脱原発：ドイツはどう決めたか、何をしようとしてい
るのか, 2011.12.8(http://www.jabes1993.org/kigyo_archive/mineuchi_genpatsu_20
11_12.pdf)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49) 절대적 거부는 칸트의 의무론을 바탕으로 하며, 상대적 평가는 공리주의를 바탕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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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으므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Ÿ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효율 정책 차원에서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은 미래 경제를 위해서도 큰 기회이다.

위원회는 2011년 5월 28일, 위와 같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업용 

발전을 위한 원자력 사용을 제한하고 10년 내에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독일 정부는 윤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출된지 이틀 후인 6월 1일 

내각을 소집하여 2022년까지 원전을 폐쇄할 것을 각의결정하였다. 윤

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검토 결과, 토론 등을 토대로 작성된 원자력

법 개정안은 2011년 6월 30일 독일의회에서 보수, 진보 관계없이 압도

적인 다수로 승인되었다.  

나. 일본50)

일본 정부는 3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공론화과정을 진행하였다. ① 의

견 청취회 개최, ② 토론형 여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실시, ③ 인

터넷 홈페이지, 우편, FAX 등을 통한 국민의견(public comment) 수렴 

등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50) 본 절은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017년 8월 25일자 현안이슈 ‘일본 원전정책 관
련 공론화 과정 및 시사점’을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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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청취회 개최

2011년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11곳에서 ‘에너지·환경 선택

지51)에 관한 의견 청취회’가 실시되었다.52) 참여 희망자를 모집해 한 

회의장 당 100~200명을 추첨하여 선발하였으며, 청취회를 인터넷으로

도 볼 수 있도록 중계하였다. 청취회에는 담당부처(내각관방, 경제산업

성, 환경성)의 정무관들이 참석하여, 청취회를 시작할 때 먼저 정부 측

에서 3가지 선택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후 희망자를 모집해 추첨으

로 선출한 의견 표명자 모두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견 표명자가 추가 멘

트를 하거나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7월 14일 사이타마시

7월 15일 센다이시

7월 16일 나고야시

7월 22일 삿포로시, 오사카시

7월 28일 도야마시

7월 29일 히로시마시, 나하시

8월 1일 후쿠시마시

8월 4일 다카마쓰시, 후쿠오카시

<표 4-5> 청취회 개최 일자 및 장소

  자료 :  경제산업성, 일본 에너지백서, 2012

51)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존의 에너지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
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1년 6월 7일 ‘에너지환경회의’를 구성하
였다. 에너지환경회의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7월 29
일),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을 검증하였다(12월 19일). 이를 바탕으로 2012년 6월 
19일 일본 정부에 ① 원전 제로 시나리오, ② 원전 비중 15% 시나리오, ③ 원
전비중 20~25% 시나리오, ④ 사회적 최적 전원구성(정량적 수치 없음) 등 4가
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 중 4번 시나리오를 제외한 3가지 시나리오
를 선택하였다.

52) 경제산업성, 2012, 일본에너지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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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표명자의 인원수는 처음에 3가지 시나리오별로 3명씩 총 9명으

로 하려 했으나 도중에 인원수를 총 12명으로 늘렸고, 3가지 시나리오 

이외의 의견 표명자도 추가하였다. 또, 후쿠시마현에서 실시한 청취회

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의견 표명자를 모집해 30명의 의견 

표명자가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회의장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 11개 도시에서 개최한 ‘의견 청취회’는 8월 4일 종료됐다. 의견

표명을 희망한 약 1,400명 중 70%가 ‘원전 제로’를 지지하였다. 청취회

에서 사전에 참가 희망자에게 최적 원전 비율을 물어본 결과, 후쿠시마

를 제외한 10개 도시에서 총 68%가 ‘원전 제로’를 선택하였고, 

‘20~25%’ 가 16%, ‘15%’가 11%에 머물렀다.53)

2) 토론형 여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DP) 실시54)

일본 정부는 ‘에너지・환경의 선택지에 관한 토론형 여론조사 실행위

원회’를 설치하여, 정부가 발표한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토론형 여론

조사’를 2012년 7월 초부터 시작하였다. ‘에너지・환경의 선택지에 관

한 토론형 여론조사 실행위원회’는 토론형 여론 조사의  기획・운영을 

담당한다.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감수위원회의 감수와 전문가위원회의 의

견 및 조언 제공, 제3자 검증위원회(별도의 독립 기구)를 통한 토론형 

여론조사 실시과정의 검증 등이 시행되었다. 

2012년 7월 12일 실행위원회가 토론형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작

53) 일본경제신문, “정부, 원전 제로 70% 민의 반영 고심, 의견 청취회 종료”, 
2012.08.04　

54) 에너지·환경 선택지에 관한 토론형 여론조사 실행위원회, 2012.08.27., 에너지·
환경 선택지에 관한 토론형 여론 조사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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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추출을 통한 ‘전화여론조사’를 7월 상순부터 중순까지 실시하였다. 

이 전화 여론조사 대상자 중 8월 4일~5일 이틀간 개최하는 ‘토론 포럼’

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286명을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고(우편으로 토론 

관련 자료를 보내어 사전에 읽고 토론 포럼에 오도록 함), 토론 시작 전

과 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286명이 참석했으나, 5일 중간 1명이 

귀가해 최종 데이터 수는 285가 됨).

가) 토론형 여론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1) ‘에너지・환경의 선택지에 관한 토론형 여론조사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역할은 토론형 여론 조사(Deliberative Polling®)를 기

획・운영하는 것이며, 구성원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었다. 

직책 이름 직위 선정이유

위원장
소네 

야스노리

게이오대학 대학원 
정책・미디어 
연구과 교수 

이 조사 이전에 일본에서 실시한 토론형 
여론 조사 실시 모두에 관여함.

