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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 원자력은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탄소배출 제로(carbon-free) 

에너지원임.  

■  원자력은 청정 전력을 생산해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일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원자력 덕분에, 과학자들은 새로운 암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고, 지역

사회는 자연재해로 초래된 전력공급 중단 사태에 대처할 수 있음. 

※ 원자력은 극 소용돌이(polar vortex), 폭염(heat wave), 허리케인과 같이 긴급한 기상 상황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1차 에너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원자력 기술력으로 미국의 우주선과 인공위성은 먼 행성까지 탐사가 가능함.

■ 이러한 발전은 결코 필연적이거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원자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으면 결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

2. 미국의 원자력 현황

■ 원자력은 미국 전체 발전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전력망에 연결된 8,000개의 발전소 

가운데 원자로는 98개뿐이지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가운데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55% 이상임.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보수가 좋은 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미국의 원전은 단순히 전력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이 속한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오고 있음.

1) 본 고는 2019년 5월 22일 개최된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마리아 코르스닉(Maria Korsnick) 미국원자력협회(NEI)회장이 발표한 기조연설문을 

번역 및 요약한 것임.

미국 원전 현황과 원전의 중요성1)

마리아 코르스닉(Maria Korsnick) NEI 회장

한지혜 전문원(jhhan@keei.re.kr)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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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미국의 원자력 부문은 호황을 누렸는데, 설비이용률(capacity factor)과 발전량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운영비용은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총 평균발전비용은 2012년 이후 큰 폭(25%)으로 감소하였고, 안전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였음. 

오늘날 미국의 원전 이용률은 92% 이상이며,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음. 이와 

같은 이용률 향상 덕분에 수십 년 전 130기의 원자로를 가동해 생산하던 전력을 오늘날 98기

만으로도 생산할 수 있음.

   - 한 세대 전만 해도 원전 이용률은 63%에 불과하였음. 

2018년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8억 MWh를 초과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 태양광 발전량으로 원자력 발전량을 따라 잡으려면,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를 두 배, 세 배, 네 배로 

늘려서는 불가능하며, 2018년 태양광 발전량의 12배를 곱해야 할 것임.

풍력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량과 일치하려면, 터빈의 수가 3배로 늘어나야 할 것임.

재생에너지는 기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원자력은 24시간 내내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

하고 있음. 원자력은 안정적이고, 급전가능하며(dispatchable), 일정하고, ‘탄소 발생

량이 제로(carbon-free)’임.

[그림 1] 미국 청정에너지원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2018년)

                  자료: 미국원자력협회(N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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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 원전의 총 발전 비용(2012년~2018년)

                       자료: 미국원자력협회(NEI)

[그림 3] 미국 원자력 발전량(2018년)

                        자료: 미국원자력협회(NEI)

3. 미국 원전의 증설 현황 

■ 현재 미국에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자로인 Vogtle 원전 3, 4호기(각 1,250MWh 

규모)를 건설하고 있음2).  

2) Vogtle 3·4호기는 미국에서 30여년 만에 건설되는 신규 원전으로, 각각 2021년 11월과 2022년 11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임(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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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gtle 원전은 미국 원자력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자 크고 작은 혁신을 기반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진전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디지털 기술, 3D 프린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덕분에 미국은 40년 전에 건설된 同 원

전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개선하고 계속운전을 시행할 수 있음.

1차 인허가 갱신으로 60년간 운전되는 미국의 원전은 2020년에 2차 인허가 갱신이 승인

될 예정임3). 이에 따라 원전의 수명은 80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원전은 속도, 정밀도, 최고 높은 수준의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신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어, 청정(Clean) 전력망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됨.

4. 미국의 원자력 전망 

■ 원자력의 미래와 더불어 공동체, 국가, 기후의 미래는 기술과 정책 영역에 달려 있음.

혁신 측면에서 원자력 부문중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임. 

- 소형모듈원전은 소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과 전력 공급이 어려운 외딴 지역에 전력을 공급

하는 데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초소형 원전(Micro reactor)은 디젤발전기 또는 석탄보일러와 같이 연료를 자주 재공급

(refueling) 해야 하는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음. 초소형 원전은 중앙 전력망 연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청정하게 가동되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함.

■ 미국은 엄격한 기준과 혁신 문화를 바탕으로 원자력 기술 선진화를 위해 글로벌 선도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계획임. 

2018년 가을 미국 정부는 신세대 청정 첨단 원자로(advanced reactor) 개발을 위해 신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원자력 연구를 개선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음. 

2018년 미국은 원자력의 미래를 위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음. 

미국은 오랜기간 청정에너지원과 신뢰할 만한 에너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었음. 

-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 중에서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이며, 원자력을 배제하는 

것도 잘못임. 

3) 2018년 Surry 원전 1, 2호기, Turkey point 원전 3, 4호기, Peach Bottom 원전 2, 3호기에 대한  2차 계속운전 신청서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제출되었음.(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https://www.nrc.gov/reactors/operating/licensing/renewal/subsequent-license-renew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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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원전을 유지하지 못하면 무탄소(carbon-free) 전원인 원자력을 또 다른 형태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가 원자력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은 청정 발전원을 유지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 

- MIT, NEA 전문가, 구글, 미국 정부는 원자력이 배제된 청정 발전원의 조합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함.

■ 원자력의 진전은 국가적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州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다수의 州들이 리더십을 발하고 있음. 점점 더 많은 州들이 탄소 저감 목표 달성과 

대기질 향상을 위해 원자력, 풍력, 태양광과 같은 탈탄소 에너지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미국 州의 절반 이상이 탈탄소 기술을 풍력과 태양광으로 국한시키는 신재생에너지의무

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채택하였음. 해당 州들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원자력을 배제시켰으나 탄소 배출 제로(carbon-free) 에너지원은 모두 고려되어야 함.

다행히도 일부 州들은 기후변화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 해당 州들은 원전을 기피하거나 폐쇄할 시기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 

5. 청정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이 갖는 중요성 

■ 오늘날 원전의 지속적 가동은 탄소 배출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이 사안에 대해 글로벌 전문기관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기업 중 하나인 구글은 탄소 배출을 

대폭 저감하려면 원자력과 같은 무탄소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음.

탄소 배출의 급증을 방지하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더욱 개선

되도록 더 많은 투자가 시행되어야 함. 

원자력은 에너지, 경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이 기후 변화를 저지하는 데 기여

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 휴렛패커드(Hewlett Packard)는 자사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이 특정 환경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약 600개의 기타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공급망이 기후변화를 인식하고(Climate Conscious)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줄이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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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기술의 개발과 소형화 추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신규 시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국은 지금부터 1년 내에 설계인증을 승인받은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할 예정임.  

또한 2차 인허가 갱신도 최초 승인할 예정임. 

2021년 Vogtle 원전 3호기는 조지아(Georgia) 州에서 가동될 것이고, 2022년 Vogtle 

원전 4호기도 가동될 예정임. 

미군이 초소형 원전 파일럿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은 원자력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경제적일 수 있도록 하는 사고저항성 연료

(accident-tolerant fuel)도 개발할 예정임4). 

■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회복력(resilient)을 갖춘 신뢰할 수 있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을 인식해야 함. 

지금은 선진 기술에 자금을 지원하고, 혁신을 지속하며, 투자도 지속해야 할 때임.

기존 원전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때임. 또한, 원자력을 선도할 때이며 지금이 바로 

적기임.

원자력이 365일, 일주일 내내, 24시간 가동되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미국도 원자력의 

미래를 위해서 멈추지 않을 것임.

 마리아 코르스닉(Maria Korsnick) NEI 회장 

∙ 前 Exelon社 북동지역 사업부 수석 부사장

∙ 前 Constellation Energy Nuclear Group社

최고 원자력책임자(CNO) 

4) 2018년 4월 미국 원자력협회(NEI)는 미국 원자력 산업계가 에너지부(DOE) 및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사고저항연료

(accident-tolerant fuels)가 이르면 5년 후인 2023년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 발표함(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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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에너지 발전: 글로벌 에너지 전환시대, 경쟁력 갖춘 중심축(backbone) 

■ 오늘날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는 가장 저렴한 신규 발전원이 되었음. 태양광과 

풍력 비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용은 더 많은 국가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재생에너지 비용 데이터베이스2)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바이오에너지, 지열, 수력, 육상·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전 세계 가중평균(weighted- 

average) 균등화발전비용(levelised cost of electricity, LCOE)3)은 화석 연료 발전비용4) 

범위 안으로 진입하였음.

발전 기술이 성숙한 바이오에너지, 지열,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수십 년간 경쟁력을 

갖춘 신규 전력 발전원의 역할을 하였는데, 2018년 시운전된 바이오에너지, 지열, 수력 

발전소의 전 세계 가중평균 LCOE는 각각 $0.062/kWh, $0.072/kWh, $0.047/kWh였음

(그림 1 참조). 

수력 프로젝트의 전 세계 가중평균 LCOE는 가장 저렴한 화력 발전(화석연료 기반)과 

동일하거나 더 낮았음(단 2010년과 2018년은 제외). 그 결과 2010년과 2018년 사이의 

수력 발전의 보급 비용은 가장 저렴한 화석연료보다 낮았음. 

1) 본고는 2018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 보고서를 정리하였음. 

2) IRENA의 재생에너지 비용 데이터베이스에는 약 17,000개의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총 1,700GW 용량)의 비용과 실적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2018년 말까지 추진된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절반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

3) 특정 기술에 대한 LCOE는 발전기의 수명기간 소요되는 총 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균등하게 배분한 발전비용으로, 비용과 발전량은  평균 자본비용을 

반영한 할인율을 이용해 공통연도로 할인하였음. 본 보고서의 모든 LCOE 결과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2018년 미국 달러(USD)로 산정해

(물가상승 고려), 재정지원을 제외하고 실질 자본비용을 OECD 국가들과 중국의 경우 7.5%, 나머지 국가의 경우 10%로 가정하였음. 모든 LCOE 

예측치는 재정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였음. 여기에 제시된 모든 자료는 운전개시(commissioning) 연도임. 태양광과 육상풍력에 대한  계획, 

개발, 건설은 2~3년이 소요될 수 있지만, CSP, 화석 연료, 수력,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4) 화석연료 기반의 화력발전의 비용 범위는 국가 ․연료별로 $0.049~0.174/kWh 사이로 추정됨. 이 보고서의 모든 비용 자료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2018년 미국 달러(USD)로 표기됨. 

2018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분석1)

한지혜 전문원(jhhan@ke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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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석 연료보다 더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원은 비단 수력에만 국한되지 않음. 

2018년 신규로 진행된 육상풍력 프로젝트의 전 세계 가중평균 LCOE은 $0.056/kWh로, 

상당수 프로젝트가 화석연료 기반의 화력발전보다 LCOE가 낮음.

   [그림 1]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의 전 세계 LCOE(2010년-2018년)

 

    참고 : 이 자료는 시운전(commissioning) 연도를 표기하였음. 원의 지름은 프로젝트의 규모를 나타내며, 

중심에 표기된 값은 각 프로젝트의 비용임. 굵은 선은 매년 시운전되는 발전소에 대한 전 세계 가중

평균 LCOE 값임. 실질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OECD 국가들과 중국 7.5%, 나머지 국가는 10%임. 

단일 대역(band)은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 비용 범위를 나타내며 (그림의 연한 베이지색), 

각 기술 및 연도별 대역(band)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5번째 및 95번째 백분위수를 나타냄.

■ 2018년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가중평균 LCOE는 2017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CSP,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육상 풍력의 경우는 평균보다 대폭 하락하였음.  

2018년 중국, 모로코, 남아공에서 신규 CSP (집중형 태양광 발전, Concentrating Solar 

Power) 용량이 설치되면서, CSP의 전 세계 가중평균 LCOE는 2017년 대비 26% 하락

하였음.5) 

- CSP의 전 세계 가중평균 LCOE는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46% 하락하였음.

2018년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의 전 세계 가중평균 LCOE는 $0.085/kWh

였는데, 이는 2017년의 수치보다 약 13%가 낮았음. 