부위원장
야기시타 
마사하루

조치대학 대학원 
지구환경학 
연구과 교수

에너지・환경전략을 책정할 때 토론형 
여론조사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토론형 여론조사 수법을 응용한 
민간 독자적인 대책 준비를 추진해 왔음

사무국장
야나세 
노보루

고마자와대학 
법학부 부교수

주: 단기간에 조사를 기획하고 기동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3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실행 위원회를 조직함. 

자료: 에너지・환경 선택지에 관한 토론형 여론조사 실행위원회, 에너지・환경 선
택지에 관한 토론형 여론 조사, 2012.08.27. 

<표 4-6> 토론형 여론조사 실행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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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원회는 토론 포럼 준비기간 중 공식 회의를 5번 개최하였다. 

공식 회의 이외에도 실무적인 회의나 전화회의 등을 했고, 빈번히 이메

일을 통한 회의를 실시하였다. 

(2) 감수위원회

토론 자료 및 질문지와 진행 방식에 대해 전문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

공하고 소그룹 토론의 진행 역할자(토론 중재자)를 교육·연수하는 역할

이다. 이번 공론화가 공식 토론형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전개되는지 아

닌지를 감수하였으며, 구성원은 아래 표와 같다. 

직책 이름 직위

위원장 James S. Fishkin 스탠퍼드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 Robert C. Luskin 텍사스대학 오스틴교 정치학부 부교수

위원 Alice Siu 스탠퍼드대학 DD센터 부소장

자료: 전게서

<표 4-7> 토론형 여론조사 감수위원회 구성

토론형 여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는 스탠퍼드대학 DD센터의 

등록상표이며, 동 센터의 승낙 없이 토론형 여론조사라 부를 수는 없다. 

이번 토론형 여론조사는 공식 토론형 여론조사로 실시했으므로 이 센

터에 협력을 의뢰하였다. 

감수위원은 이메일을 통해 토론　자료와 모든 조사(T1(전화 여론조

사), T2(토론 전 설문조사), T3(토론 후 설문조사))의 질문지(모두 영어

판)에 대해 문구 수정 등과 관련해서도 상세한 지도와 감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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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S. Fishkin위원과 Alice Siu 위원은 8월 3일 토론 진행 역할자(토

론중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8월 4일과 5일 

토론 포럼의 감수도 담당하였다. 

감수위원회는 수십 차례에 달하는 이메일을 통한 논의 결과, 최종적

으로 자료와 질문지 모두 스탠퍼드대학 DD센터가 요구하는 토론형 여

론조사 소재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전문가위원회

토론자료 및 질문지와 관련해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과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전문가 위원은 에너지·환경문제 전문가 중에서 인

선해 취임을 의뢰하였다. 에너지·환경정책과 관련해 여러 분야에서 특

정 의견에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을 지닌 전문가를 복수 선임하여 

토론 자료와 여론 조사의 질문지 작성을 균형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름 직위

우에다 가즈히로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교수

에다히로 준코 행복경제사회 연구소 소장

오시마 겐이치 리쓰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오기모토 가즈히코 도쿄대학 생애기술연구소 특임교수

사키타 유코 저널리스트, 환경카운셀러

다나카 사토루 도쿄대학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 교수

스조 니시오카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 연구 고문

마쓰무라 도시히로 도쿄대학 사회과학 연구소 교수

자료: 전게서

<표 4-8> 전문가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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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검증위원회

실행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의 중립성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높을 것으

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론형 여론조사가 중립적이고 적절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실행위원회에서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여론 조

사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제3자 검증위원회 구성원 선임은 실행위원회가 관여하지 않으며 제3

자 검증위원회의 고바야시 위원장이 위원을 뽑았다. 실행위원회에서 독

립된 형태로 토론형 여론조사의 실시과정을 검증하였다. 

직책 이름 직위

위원장 고바야시 다다시 오사카대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센터 교수

위원 기타무라 마사하루 도호쿠대학명예교수, 주식회사 Tems 연구소 소장

위원 와카마쓰 유키오 도쿄전기대학 이공학부 교수

자료: 전게서

<표 4-9> 제3자 검증위원회 구성

나) 토론형 여론조사의 시행방법과 결과

(1) 토론형 여론조사의 특징

토론형 여론 조사는 일반적인 여론 조사에 더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이 서로 해당 과제에 대해 학습하고, 전문가의 정보제공을 받으며 

서로 논의를 거침으로써 결정한 의견의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일

반적인 여론조사는 한번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토론형 여론 조

사는 자료와 전문가에게 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그룹에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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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하며, 토론 전후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의견과 태도 변화를 본다.

이 방법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James S. Fishkin 교수와 텍사스 대

학의 Robert C. Luskin 부교수가 고안한 것으로 1994년 영국에서 처음

으로 실시되었다. 세계적으로 40회 이상, 일본 내에서는 5회 실시되었

는데,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것은 이번 원전 관련 토론형 여론조사가 

최초이다. 이 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국민의 의견 분포를 더 파

악할 수 있고, 전문가가 작성한 균형 잡힌 토론 자료를 계속 학습해, 소

그룹으로 나뉘어 국민끼리 토론을 하고, 전체 회의에서 전문가에게 질

문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국민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 여론 조사에 비해 심사숙고를 거친 의

견을 조사할 수 있으며 무작위성을 통한 대표성・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조사방법

① 먼저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시민에게 일반적인 여론조사(T1)을 실

시한다. 

② 그 중에서 미리 정한 날에 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토론 포럼’에 참

가할 자를 모집한다. 일반적으로는 200~300명이 토론 포럼에 참

가한다. 참가자에게는 토론과제에 대해 균형 있는 정보를 간결하

게 정리한 ‘토론 자료’를 사전에 우편 발송해, 학습토록 한다.

③토론 포럼 시작할 때 참가자들에게 2번째 의향 조사(T2)를 실시한다.

④ 토론 포럼에 참가한 시민을 소그룹(15명 정도)으로 나눠, 훈련받

은 토론 진행자(의견 중재자)의 진행에 따라 시민끼리 토론을 하

는 ‘소그룹 토론’과 참가자가 전문가(패널리스트)에게 질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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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를 여러 번 반복한다.