5) CSP 시장이 수급변동에 비해 가격변동 폭이 훨씬 취약한 시장(thin market)인 점을 감안할 때, 2018년에 발생한 이와 같은 급격한 하락 현상은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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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의 전 세계 가중평균 LCOE는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77% 감소

하였음.

- 태양광발전의 비용 하락은 태양광의 모듈 가격과 주변장치(balance of system, BOS) 

비용의 하락에 기인함. 

※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09년 말 이후 80% 이상 하락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약 3분의 1이 

하락하였음. 

- 2018년 대규모 프로젝트의 전 세계 가중평균 총 설치비용(Total Installed Cost)은 2017년 

대비 13% 하락한 $1,210/kW였음(그림 2 참조).

육상풍력은 2018년 전 세계 가중 평균 LCOE(약 45GW 규모6)의 신규 프로젝트 기준)는 

$0.056/kWh로, 2017년 대비 13%가 낮았음.

- 비용이 하락한 이유는 터빈 비용 및 구조물(balance of project) 비용이 낮아지는 동시에, 

허브(hub)가 더 높아지고 회전자의 회전 면적(swept area)이 커지면서 기존 기술과 비교

해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임.

수력 프로젝트는 2년 동안 증가해, 2018년에 개시된 프로젝트의 전 세계 가중평균 

LCOE는 2017년 대비 11% 하락한 $0.047/kWh에 달하였음.

- 신규 프로젝트(21GW 규모)의 총 설치비용이 2017년 대비 약 15% 하락하였음.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의 전 세계 가중평균 LCOE는 2017년과 2018년 사이 약 14% 하락

하였음.

- 농업과 임업 잔류물(residue) 연소에 사용되는 기술의 자본 집약도가 낮아졌음.

지열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전력비용은 2018년 소폭 감소(약 1%, 전년대비)하였음.

- 지열 발전은 2018년 540 MW 규모의 용량만이 추가되어, 비용 추세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해상풍력은 2018년 약 4.5GW 규모의 용량이 설치되었으며(이는 2017년 수치와 동일) 

전 세계 가중평균 LCOE가 $0.127/kWh임.

변동성 재생에너지(variable renewable energy, VRE) 비중이 늘어나 발전 비용뿐만 

아니라 총 시스템 비용(total system cost) 검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

- 독일, 스페인, 스칸디나비아의 경우 저비용 통합이 가능하고, 운영 경험의 지속적인 증가, 

유연성 자원을 갖춘 신규 시장 개설, 기술 혁신 덕분에 비중이 확대된 VRE의 계통 통합 

관련 예상 비용과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전력 부문에서 유연성 자원을 갖춘 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6) 2019년 재생에너지 용량 통계(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9), IRENA, Abu Dh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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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SP, 태양광, 육상·해상풍력의 전 세계 가중 평균 설치비용 및

프로젝트 백분위수 범위(2010~2018년)

■ 태양광과 풍력 발전 기술의 비용 하락은 2020년 이후로도 계속될 전망임. 

최근 경매 및 전력구매계약(PPA)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육상풍력 및 태양광은 

비용이 가장 낮은 화석 연료보다 저렴한 전력을 계속 공급할 것이며, 그 기간까지 해상

풍력과 CSP의 비용이 $0.06~0.10/kWh 범위에 달할 전망임.

약 9,850개의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7)을 통해 설치된 393GW 용량에 대한  IRENA의 

전력구매계약(PPA) 및 경매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비용이 2020년과 2022년까지 

계속 하락할 전망임.

다만, 전력구매계약(PPA)과 경매 결과를 LCOE 예측치8)와 비교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음.

육상풍력의 경우 전력구매계약(PPA) 및 경매 결과에 따른 전 세계 가중평균 LCOE는 

2020년까지 $0.045/kWh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그림 3 참조).

- 상기 수치는 2018년에 진행된 육상풍력 프로젝트의 전 세계 가중평균 LCOE에 비해 약 

20% (또는 연 10% 정도) 하락한 것임. 

7) 계약된 전체 용량의 평균 값만이 일부 경매(auction round) 또는 생산 용량의 요청(solicitation)에 보고됨.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각 

프로젝트의 수는 이 값을 초과함.

8) 전력구매계약(PPA)과 경매 자료를 LCOE 예측치와 비교 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림 S.3에서 비교에 필요한 자료를 수정 또는 제외하는 IRENA의 

방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IRENA,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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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태양광의 경우, 경매 결과 평균 전력비용이 2020년에 $0.048/kWh(2018년 

개시된 프로젝트의 전 세계 가중평균 LCOE 대비 44% 감소)까지 하락할 수 있음.

- 이는 매년 25% 비율로 최근의 비용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경쟁적 조달,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설치가 이루어짐에 따른 높은 설비이용률, 

자금조달 비용 감소 등의 이유가 있음.

해상풍력의 경우 평균 전력비용은 2022년까지 15% 하락한 $0.108/kWh(매년 4% 하락)가 

될 수 있음. 

- 2022년에 개시되는 프로젝트는 주로 $0.06~$0.14/kWh 사이에 해당할 것이며, 유럽의 

경우 $0.06~$0.10/kWh 범위에 이를 것임.

전력가격이 2018년과 2021년 사이에 61%까지 하락(매년 27% 하락)할 것임을 시사한 

경매와 전력구매계약(PPA) 결과에 따라, CSP는 비용 면에서 실질적인 큰 변화(step- 

change)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이 전망은 2020년~2021년을 대상으로 5개의 데이터 포인트(data point)만을 기반

으로 하고 있어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함.

 [그림 3] CSP, 태양광, 육상·해상 풍력의 프로젝트 LCOE 및 전 세계 가중 평균 값(2010~2022년)

참고: 각 원(동그라미)은 경매에서 단일 정산 가격(clearing price)이 존재했던 개별 프로젝트 또는 경매 

결과를 나타냄. 원의 중심은 Y축의 각 프로젝트 비용 값임. 굵은 선은 연도별 전 세계 가중 평균 

LCOE 또는 경매 값임. LCOE 자료에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OECD 국가들과 중국은 7.5%, 

나머지 국가는 10%임. 음영 대역은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화력 발전비용의 범위를 나타냄.

참고자료 :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 Executive Summary, IREN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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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 2018년 발전 부문 탄소배출량 2% 증가 

■ 에너지기업 BP 社는 세계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이 2010년 이후 가장 큰 2% 증가하였다고 자사의 

보고서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를 통해 발표함. 

78개국의 2018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차 에너지 소비는 2.9% 증가하였고, 이는 지난 

10년 평균인 1.5%의 2배에 달함.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 2% 증가는 전 세계에 승용차가 33% 증가한 것과 같음.

■ 2018년 천연가스, 석유, 석탄의 소비량이 각각 5.3%, 1.5%, 1.4% 증가하였으며, BP 社는 

에너지 소비량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2018년 발생한 이상기후를 꼽음. 

2018년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래로 가장 많은 한파 및 폭염이 기록되었는데, 그 결과 

지난 10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3.5% 증가하였고, 이는 30년

만의 최고치임.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함.

■ BP는 대기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기후가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이어져 탄소 배출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함. 

발전부문의 탄소배출을 2015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0TWh의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도입하거나 전 세계 화력발전의 10%를 천연가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BP는 주장

함.

■ 보고서는 사람들이 저탄소 발전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 수요 및 탄소 

배출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가 지속 불가능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경고라고 

결론 내림. 

BP. 2019.06.11. Financial Times. 2019.06.12.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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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 Summer 원전 건설비용 소송 합의금 최종 승인 

■ South Carolina 법원은 州 전력사용자들이 제기한 V.C. Summer 원전 건설비용에 대한 소송의 

합의금을 승인함. 

최대 1억 4600만 달러가 SCE&G 社의 전·현 전력사용자 약 160만 명에  분할 지급되며, 

보상금액은 지불한 전력요금에 비례하여 결정됨.

1억 1500만 달러는 올여름에 지급될 예정이며, 잔여 금액은 SCE&G의 부동산이 매각

된 이후에 지급될 예정으로, 약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임.

2018년 11월 합의 당시에는 전력사용자에게 1억 1500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

이었으나, 전력사용자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소폭 증가하고 변호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기존의 6600만 달러에서 5100만 달러로 감소함.

■ South Carolina 州 전력사용자들은 전력요금의 일부를 V.C. Summer 원전 건설비용으로 부담해

왔고, 2017년 7월 원전 건설이 중단된 이후에도 월 27달러 이상을 부담해옴. 

이 점에 대해 전력사용자들은 원전 소유주인 SCE&G 社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11월 SCE&G 社와 전력사용자들은 총 22억 달러 보상금에 합의, 법원의 최종 승인

만을 남겨두고 있었음.

22억 달러 중 20억 달러는 전력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2억 달러에 

대해 전력사용자와 변호사 간 보상금 분배를 두고 법원의 승인이 지연되어 왔음.

■ South Carolina 州 전력사용자들은 V.C. Summer 2·3호기 건설이 중단되었음에도 앞으로 
SCE&G를 인수한 Dominion 社에 20년 동안 23억 달러를 지불해야 함. 

The State. 2019.06.12. Utility Dive. 2019.06.14.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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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C, Oyster Creek 원전 매각 승인 

■ NRC는 Exelon 社의 Holtec International 社로의 Oyster Creek 원전 매각을 승인함. 

Exelon 社와 Holtec International 社는 2018년 8월 Oyster Creek 매각 신청서를 

NRC에 제출하였고, NRC는 Holtec International 社의 원전 해체 기술 및 재정 건전

성을 평가한 후 매각을 승인함.

■ 다만 양측의 거래가 공식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니며, 양측의 거래가 성사된 뒤에 Oyster Creek의 

면허 이전이 이루어질 전망임.

■ Holtec 社는 Oyster Creek 매입 후 10년 내로 원전 폐쇄를 완료하고자 함. 同사는 캐나다의 

SNC-Lavalain 그룹과 원전 해체 전문 합작 투자를 설립, 미국 내 4기의 해체대상 원전 인수 

계약을 체결함. 

The Press of Atlantic City. 2019.06.20.

❚ Bloomberg : 원전 해체로 미국의 방사성 폐기물 보관비용 증가 

■ 1982년 도입된 핵폐기물정책법 (Nuclear Waste Policy Act)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 및 사용 

후 연료 관리 책임은 민간 기업이 아닌 미국 정부에 있음. 

미국 정부는 경제성 악화에 따른 원전의 연이은 폐쇄로 민간 기업에 355억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함.

■ 1997년 가동을 중단한 Maine Yankee 원전의 사용 후 연료 관리비용으로 2019년에만 3500만 

달러가 쓰임. 

Main Yankee 원전은 정부에 사용 후 연료 저장 의무가 있음에도 연방 정부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998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미국의 계획은 방사성 폐기물을 1998년부터 Yucca Mountain 지층 처분장에 보관하는 것이

었으나 지역의 격렬한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Yucca Mountain 예산을 삭감하였고, 현재 미국 내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장은 없음.

■ 미 회계감사원 (GAO)에 따르면 미국 72개 부지에 8만 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분산 저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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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방사성 폐기물은 사용 후 연료이며, 일부는 원전 건물의 잔해임.

72개 부지의 대부분은 가동 중인 원전이며, 7개 부지에는 해체된 원전 건물 부지에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만 남아있음.

■ 미국의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설은 20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현재 약 30개 시설의 허가가 

갱신된 상황임. 

2020년까지 약 60개 시설의 허가가 갱신될 예정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관리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임.

미 원자력협회 (NEI)에 따르면 가동 중인 원전에 사용 후 연료를 저장하는데 연간 30만 달러가 

드나, 가동을 중단한 원전에 사용 후 연료를 저장하는데 연간 8백만 달러가 듦.

<미국 정부의 연간 사용 후 연료 관리 부담 추산 비용>

Bloomberg. 2019.06.14.