⑤ 토론 포럼 마지막에 3번째 의향 조사(T3)을 실시해, 3가지 조사

(T1, T2, T3)의 결과 변화를 분석한다.

 

[그림 4-4] 토론형 여론조사 방법

       자료: 전게서

(3) 토론형 여론조사 결과

① 조사 참여자 인적 특성

T1 단계에서는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T2 단계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67%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로 보면 전반적으로 40대와 

60대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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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참가자 성별 분포

     자료: 전게서

[그림 4-6] 참가자 나이 분포

     자료: 전게서

② 단계별 토론형 여론조사 결과 변화

T2와 T3이 진행됨에 따라 제로 시나리오 지지자가 점차 늘어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55). 

(T1에서 T2의 시나리오 지지 변화) 제로 시나리오 지지 비율이 33%

55) 조사참여자들은 각 단계별로 ① 원전 제로 시나리오(제로 시나리오), ② 원전 
비중 15% 시나리오(15 시나리오), ③ 원전비중 20~25% 시나리오(20~25 시나
리오) 중 한 가지 혹은 복수의 시나리오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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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1%로 늘어났고, 15시나리오 지지도 17%에서 18%로 소폭 증가

하였으며, 복수 시나리오 지지자가 그만큼 감소하였다. 복수 시나리오 

지지자와 15시나리오 지지자, 20~25시나리오 지지자가 제로 시나리오 

지지자로 이동하였다.

안전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제로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T1과 T2의 판단기준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안전성’과 ‘비용’이 올

라갔지만 ‘안정 공급’과 ‘지구온난화 방지’는 높아지지 않았다. 한편, 15

시나리오 지지자를 보면 안전성 중시와 안정 공급 중시 양쪽 비율이 현

저하게 증가하였다. 

(T2에서 T3의 시나리오 지지 추이) 제로 시나리오 지지가 41.1%에서 

46.7%로 증가하였고, 15시나리오 지지는 18.2%에서 15.4%로 소폭 감

소하였다. 

[그림 4-7] 단계별 시나리오지지 변화

자료 :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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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견 수렴(public comment)

인터넷, 우편, FAX를 통해 ‘에너지・환경에 관한 선택지’에 대한 의

견 모집을 2012년 7월 2일부터 시작하였다. 초반에는 7월 말을 마감일

로 하려했으나, 7월 13일, 마감을 8월 12일로 연장하였다. 89,124건 중 

제로 시나리오 지지가 87%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2030년 원전 비율 0% 15% 20~25% 그 외

의견 청취회에서 의견표명 신청자 68.0% 11.0% 16.0% 5.0%

국민의견 수렴(public comment) 87.0% 1.0% 8.0% 4.0%

토론형 여론조사
(토론참가자 기준)

전화 조사 33.0% 17.0% 13.0% 38.0%

토론 후 조사 47.0% 15.0% 13.0% 25.0%

<표 4-10> 각 조사를 통한 2030년 원전 비율에 대한 지지 비율

자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ISSUE BRIEF 일본 에너지 정책의 경위와 과제,
2012.12.26

4) 공론조사의 정부 정책 반영

2012년 9월 14일 노다 정권(민주당)은 ‘에너지・환경회의’는 최종적

으로 2030년 원전 비율을 ‘0’으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을 

결정하였다. 이 전략은 에너지 절약 · 재생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를 최

대한 끌어 올려 원전 의존도와 화석 연료 의존도 억제를 기본 방침으로 

하였다. 

폭넓고 다양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①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

회의 조속한 실현, ② 그린 에너지 혁명의 실현, ③ 에너지의 안정 공급

이라는 3가지 방향을 내세웠다.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한 3가지 원칙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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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웠다. ① 40년 운전제한을 엄격히 적용한다. ② 원자력규제위원회

의 안전 확인을 거친 것만 재가동 한다. ③원전의 신설・증설은 하지 않

는다. 이상 3가지 원칙을 적용한 가운데 2030년대에 원전 가동 제로가 

가능하도록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3.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해당 국가를 탈원전 국가인가 아닌가를 

구분짓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결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가능성이 비

교적 낮다는 특징이 있다. 

본 절에서는 독일, 대만, 이탈리아의 탈원전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서

술하였으며, 스위스의 경우는 정책결정이 정부와 의회 간 긴밀한 관계 

속에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의 정책결정과정을 분리하지 않고 

본 절에서 일괄적으로 기술하였다. 

가. 독일

독일에는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기독교민주연합, CDU, 이하 기민

당)과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이 주요 정당으로 활

동하고 있으며, 정당별로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사민당은 

1979년까지 원전을 지지하였으나, 체르노빌 사고 이후인 1986년 8월에

는 10년 내에 독일 내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민당은 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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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총선 이후 사민당(득표율 40.9%)과 녹색당(득표율 

6.7%)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탈원전 정책(원자력의 단계적 폐지)을 추

진하였다. 2000년 6월 사민·녹색당 연정은 2021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

로 폐지하기로 전력회사들과 합의(소위 원자력합의(nuclear consensus))

하였다. 원자력합의는 원자로의 수명을 32년으로 제한하고 각 원전에 

잔여 전력 생산허용량을 할당하고, 할당량이 소진되면 원전을 폐쇄하는 

한편 신규 원전건설은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56). 2001년 정부와 4개 

전력회사는 당시 19기 원전 중 가장 노후화된 Stade원전과 Obrigheim

원전을 각각 2003년, 2005년에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에

는 원자력법이 개정되면서 탈원전 추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

는데, 원자력법 개정으로 신규 원전건설이 금지되고, 원전의 수명이 40

년으로 제한되어 2021년까지 단계적이 원전폐쇄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법안 개정에 대해 당시 야당인 기민당의 대표였던 메르켈은 원자력합

의에 반대하며 기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탈원전 정책을 철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선거에서 기민·기사당(기독교사회연합, 

CSU) 연합이 승리하여 메르켈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당시 사민당과의 

대연정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의 원전 폐지정책을 유지

하였다. 

2009년 총선 이후 구성된 기민·기사당-자유민주당 연합정부는 2022

년까지 17개의 원자로의 가동을 모두 중단한다는 기존 사민당·녹색당 

연정의 정책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57). 2010년 10월, 메르켈 정부는 

56) 당시 독일 내 19기 원자로의 발전량을 2,623TWh(평균 수명 32년에 해당)로 제
한하였다. 

57) 사민당과의 연정 없이도 과반 구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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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자로 7기는 2022년에서 8년 더 연장하며, 그 

이후 건설된 10기는 가동기간을 2036년까지 14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

하였다. 이러한 정책변경의 근거로 원전 폐지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배

출 목표 달성 실패, 전기요금 상승, 전력공급 불안정, 러시아 가스 의존

도 심화 등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원전 추

진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독일 정부는 즉각적으로 노후 원자로 8기의 운전을 정지시켰고, 5월에

는 2022년까지 모든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독일 정부

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

용의 에너지전환(Energiwend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스위스58)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연방각의(Federal Council)59)는 3월 23일 

DETEC(Federal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Energy and 

Communications,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에 현재의 에너지전략60)을 검

58) SFOE(스위스에너지국, 2018.1.18), “Energy Strategy 2050: Chronology”를 바탕
으로 서술하였다. 

59) 연방의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7명의 각료로 연방각의(행정부에 해당)를 구성
하며, 연방각의는 중요정책을 입안하고 의회에 제안한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7
명의 연방각료 중에서 1명을 연방각료 입각 순서에 따라 매년 윤번제로 선출한
다. 대통력의 직위는 다른 연방장관과 동일하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에 불과하다(주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
fa.go.kr/ch-ko/brd/m_8041/view.do?seq=637661&srchFr=&srchTo=&srchWord=&
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
_nm=&page=2; 검색일 : 2018.5.25). 

60) 1970년대부터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온 국가 에너지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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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Energy Outlook 2035를 업데이트 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1년 

5월 25일 연방각의는 기존 원자로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원전으로의 대

체 금지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장 노후된 원전은 2019년에 폐쇄

되고, 최신 원전은 2034년에 폐쇄된다. 그러나 기존의 원전을 조급히 

폐쇄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하원은 6월에, 상원은 9월에 원전 

폐쇄계획을 승인하였다. 

의회는 2011년 겨울회기에 원자로의 점진적 폐쇄를 지지하며, 연방

각의에 원자력과 해외 에너지원으로부터 독립된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에너지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3가지 발의안을 

제출하였다. 2012년 4월 18일 연방각의는 원자로의 단계적 폐쇄가 기

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DETEC은 제1차 정

책패키지(the first set of measures)에 대한 법안의 초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받았다. 2012년 9월 28일 연방의회는 제1차 정책 패키지에 대한 협

의 과정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2013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었고 이 과

정에서 총 459개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2012년 11월 16일 녹색당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질서있는 퇴

진’이라는 주제로 국민투표를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원전의 가동

기간을 45년으로 제한하여 2029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하는 것이다. 

연방각의는 2013년 9월 4일 Energy Strategy 2015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1차 정책패키지를 채택하고 해당 내용이 담긴 에너

지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하였다. 연방의회는 이 초안을 조속한 원전 폐

지를 제안한 국민투표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의견으로 평가하였다. 

상원 소속 환경·국토·에너지위원회(The National Council’s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and Energy Committee, ESPEC-N)는 2013년 10월부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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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 에너지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comprehensive hearings)

을 개최하였고, 11월 5일 에너지법 개정안을 가결(agreeing)하였다(찬성 

17, 반대7). 또한 동 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에너지법 개정

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주도하였고, 10월 28일 위원회는 입법 패키지를 

승인(accepts)하였다(찬성 14, 반대 9, 기권 2). 

2014년 겨울회기에 상원(The National Council)은 제1차 정책패키지

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방각의의 초안과 대체로 부합하는 

초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상원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질서있는 퇴진’ 

국민투표의 부결을 권고하였다. 

2015년 1월에서 8월까지 하원 소속 환경·국토·에너지위원회(The 

Council of States’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and Energy Committee, 

ESPEC-S)가 상기 정책패키지를 검토(address)하였다. 2015년 가을회기

에 하원(The Council of States)은 제1차 정책패키지에 대해 논의하였으

며, 연방각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지지하였다. 

2015년 10월에서 2016년 1월까지 상원 소속 환경·국토·에너지위원회

(ESPEC-N)는 하원에서 제안한 제1차 정책패키지를 검토하였다. 

2016년 봄 회기에 상원은 정책패키지에 대한 두 번째 토론회를 주최

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쟁점들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형수력

발전소 보조금, 건물의 에너지절약 개·보수 관련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

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상원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질서있는 퇴

진’ 국민투표의 부결에 대한 권고안을 공식화하였다. 

2016년 여름회기에 하원은 정책패키지에 대한 두 번째 토론회를 주

최하였다. 2016년 가을회기에 상원과 하원은 정책 패키지에 대한 세 번

째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의회는 2016년 9월 30일 제1차 정책패키지를 

최종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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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만

대만의 주요 정당인 국민당과 민진당의 원전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4년마다 있는 총통 선거 이후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

에 따라 대만의 원전정책이 달라진다. 보수적인 국민당은 원전을 지지

하는 입장이고, 진보적인 민진당은 원전 폐지 및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대만에서 1949년 이후 2000년까지 집권해온 국민당은 원자력발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원전 건설을 추진해왔다. 전체 에너지의 99%를 

수입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만의 경제 구조 상, 저렴한 비용으로 대

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949년부터 1987년까지 계엄령이 선포되어, 유일한 합법정당인 

국민당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당 설립 및 활동이 금지되었다. 이 기간 

국민당은 ‘경제건설계획’을 추진하며 경제발전과 산업효율성을 내세워 

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1985년까지 3개의 원전에서 6기의 

원자로가 건설되고 제4기 원전건설을 추진하였다. 