❚ NPR (미국 공영 라디오) : 무탄소 발전원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명확함

■ 미국의 NPR은 미국의 여러 州, 도시, 민간 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도함.  

California, Washington, Hawaii, New Mexico 州는 재생에너지 또는 청정에너지를 

통해서만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미국 전역 123개 도시가 100% 

무탄소발전원을 통한 전력 공급 목표를 수립함.

Google, Facebook, Nike 등 미국 내 민간 기업도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받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Xcel Energy社와 같은 전력 유틸리티도 2050년

까지 100% 무탄소 발전원을 통해서만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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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NPR은 무탄소발전원으로의 전환은 탄소배출 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며, 

탄소가격제 도입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함. 

MIT는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탄소의 가격이 높을수록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2018년 발표함.

■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무탄소발전원 도입 목표를 발표하는 이유는 탄소저감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며, 연방 정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임. 

■ 무탄소발전원 도입은 물론 탄소배출을 낮추지만,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전력 부문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NPR은 지적함.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교통운송 부문으로, 발전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미국 

탄소 배출량의 1/3 미만임

■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 힘입어 2017년 처음으로 미국의 무탄소 발전원의 발전량이 35.4%를 

기록, 29.8%와 32.1%를 기록한 석탄과 천연가스를 넘어섰으나, 2018년 미국 발전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고 미국의 환경단체 세리즈 Cerez가 발표함.

2017년 기준 미국의 무탄소 발전원은 원자력 56.3%, 재생에너지 22.6%, 수력발전 

21.1% 순임.

NPR. 2019.06.18. Utility Dive.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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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부 장관, 기민/기사 연합의 원전 계속운전 제안 일축

■  Svenja Schulze 독일 환경부 장관(사회민주당, SPD)은 기민/기사 연합(CDU/CSU) 내 보수집단인 

가치연합(Werteunion)이 기후 보호를 위해 제안한 원전의 계속운전 방안을 거부하며, 원자력 

없이 에너지 전환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지난 6월 4일 가치연합(Werteunion)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실패와 전력 공급 

안정성 저하에 따른 전력가격 인상을 우려해 석탄 발전소의 조기 폐지 및 원전의 계속

운전 시행을 제안하였음.

- 가치연합(Werteunion) 대표 Alexander Mitsch는 원자력 폐지가 생태학적이고 경제적인 

실수라고 비난하며, 원전 계속운전을 시행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힘.

- Astrid Hamker CDU 경제위원회 의장은 원자력 폐지를 근시안적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원자력을 고수한 프랑스는 기후변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대해 Schulze 장관은 원자력이 매우 비싼 발전원이고, 항상 사고 위험을 수반하며, 

수천 세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Schulze 장관은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분산형 시스템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전통 

발전원인 원자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함.

■ 독일 원전운영사인 RWE社, E.ON社, EnBW社도 2022년까지로 예정된 원자력 폐지 입장을 

공고히 함.

RWE社는 원전의 계속운전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사안이라는 입장임.

E.ON社는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탈원전 결정을 철회해서는 안 되며, 기후 

보호 측면에서 전 분야에 걸쳐 에너지 전환을 구현해야 한다고 답변함.

EnBW社는 원전 폐쇄가 2011년 정치적·사회적 합의로 결정되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밝힘.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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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원전의 계속운전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 그러나 환경 보호를 위해 독일이 원전을 계속 운전해야 한다는 재계 지도자들의 요구가 잇달아 

제기됨.

폭스바겐 CEO인 Herbert Diess는 독일이 기후 보호를 위해 원자력 대신 석탄을 조기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ontinental AG社의 Wolfgang Reitzle 회장도 저렴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에너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날짜 주요 사건

2000년

(원자력 합의)

녹색당-사민당 연정, 전력회사들과 2021년까지 단계적 원전 폐지 합의

  - 원자로 수명 제한(32년), 각 원전에 잔여 전력생산 허용량 할당, 

     할당된 허용량 소진 후 원전 폐지, 신규 원전 건설 금지 

2002년

(원자력법 개정)

신규원전 건설 금지

기존 원전 2021년까지 단계적 폐지

  - 원전 수명 40년으로 설정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2009년

(원전 폐지법 철회)

기민 ․ 기사당 - 자민당 연정(보수 성향) 출범

단계적 원자력 폐지법 철회

2010년 10월

(원전 가동기간 연장)

원전 수명(기존 40년) 연장

  - 1980년 이전 건설된 6개의 원전은 8년 연장 

  - 1980년 이후 건설된 11개의 원전은 14년 연장

신규 원전 건설 금지

2011년 6월

(탈원전 방침 결정)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3.)

독일 연방의회, 원전 폐지안 최종 승인

  - 2022년까지 가동 중인 17개의 원전 단계적 폐지

  - 재생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추진

<독일의 원자력 정책 주요 사건>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독일 연방환경부 자료 토대로 작성

Welt 2019.06.04, Der Tagesspiegel 2019.06.05, Clean Energy Wire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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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F Energy社, 영국 Sizewell C 프로젝트 추진으로 전기요금 인상 예상

■ EDF Energy社는 Sizewell C 원전 프로젝트에 민간 재원조달 방식인 RAB(Regulated Asset- 

Based, 규제자산기반) 모델을 적용하면, 매년 6파운드가 부담금(Surcharge) 형태로 전기요금에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함.

※ 영국은 총 15기의 원자로를 가동하여 전체 전력의 21%를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1기를 제외한 모든 원자로가 

2030년까지 폐쇄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16GW 규모의 신규 원전을 계획하였음. 

- Sizewell C 프로젝트는 Suffolk州 Sizewell 부지에 EPR 원자로 2기 건설을 골자로 하며, 

프랑스 EDF社와 중국 CGN社가 공동 추진하는 Hinkley Point C 원전 프로젝트 패키지의 

일환임.

영국 정부는 Moorside와 Wylfa Newydd 프로젝트가 지연된 후, 향후 신규원전 사업에 

RAB 모델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영국 정부가 계획한 신규 원전 프로젝트 가운데 Moorside, Wylfa Newydd, Oldbury는 

추진이 보류된 상태임. 현재 Hinkley Point C원전만이 건설 중임.