민진당은 2000년 총통 선거를 계기로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원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86년 9월 재야 정치인들을 중심

으로 민진당이 설립되었고61) 같은 해 12월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

는 원내정당이 되었으며, 점차 세를 확대해 국민당과 더불어 대만 내 주

요 양당이 되었다. 민진당은 친중국적인 국민당에 비해 대만의 자주권

을 주장하고 있으며 원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0년 총통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61) 당시 계엄령 하에서 창당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당시 장징궈 총리가 사실상 민
진당의 존재를 묵인하면서 대만 최초의 야당이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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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이볜 당시 총통이 건설 중인 제4기 원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였

다. 그러나 의회 내 다수당이었던 국민당의 반대로 헌법재판까지 가는 

끝에 2001년 원전 건설이 재개되었다. 민진당 집권 시기인 2003년 행정

원에서 원전의 신규 건설 허가 발급 금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핵국가추진법을 발의하였고 제정되었다. 

2008년부터 다시 국민당이 집권하였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반대 여론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제4기 원전은 결

국 완공 직전에 건설이 중단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반원전 여

론이 더욱 높아지고 관련 시위가 격화된 끝에, 2014년 4월 마잉주 당시 

총통은 완공 직전이던 제4기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추후 건설재개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친샨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에 대해 대만원자력위원회(AEC)는 2007년 

20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

진 반원전 여론을 의식한 당시 마잉주 총통은 2011년 11월 이미 가동 

중인 6기의 원자로에 대해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친샨 원전이 폐쇄되기 시작하여 2025년 만샨 원전을 

끝으로 6기의 원자로가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2016년 총통선거에서 제4기 원전 건설 재개 여부가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대선 기간 민진당의 차이잉원 대선후보는 2025년

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반면, 당시 총통이었던 

국민당 마잉주는 제4기 원전이 가동하는 조건하에 기존의 원전들을 폐

쇄하자고 주장하였다.  

2016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하였으며, 신임 총통이 된 차이

잉원은 기존의 원전에 대해서는 허가기간까지만 운전을 하고 제4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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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운전을 시작하지 않음으로써, 2025년 5월까지 원전이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 이탈리아62)63)

이탈리아에서는 초당적인 정부의 지원 하에 1960년대 초반에 이미 3

기의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전 확대를 추

진하여 1966년 Enel社64)는 1980년까지 12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겠

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듬해 이탈리아의 4번째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

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78년 Caorso 원전이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

하였다. 

원자로 노형 설비용량(MW) 최초가동 폐쇄

Latina GCR 153 1963년 5월 1987년 2월

Garigliano BWR 150 1964년 1월 1982년 3월

Enrico Fermi
(Trino Vercellese)

PWR 260 1964년 10월 1990년 7월

Caorso BWR 860 1978년 5월 1990년 7월

가동원전 : 4기 1,423MW

자료 : WNA, "Nuclear Power in Italy", 2018.2(http://www.world-nuclear.org/inform
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g-n/italy.aspx; 검색일: 2018.2.8)

<표 4-11> 이탈리아 원전 현황 

62) 전력거래소, “2015년 해외 전력시장 동향 - 이탈리아 -”, 2015.12
63) WNA, "Nuclear Power in Italy", 2018.2(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

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g-n/italy.aspx; 검색일: 2018.2.8)
64) Enel社는 이탈리아의 전력공기업으로 1962년 설립됐다. 이후 민영화 조치에 따라 

1992년 주식회사가 된 Enel社는 지분 40%를 1999년 상장했다. 2009년 말 기준, 
Enel社의 지분을 2%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탈리아 경제재정부(13.88%), Enel社
의 자회사 Cassa Depositi e Prestiti(17.36%), Blackrock Inc.(3.0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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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반원전 움직임이 확산되었으나, 이탈리아 원

전산업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 1981년 에너지

계획이 채택되어 1GW 규모의 원자로가 2기씩 건설되는 신규 원전이 

Piedmont, Lombardy, Pugila 등 3개 지역에서 건설될 예정이었다. 또한 

Enel社는 이 뿐만 아니라 982MW급 BWR 2기를 Montaltodi Castro 지

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여 1982년 착공하였다. 

1986년 3월에는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계획이 의회

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달에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서 원전 프로그램을 재검토되었고, 1987년 11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원전을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1987

년 12월, Latina 원전이 폐쇄되었고 기존 에너지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

던 원자로 6기 중 첫 번째 원자로의 건설이 중단되었다. 이후 정부는 

완공을 앞두고 있던 Montaltodi Castro 원전을 화석연료 발전설비로 전

환하기로 결정했다. 1990년 7월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원전 2곳(Caorso

와 Trino Vercellese)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1988년 이후 이탈리아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원자로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원전 프

로그램도 국가 에너지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이전부터 전력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하여 전력을 

수입해오고 있었는데, 탈원전 이후 이탈리아의 전력수입량이 더욱 증가

하였다. 전력은 주로 프랑스에서 수입해오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주변

국에 비해 비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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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탈원전 전후 이탈리아 전력수입 현황

자료: Enerdata Global&CO2 Data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06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사태 이후 에너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원자력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이탈리아에서도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2008년 5월 출범한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원전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

며 석유, 가스, 수입전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향후 5년 

이내에 신규 원전 건설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2월에 베를루스

코니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양국 간 원자력협정을 체결하

였고, 이탈리아의 Enel社와 프랑스의 EDF社는 EPR 원자로 최소 4기를 

건설하고 2020년 이전에 가동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하였다. 

정부는 원전과 관련된 종합 법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국립 원전 

연구·개발 기관 설립, 기존 원전 부지에서 신규 원자로를 건설할 시 빠

른 허가 처리, 신규 원자로 부지에 대한 신속한 허가 등의 조치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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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상기 법안이 2009년 7월 마침내 통과됨에 따라 원전은 이탈리아 

에너지 정책의 핵심 요소를 이루게 되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수

요 중 50%를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나머지 50%는 재생에

너지(25%)와 원자력(25%)으로부터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0년 1월, 공청회 관련 규정이 발표되었으며, 원전을 유치하는 도

시 및 지역에 대한 재정적 혜택을 담은 행정명령(decree) 초안이 마련되

었다. 해당 행정명령은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에 건설 기간 동안에는 

MW당 연간 3,000유로를, 가동 중에는 MWh당 40유로센트를 지급하도

록 명시했다. 2010년 2월 추가로 제정된 법안에는 원전 부지 선정을 위

한 틀(framework)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전과 연료주기 설비의 경우, 건설 시 ‘고유인가

(unique authorization)’와 환경허가를 얻도록 했다. 2010년 11월, 이탈리

아 헌법재판소는 세 지역(Puglia, Campania, Basilicata)의 신규 원전 건

설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11년 1월,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제안대로 원전 가동 재개 계획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6월에 열린 국민

투표에 부쳐진 안건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3년 동안 정부가 단행한 

70개의 관련 입법 및 규제 조치의 무효화 여부였다. 강한 원전 반대여

론을 의식해 Puglia, Campania, Basilicata등 세 지역이 자체적으로 추진

한 원전 건설 금지법에 대해 2010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

렸다.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정부는 원

전 계획을 1년 동안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추진한 원전 관련 법안 4개가 국민투표에서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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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부결된 법안에는 총 전력생산량 가운데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9년 법안도 포함되었다.

4. 국회에서의 입법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결정을 내리면, 이를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주기도 한다. 국회에서의 탈원전 법안 통과는 

탈원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에

서처럼 탈원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안

이 폐기되고 다시 원전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가. 독일

독일에서는 1960년 제정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

에 관한 법(이하 원자력법)’이 원자력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원자력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해당 법안의 개정되면서 정부의 정책추진

을 뒷받침하였다.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집권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회에서 원자력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02년 

4월 ‘상업적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사용의 단계적 종료에 관한 법65)’

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탈원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신규 원전건설이 금지되었고, 원전의 가동수명이 40년으로 제

65) Gesetz zur geordneten beendigung der kernenergienutzung zur gewerblichen 
erzeugung von elektrizität vom 22. Aprip 2002, BGBI. IS.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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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어 2022년까지 단계적인 원전폐쇄가 추진되었다. 

2009년 집권한 기민·기사당-자민당 연정은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폐

기하고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 12월 원자력법이 개정66)되었

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기간을 평균 12년 연

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탈원전

으로 정책을 선회하였고, 이에 따라 원자력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정지를 공식적으로 선언

하였고, 일시정지하고 있던 8기의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않고, 나머지 9

기 원자로에 대해서도 2015년, 2017년, 2019년에 각 1기씩,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기씩 단계적으로 중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원자

력법 제7조 제1a항). 

나. 대만

대만에서는 입법원 차원에서 원전 추진여부와 관련된 법안이 치열하

게 논의되어 왔다. 1996년 5월 민진당을 중심으로 제4기 원전 건설 관

련 예산 삭감을 시도하여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다

수당이었던 국민당이 헌법절차를 활용해 재심의를 거쳐 1996년 10월 

원래의 예산을 회복하였다. 

2000년 민진당의 천수이볜 총통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4기 

원전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입법원에서 국민당을 중심으

66)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__bgbl__%2F%2F*%5B%40attr_id%3
D%27bgbl110s1814.pdf%27%5D__14948360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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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대하였고, 헌법재판까지 가는 끝에 해당 원전건설이 재개된 바 있

다. 그러나 민진당 집권 시기인 2003년 행정원에서 원전의 신규 건설 

허가 발급 금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핵국

가추진법이 발의되어 제정되었다. 

결국 2016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하고, 입법원에서도 민진당

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2017년 1월 11일 입법원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다. 이탈리아67)68)69)

이탈리에서는 1962년 12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해당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규

제한다.

이탈리아 의회는 1986년 3월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에너

지계획을 채택하였으나, 다음달에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해

당 계획이 재검토된 바 있다.

2008년 5월 정부에서 신규 원전건설 및 부지에 대한 신속한 허가, 국

립 원전 연구개발 기관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은 2009년 7월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의회의 법안 처리는 이

탈리아에서 원전의 재추진을 가속화하였다.

67) IAEA,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 Italy", 2013(https://cnpp.iaea.org/cou
ntryprofiles/Italy/Italy.htm 검색일 : 2018.5.19)

68) WNA, "Nuclear Power in Italy", 2018.2(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
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g-n/italy.aspx; 검색일: 2018.2.8)

69) 이탈리아에서 탈원전을 규정한 법은 찾을 수 없었다. 탈원전 법이 제정되지 않
았기 때문인지, 자료 탐색의 한계인지 불분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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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투표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탈원전 관련 

이슈가 국가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부의 정책 및 의회에서의 입법

으로도 찬반 논쟁이 가라앉지 않을 때 탈원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최

종적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가. 스위스70)

스위스에서는 국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정책 결정이 국가적인 쟁점사항이 될 때마

다 국민투표를 통해 해당 정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스위스에서 원자력 관련 국민투료는 총 여섯차례 이루어졌다. 대부분 

녹색당이나 시민에 의해 국민투표가 발의되어 원전의 조기폐쇄 및 신

규원전 건설 금지 등을 내용으로 실시되었으나 대부분 부결되었다. 

2017년에 실시된 국민투표만이 연방각의와 의회에 의해 발의되었고 가

결되었다. 