- Hinkley Point C 원전은 영국 정부가 35년간 프랑스 EDF社측에 92.50파운드/MWh

(현재 도매전력가의 2배)의 행사가격을 보증한 탓에 영국 내에서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전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이번 여름에 RAB 모델 채택 가능성을 발표할 예정

임.

RAB 모델은 개발업자에게 안전한 투자비 회수 및 투자 수익을 제공해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함1).

- 에너지 회사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정부 보조금을 제공받을 수 있음. 이를 통해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져 발전소 건설과 같은 자본 집약적인 프로젝트의 투자 위험이 감소

함.

EDF Energy社는 공항이나 상수도 회사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용된 RAB 모델이   

Sizewell C 프로젝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함.

- EDF Energy社는 RAB 모델이 ‘슈퍼 하수(Super Sewer)’로 알려진 템스강 하수처리 사업인 

조수로 터널(Thames Tideway Tunnel)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지적함.

- EDF Energy社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Hinkley Point C 원전 덕분에 투자 위험이 

감소해 더 많은 투자자가 Sizewell C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함.

1) Nsenergy 2019.1.22, How do you solve a problem like Wylfa Newydd? Exploring the regulated asset base nuclear financing model

https://www.nsenergybusiness.com/features/regulated-asset-base-model-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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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해당 계획의 비판론자들은 RAB 모델로 인해 고객이 선불(Upfront)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고 지적함. 또한 RAB 모델로 인해 Sizewell C 프로젝트 위험이 전력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건설비

용 초과 시 납세자가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

즉, 행사가격제도에 비해 RAB 방식의 불확실성이 더 높다는 의미임.

■ EDF Energy社는 Sizewell C 원전이 노후 원전을 대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프로젝트 비용이 200억 파운드 규모의 Hinkley Point C 원전과 비교해 20% 절감된 

160억 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Sizwell C 원전은 Hinkley Point C 원전과 동일한 원자로를 사용하고, 기존의 전력망을 

이용해 비용 절감이 예상됨.

- Sizewell C 원전의 착공은 2022년, 완공은 2032년으로 예상됨. 同 원전은 완공 시 전체 

전력의 대략 7%(약 600만 가구에 공급 가능)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됨.

<영국 Hinkley Point C 및 Sizewell C 신규 원전 건설 현황>

건설사 건설 부지 건설 지역 노형 용량 (MW)
가동 시기

(예정)

EDF Energy

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670 2026

Hinkley Point C-2 Somerset  EPR 1,670 2027

Sizewell C-1 Suffolk EPR 1,670 미정

Sizewell C-2  Suffolk EPR 1,670 미정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Eastern Daily Press, BBC 2019.06.11, Financial Times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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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Belene 원전 프로젝트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고려

■ 2019년 6월 14일 북마케도니아 에너지·수자원규제위원회 의장 Marko Bislimovski는 정부가 
추가 개입을 조건으로 불가리아 Belene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불가리아는 Belene 부지에 1,000MW급 VVER-1000 원자로 2기를 신규 건설할 계획임.

- 지난 5월 불가리아는 Belene 원전 건설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 선정을 위해 EU 관보에 

입찰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게재하였음.

- 지난 6월 5일 Temenuzhka Petkova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은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르

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를 Belene 프로젝트의 잠재적 투자자로 유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Bislimovski 위원장은 석탄 매장량이 향후 15년 동안 사용가능한 양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더라도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Belene 원전 투자는 자국의 기저 수요를 맞추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함.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북마케도니아는 2016년 전력생산의 약 51%는 석탄, 

33%는 수력, 10%는 가스로 구성되었음. 재생에너지 비중은 3% 미만임.

■ 현재 러시아 Rosatom社, 중국 CNNC社, 프랑스 Framatome社, 미국  General Electric社, 

한국수력원자력이 Belene 프로젝트에 투자 또는 부품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을 표명하였음.
Belene 프로젝트는 투자자 협정을 체결한 10년 내로 가동될 것이며, 총 비용도 100억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계획임. 

- 또한 同 원전 건설은 시장 원칙에 따라, 정부 보증과 투자자와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 없이 

수행될 것임.

<불가리아 Belene 원전 계획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착공 가동 시작 폐쇄

Belene 1호기 VVER-1000(AES-92) 1,000 - - -

Belene 2호기 VVER-1000(AES-92) 1,000 - - -

자료:World Nuclear Association

Nucnet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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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iddler’s Ferry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총 5개 발전소만 남아 

■ 영국 에너지기업인 Scottish and Southern Energy(SSE)社가 운영하는 Fiddler's Ferry 

석탄화력발전소가 2020년 3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총 5개의 석탄화력발전소만이 남게 됨.

-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SSE社는 영국 정부가 탄소 집약도가 낮은 에너지원을 지원하고 있어, 연간 4천만 파운드

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Fiddler’s Ferry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同 발전소에 조합원 110명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노조 Unite는 발전소 폐지는 근로자들

에게 암울한 소식이라고 밝힘.

- Unite 지역 사무소장인 Graham Williams는 Fiddler’s Ferry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시적 

한파 동안 에너지 수요가 급증했을 때 백업 전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전하며, 해당 설비의 폐지는 북서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함.

■ SSE社의 발표는 비용 상승 문제로 오는 9월 Cottam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한다는 EDF 

Energy社의 발표(2019년 2월)에 뒤이은 것임.

Cottam과 Fiddler’s Ferry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로 Aberthaw B, West Burton A, 

Ratcliffe-on-Soar, Kilroot, Drax만이 남게 됨.

■ 영국 송전망 운영사인 National Grid社는 강한 바람과 온화한 기후로 영국의 탄소집약도

(Carbon Intensity)가 2018년 282.2g에서 2019년 242.8g으로 하락했다고 밝힘. 또한 겨울철 

온화한 기온 덕분에 석탄발전소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다고 언급함. 

※ 탄소집약도란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한 CO2량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수치가 높을수록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을 의미함.