1979년 2월에 실시된 신규 원전건설을 금지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는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되었다. 1984

년 9월에는 신규 원전건설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

고,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되었다. 1990년 9월에는 두 가지 내용

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신규 원전건설을 포기하고 기존 원전의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는 찬성 47%, 반대 53%로 부

70) 국민투표 결과자료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 https://www.kernenergie.ch/de/pol
itik-und-gesellschaft/akzeptanz-schweiz.html; 검색일 : 201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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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었다. 또한 향후 10년 간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투

표는 찬성 54%, 반대 46%로 가결되었다. 2003년 5월에도 두 가지 내용

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원전의 가동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여 

2014년에 조기 탈원전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는 찬성 42%, 반대 58%로 

부결되었다. 또한 신규 원전건설 금지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고 연전 

수명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도 찬성 42%, 반대 54%로 

부결되었다. 2016년 11월 원전의 가동기간을 45년으로 제한하여 탈원

전 시기를 기존의 2034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찬성 46%, 반대 54%로 부결되었다. 2017년 5월 2034년 

투표일자 투표주제 찬성 반대

1979.2
Ÿ 국민발의 : 원전건설과 운영에서의 국가의 권리와 안전 

-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 강화
49% 51%

1984.9.23
Ÿ 국민발의 : 더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없는 미래 - 신규 

원전건설 금지
45% 55%

1990.9.23

Ÿ 시민 발의안: 원자력 에너지의 폐지 - 신규 원전건설 
포기와 기존 원전 해체의 가속화

47% 53%

Ÿ 향후 10년간 신규원전 건설 금지 55% 53%

2003.5.18

Ÿ 시민 발의안: 원자력 없는 전력–원전수명을 30년으로 
제한, 2014년 탈원전

34% 66%

Ÿ 시민 발의안: 신규 원전 건설금지 기간 10년 연장, 원전 
수명 40년으로 제한

42% 58%

2016.11.27
Ÿ 시민 발의안: 원자력 에너지의 질서있는 폐지 - 원전 

수명을 45년으로 제한, 탈원전 시기가 2034년에서 
2029년으로 빨라짐.

46% 54%

2017.5 Ÿ 연방각의 발의안: 에너지법 - 에너지전략 2050 통과 여부 58% 42%

<표 4-12> 스위스 원자력 관련 국민투표 결과

자료: https://www.kernenergie.ch/de/politik-und-gesellschaft/akzeptanz-schweiz.html( 
검색일: 2018.5.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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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전의 가동이 종료되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전략 2050’의 통과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찬성 58%, 반대 42%로 가결되었다(<표 

4-12> 참조).

위의 국민투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1970년대 말부터 반원전 관련 

국민투표가 계속하여 이루어져왔으나, 대부분 원전에 대한 우호적 의견

이 많아 부결된 사례가 많다(<그림 4-9> 참조).

 

[그림 4-9] 스위스에서의 원전 관련 국민투표 결과

주: 1990년과 2003년의 국민투표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개
의 찬성과 반대 수치를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음.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6년 11월과 2017년 5월 사이에 여론의 큰 변화가 없음에도 투표 

결과가 달라진 것은 2016년에는 탈원전 시기를 앞당기는, 다소 급진적

인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반영된 반면 2017년에는 계획적인 

탈원전이 제시되어 국민들의 동의를 더욱 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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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만

2003년 12월 당시 야당이자 다수당이던 국민당은 당시 천수이볜 총

통이 제4기 원전의 건설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단

독으로 국민투표의 절차와 기준을 담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투표의 내용은 국가 안보 사안으로 제한되고, 진행 절

차도 까다롭다. 민간에서 투표발의를 하려면 전체 유권자의 0.5%(약 10

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고, 그 후에 중앙정부의 투표심의위원회가 타당

성 여부를 조사하는 투표발의 심사를 거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전체 유

권자의 5%(약 100만명)가 서명해야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체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하고 그 중에 50%가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한겨레21, 2014.3.28). 실질적으로 국민투표의 진행절

차가 까다롭고 이제까지 국민투표 투표율이 50%를 넘은 적이 없어, 해

당 방식으로 국민투표를 한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민

진당은 반발하며 투표 발의 및 통과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4년 4월 25일, 당시 마잉주 총통과 민진당의 쑤전창 주석은 영수

회담을 개최하여 제4기 원전 건설을 국민투표에 비칠 것을 합의했다(최

창근, 2017.6.2). 제4기 원전의 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3년 내 실

시하기로 하였다. 

2016년 총통선거에서 승리한 민진당은 의회에서도 전체 의석수 113

석 중에 89석을 차지하여 향후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

졌다. 결국 2017년 12월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법

률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국민투표 통

과기준도 대폭 완화하였다(연합뉴스, 2017.12.13). 안건 상정을 위해 최

근 총통선거 유권자 수의 0.01%의 서명을 얻은 뒤 다시 유권자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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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서명을 얻어야 국민투표로 진행된다71). 또한 국민투표의 효력

이 인정되는 투표참여율은 50%에서 25%로 낮아졌다. 

한편 2018년 2월에는 대만의 원자력 지지자들로 구성된 ‘Nuclear 

Myth-Busters'라는 단체가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2025년까지 원전 전면 

폐쇄’ 정책의 시행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

원 운동을 벌였다72). 해당 단체는 2018년 9월 국민투표 진행에 필요한 

282,000개를 초과하는 310,000개의 서명을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제

출한 상태이다73). 

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 주요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큰 차이로 탈원전이 지지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987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탈원전과 

관련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1987년 11월 8일 원자력의 이용과 관

련된 3가지 질문에 대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세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탈원전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 이후 

원자력이 재추진되면서 2011년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원자력발전의 

재개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94%가 반대하였다(<표 4-13> 참조). 

71) 총통선거의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으로, 2016년 기준 유권자 수는 약 1,878만 
명이고 국민투표는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여 유권자 수는 약 1,938만 명이
다.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서명의 수는 약 9.4만 명에서 약 
1,900명으로 줄어들고, 국민투표 진행에 필요한 서명의 수는 약 94만 명에서 
약 28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72) http://focustaiwan.tw/news/aipl/201807310035.aspx
73) https://www.forbes.com/sites/michaelshellenberger/2018/09/17/taiwanese-governme

nt-sparks-hunger-strike-after-rejecting-signatures-for-pro-nuclear-referendum/#3a3a
eddf6af9(검색일 :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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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자 투표주제 찬성 반대

1987.11.8

Ÿ 원전건설에 대한 허가의 주체를 국가에서 원전 
부지의 지방정부로 이전

81% 19%

Ÿ 원전을 수용한 지방정부에 대한 보상을 폐시 80% 20%

Ÿ Enel이 이탈리아 이외의 장소에 건설하는 
원전에 대한 허가를 취소

72% 28%

2011.6.13
Ÿ 이탈리아에서의 원자력발전을 허용하는 조치의 

폐지
94% 6%

<표 4-13> 이탈리아 원자력 관련 국민투표 결과

자료: Rossi(2016.3.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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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 시사점

1. 원자력에 대한 여론의 중요성과 특성

원자력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 여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자력 관

련 정책은 정치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원자

력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 혹은 총리 

등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를 할 때 각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 뿐 아니라 여론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약을 만든다. 정치적

으로 원전에 우호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반원전 여론이 높은 상황이

라면 원전에 소극적인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선거에서 각 

후보의 당락에도 여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만의 경우 

2016년 총통선거에 원전 이슈가 부상했고, 반원전을 표방한 민진당의 

후보가 당선되는데 반원전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 의회에서의 입법과정, 국민투표 등 탈원전의 각 

단계에도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여론의 특징 중 하나는 여론이 변한다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원자력에 대해 보여지는 여론과 실제 전체 국민이 원자

력에 대해 지지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

부분의 국가에서 원자력 도입 초기에는 원자력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

을 가지고 있다가 원전이 도입되는 부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에 

의해 반원전 운동이 시작되고, 이러한 반원전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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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주요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급

격히 악화된다. 그러나 원전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상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반원전 여론이 비등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탈

원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원자력에 대한 

여론이 점차 호의적으로 변하여 정부도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원자

력 정책을 다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

시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원자력 재추진 정책이 철회된다. 

주요국 사례를 통해 원자력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여론과 실

제 국민이 원자력에 대해 지지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대만에서는 반원전 운동이 꾸준히 이루어져왔지만,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원전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이 

많았다. 독일에서도 반원전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에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원전에 우호적인 의견이 더 많은 사례도 

있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의견을 가진 국민은 따로 자

기의 주장을 알릴 필요가 적지만,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가진 국민은 자

신의 주장을 알리고 싶어할 것이다. 정부에서 원자력을 추진한다면 반

원전을 주장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반대로 정부에서 탈원

전을 추진한다면 원전을 지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이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관련 국민투표가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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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

원자력 관련 여론이 변한다는 점과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이 도드

라져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공론

화 과정은 자기 주장을 내지 않는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파악할 뿐 아

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론화 참여자 간에 심도있는 토론은 원자력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국민들 간에 의견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 한다. 일반 대중은 원자

력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거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74),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지식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 대중이 원자력에 대한 태도를 보다 신중하

게 취하고 여론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또한 공론화는 국가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진행

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 환경·반핵단체 등이 

등장하여 반원전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대부분의 원전 프로젝트들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1997년 

74)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 현안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너지경제연구원·(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2018.2.9)를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87%가 ‘필요’ 또는 ‘매우 필요’라고 응답하였고, 2030년까지 재
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3020’의 비전에 대해서도 적당하다는 의
견이 42%, 더 확대하거나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1%에 달하였다. 반
면, 석탄발전의 비중 축소에 대해서는 88%가 ‘필요’ 또는 ‘매우 필요’라고 응답
하였고 신규원전 금지 및 노후원전 단계적 폐쇄 정책에 대해서는 62%가 ‘필요’ 
또는 ‘매우 필요’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정책변화로 인한 전기요금 수용 범위
에 대해서는 수용의사 없음이 20%, 5% 미만이 39%, 5~9%가 24%로, 10% 이
상의 요금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하였다. 재생에너지를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거나 혹은 10% 미만으로 억제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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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이 설립되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사업이 3억 유로 이상의 공공사업은 의무적으로 

공공토론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CNDP는 토론참가자들에게 추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

계자들이 정부 및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후 약 4개월 동안 공공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론보고

서 및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제시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5년 내에 주민투표 성격을 갖는 민의조사

가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

게 된다. 2003년에서 2012년까지 국책사업 146건이 CNDP에 회부되어 

그 중 72건(49%)에 대해 공공토론이 실시되었고 72건 중 66건(91.7%)

이 진행되고 6건(8.3%)는 사업이 중단 또는 철회되었다. 프랑스에서 

CNDP의 운영은 공공갈등을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5). 

3. 탈원전 정책의 법 제도화 필요성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원자력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만처럼 주요 양당 간에 원자력에 대한 입장이 다르면 어떤 정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원자력 정책이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

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민주당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후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 재가동 

75) 본 문단은 전홍찬(2018.2.2),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해외사례: 프랑스 국가공공
토론위원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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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특히 원자력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의 정책변화는 국가적인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정부가 원전 추진 정책을 번복하고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력회사들이 소송을 제

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사례가 있으

며, 해당 배상액은 1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76). 

원전은 한번 지으면 약 40년 이상 가동되고 원자력 사업에는 대규모

의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원자력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의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 스위스 대만
이탈 
리아

일본 한국

반원전 여론 조성 O O O O O O

국민의견 
수렴(공론화)

O O X X O X

정부 결정 O O O O O O

국회 입법 O O O O X X

국민투표 X O X O X X

<표 5-1> 주요국 탈원전 과정 비교

76) WNN, "Germany to compensate utilities for nuclear phaseout losses", 2018.5.24
(http://www.world-nuclear-news.org/NP-Germany-to-compensate-utilities-for-nucle
ar-phaseout-losses-24051801.html; 검색일 :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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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탈원전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공론화 과정과 의회

에서의 입법 과정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권이 바뀌면 원자력 정

책도 바뀔 수 있다. 보다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 두 단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론화와 입법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후에 정책이 번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행정

부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보다는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

한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토의는 원자력에 대한 찬반 양론을 수렴

하고 논의하는 과정으로서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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