National Grid社에 따르면 영국의 탄소집약도는 5년 전의 절반 수준이며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로 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25주요단신 유럽

<영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참고 : 4번(Fiddler’s Ferry)과 6번(Cottam)은 각각 2020년 3월, 2019년 9월 폐지 예정

                    자료 : The Guardian 

The Guardian, BBC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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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BDEW,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5%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량 확대 요구 

■ 2019년 6월 18일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는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5%로 확대하려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 BDEW는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 협회로 전력회사인 E.ON社, RWE社를 포함한 가스, 

수도공급 회사 등 1,800개의 회사를 대표하고 있음.

-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2030년까지 55%, 2050년까지 

9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8년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민·기사 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은 에너지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협정(Coalition Treaty)을 체결해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6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BDEW는 2030년까지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기존 120GW에서 

215~237GW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함.

- 2018년 재생에너지는 전력 소비에서 38.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총 전력생산량의 35.2%에 

달하였음.

■ 이를 위해 BDEW는 해상풍력의 발전용량 증대, 육상풍력·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BDEW는 해상풍력 발전용량 목표가 계획된 15GW에서 최소 17GW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BDEW는 육상풍력 발전기 설치 공간 제한 및 태양광 PV 설치 규모 제한(지상형

(Ground-Based) PV 설비 규모 10MW까지만 지원,  태양광 발전 규모 52GW까지만 지원)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힘.

- 독일 지역사회는 주거지 인근에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

주의자들도 새들의 둥지와 비행경로가 터빈으로 방해받을 것을 우려해 육상풍력 발전설비 

공간 제한을 지지하고 있음.

- 독일은 태양광 발전 규모 52GW까지만 발전차액 지원을 하고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발전차액 지원을 하지 않음. 지상형 PV 설비도 10MW만 지원됨.

독일 민간 상업은행인 Metzler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까지 65%, 2038년까지 

77%로 확대되기 위해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붐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함.

Clean Energy Wire, Reuters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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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FIT제도 종료하고 경쟁 입찰제도 도입 추진

■ 6월 12일 일본경제신문은 경제산업성이 FIT제도를 종료하고 경쟁 입찰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전력매입 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함. 2020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

안을 제출할 전망임.

2019년도 FIT 전력 매입비는 약 3.6조 엔에 달함. 전력 매입비가 전기요금으로 가정과 

기업에 전가되는 비용은 약 2.4조 엔으로 늘어나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했음.

※ 일본은 2012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전기를 정부가 정한 고정 가격으로 전력회사가 매입하는 

FIT제도를 도입함. 전력회사의 전력 매입비는 전기요금에 전가됨. 

■ 50~100kW 이상의 중·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사업자는 직접 전력 판매처를 찾거나 

전력 도매 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도록 함. 매입 가격은 거래처와의 협상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짐.

소규모 사업용 태양광과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전력매입제도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전량 매입이 아닌 잉여전력에 한정해 매입하므로 매입비가 줄어들 것임.

전력 판매처를 직접 찾아야 해 사업자간 경쟁이 진행되어 전기요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전력 도매 시장에서 전력가격이 급락해 기준 가격을 밑돌면 정부가 그 만큼 보전

함.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기준 가격에 관한 경쟁 입찰(정기적)을 

통해 선정됨.

입찰 참여 사업자는 자사 발전 비용을 고려하면서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경제산업성은 

제시 가격이 낮은 순으로 일정 수의 사업자를 인정(Accreditation)함. 기준가격은 낙찰 

받은 사업자별로 다른 가격이 될 전망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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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은 사업자는 시장가격이 급락해도 손실이 늘어난다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를 추진하기 쉬워짐.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는 제도(FIT)의 재검토>

일본경제신문 2019.06.12

일본경제신문 2019.06.12.

❚일본 도시바, 美 AECOM과 원전 폐로 협업

■ 6월 17일 도시바는 국내 원전 폐로 사업에서 미국 AECOM과 협업한다고 밝힘. 

※ 양사는 2014년부터 사업 협력은 했었지만, 이번에 정식으로 협업 계약을 체결함. AECOM은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임. 엔지니어링과 건축 ․ 설계, 컨설팅을 다루며 

폐로 사업 실적도 있음. 

도시바는 자사의 원전 기술과 AECOM의 노하우를 조합해 폐로 계획부터 시행까지 유연

하게 대응할 생각임.

일본경제신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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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저전원시장, 7월 신설 

■ 6월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기저전원을 거래하는 새로운 도매시장인 기저시장을 

7월 신설한다고 보도함.

※ 기저전원은 석탄화력, 원자력, 수력, 지열을 말하며 발전소 건설비가 비싸지만 한번 가동을 하면 발전비용이 

낮아 주야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정부는 대형 전력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저렴한 기저전력을 기저시장을 통해 

신전력사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요금 인하를 꾀함.

각 대형 전력사에서 기저 전원 비율은 약 20~80%임. 2016년 전력 소매 자유화로 신전력사가 

전력사업에 잇따라 진출했지만 저렴한 기저 전원은 대형 전력사가 자사의 소매부문에만 

도매로 넘겼음.

대규모 발전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신전력사는 도매전력시장을 통해 대형 전력사가 판매하는 

잉여전력을 구입할 수 있지만, 대형 전력사는 대부분 기저전력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시장에 내놓음.

이에 정부는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 시장을 개설해 대형 전력사에 기저 전원 일부를 자사 

소매부문에 매각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내놓도록 의무화함.

■ 한편, 경제산업성 전력·가스 거래 등 위원회는 기저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전력이 

거래되는지 감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전력사가 독점금지를 위반(사적독점, 

거래거절)하지는 않았는지 주시할 예정임.

<도매전력시장 흐름>

마이니치신문 2019.06.15

마이니치신문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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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타치조선 자회사, 美 TMI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 수주

■ 6월 5일 히타치조선의 자회사인 ‘미국 NAC 인터내셔널(이하, NAC社)’은 Exelon社의 

스리마일아일랜드(TMI) 원전(2019년 9월 말 폐쇄 예정)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용 

후 핵연료 대용량 건식저장 시스템인 ‘MAGNASTOR’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히타치조선은 히타치 계열사가 아닌 별개 회사임. 상호와는 달리 조선업은 하지 않으며, 환경 ․ 플랜트 

사업을 주력으로 함. 미국 NAC 인터내셔널社는 히타치조선의 자회사로 사용 후 핵연료 보관 ․ 수송기기 

설계, 수송 ․ 컨설팅 업무 전문 기업임.

Exelon社는 TMI 1호기의 해체 방식은 오염 구조물을 일정 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SAFSTOR’를 선택함.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 폐쇄 후 일단 발전소 내 저장 풀에서 보관한 

후 2022년 말까지 모두 건식저장시설로 이송됨.

※ 해체 방식은 즉시해체(DECON)·안전저장(SAFSTOR)·차폐격리(ENTOMB) 3종류가 있음.

■ ‘MAGNASTOR’는 모듈 방식으로 수송이 가능한 대용량 캐니스터 저장 시스템임. 

200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최초로 설계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 외 국가에 

수주한 것을 포함해 이번이 7번째 수주임.

PWR은 37개 사용 후 핵연료 집합체, BWR은 87개까지 저장할 수 있고 다른 경쟁사보다 

16~28% 많이 저장할 수 있음.

■ NAC社는 향후 TMI발전소에서 건식저장시설 설계·건설과 하드웨어 공급, 同 시설 연료 

적재 서비스 등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이행을 지원함. 부지 내 새로운 독립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ISFSI) 설치도 지원함.

<ＮＡＣ인터내셔널社 MAGNASTOR>

원자력산업신문 2019.06.06

원자력산업신문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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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지법, 센다이원전 1·2호기 허가 취소 소송 기각

■ 6월 17일 후쿠오카지법은 가고시마 등 10개 도현(都顯) 주민 33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 2호기(PWR, 890MWe) 설치허가 취소 소송을 기각

함. 원자로의 설치허가 시비와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사법부가 결정 내린 것은 최초임.

■ 쟁점은 화산에 관한 규제위의 안전심사 내규(화산영향평가 가이드)의 합리성과 거대한 

분화가 발생했을 때 원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었음.

판결은 화산 가이드에 대해 “화산활동 가능성 유무와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지식이 

확립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입증되었는지는 석연치가 않다.”라고 지적함.

하지만,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범위를 초월한 위험성의 경우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위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라고 

판단함.

“현재 과학으로 파국적 분화를 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생 가능성이 극히 적은 

분화의 위험성은 자연재해로 상정하지 않아도 불합리하지 않다.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는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범위를 초월한 위험성을 상정한 대책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화산 

가이드를 토대로 한 심사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냄.

센다이원전 반경 160km 내에 있는 5개의 칼데라에 대한 심사는 불합리하지 않다며 

원전의 설치변경 허가 위법성을 부정함. 주민 측은 항소할 방침임.

- 주민 측은 2014년 지진대책과 화산영향평가 등이 불충분하다며 가고시마지법에 센다이

원전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가고시마지법은 각하 처분함. 후쿠오카 

고등법원 미야자키지부도 2015년 주민들의 즉시 항고를 기각한 바 있음.

■ 한편, 센다이원전 1호기는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설치가 의무화된 테러대책시설의 기한 

내 완비가 어려워 2020년 3월 18일 가동 정지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경제신문  2019.06.17., 아사히신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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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가타현, 핵연료세 인상

■ 6월 13일 니가타현은 원전 정지 중에도 원자로 출력 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출력 할당 

핵연료세’를 현행 8.5%에서 12.5%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힘.

※ 니가타현은 ‘가격 할당 핵연료세(원자로에 삽입한 핵연료 가격에 따라 과세)’와 출력 할당 핵연료세(원전 

정지 중에도 출력 규모에 따라 과세)’가 있음. 현재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원전 정지에 따라 ‘가격 할당 

핵연료세’ 수익은 없음. 

안전 ․ 방재 대책 등 재정수요에 대한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인상함.

6월 중 조례를 제정하여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세수는 연간 32억 엔에서 47억 엔

으로 늘어날 전망임.

교도신문  2019.06.13., 일본경제신문  2019.06.13.

❚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 핵폐기물 최종 처분 위한 국제회의 설치

■ 6월 16일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 최종 처분 

추진을 위한 국제회의를 설치하기로 함. 

※ 양사는 2014년부터 사업 협력은 했었지만, 이번에 정식으로 협업 계약을 체결함. AECOM은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임. 엔지니어링과 건축 ․ 설계, 컨설팅을 다루며 

폐로 사업 실적도 있음. 

일본은 최종 처분장 후보지로 적합한 지역을 제시한 ‘과학적 특성 지도’를 2017년 7월 

발표하고 각 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중임.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심해 

국제연대의 틀을 만들어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함.

■ 10월 파리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10개국 이상이 참여할 전망임. 고준위방폐물 최종 

처분장 후보지 선정을 추진 중인 국가에서는 국민과 대화를 어떻게 지속했는지 등 사례

집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할 예정임.

Sankeibiz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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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에너지부 장관, 경제성이 입증된다면 원전 금지법안 폐지 가능

■ Angus Taylor 호주 에너지부 장관은 파리협약에 따른 탄소저감 목표치 달성 방안에 대한 질문에 

원자력을 언급하며, 원전의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원전 건설 금지 법안*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발언함. 

※ 1998년 방사능 원전안전법 및 환경보호 생명다양성 보전법에 따라 호주는 원전 건설을 금지함.

■ 호주의 신임 환경부 장관 Sussan Ley는 Guardian 호주판과의 인터뷰에서 원전을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으나, 원전 건설 금지 법안 폐지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발언함. 

■ Keith Pitt, James McGrath 하원 의원은 Scott Morisson 총리에 원전 건설의 타당성 검토 

위원회 창설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냄. 

■ 한편, 호주 여론조사업체인 Essential社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4%는 원전을 지지

하고 40%가 원전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54%는 원자력이 미래의 안정적인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반면, 원전 인근에 살아도 괜찮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8%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60%와 큰 차이를 보임.

The Guardian. 2019.06.12.,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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