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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발전과 에너지전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jeongyh@kaist.ac.kr)

1. 지난 40여 년간 원자력과 가스는 석유발전을 대체

n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경험하면서 석유 발전은 원자력과 가스발전으로 대체되었다.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대체에너지라고 불려오던 신재생은 점유율 면에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Ÿ 1973년 석유발전은 전체의 1/4을 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3.7%로 감소했다.

Ÿ 원자력은 3.3%에서 10.4%로 증가하였으며 가스발전은 12.1%에서 23.2%로 증가하였다.  

Ÿ 신재생은 수력이 3.7%p 감소하고 비수력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이 7.4%p 증가하여 총 점유율은 비슷한 

수준인 24.3%이다. 

Ÿ 석탄발전은 절대량은 대폭 늘었으나 점유율은 꾸준히 38% 대를 유지하고 있다. 

Ÿ 전체 경향은 석유의 비중이 대폭 줄고 그 빈자리를 원자력과 가스발전이 채운 것이다.

<1973년과 2016년의 연료별 세계 발전 비중 변화>

                 자료: IE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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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전체 발전량은 40여 년간 4배 증가하였다.

Ÿ 1973년 6,000 TWh 수준이었던 발전량은 2016년 25,000 TWh 수준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Ÿ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은 약 3,300 kWh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세계평균의 3배 

수준이다.

Ÿ 1971년부터 2017년까지 원별 발전량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2017년 기준으로 태양광(385GW)과 

원자력(392GW) 설비용량은 거의 동일하나 발전량은 태양광이 416 TWh에 그친 반면 원자력은 2,503 

TWh에 이르러 원자력 발전량이 태양광 발전량의 6배에 달한다.  

<연도별 원별 연간 발전량>1)

2.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3020, 4040) 달성가능성 

n 2016년 세계 전력통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24%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40년까지 최대 

40%까지 신재생으로 발전한다는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n 2016년 세계 신재생 비중이 24%이지만 태양광(1.3%)과 풍력(3.8%)은 합이 5.1%에 불과하다. 

1)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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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신재생의 대부분은 간헐성이 없는 수력(16.6%)과 약간의 바이오(1.8%) 및 폐기물(0.5%)이다. 즉 간헐성 

전원인 태양광, 풍력은 현재 5.1%로 전체 신재생의 1/4 수준이며 10.4%인 원자력의 절반에 불과하다. 

n 선진국인 OECD 통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총합은 역시 24%이나 태양광(2.0%)과 풍력(5.5%)은 합이 

7.5%에 불과하다. 역시 대부분은 간헐성이 없는 수력(13.4%)과 약간의 바이오(2.4%) 및 지열(0.5%)로 

구성된다. 즉 간헐성 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은 현재 7.5%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원자력은 태양광과 

풍력의 2배를 넘는 17.8%에 이른다. 

<2016 세계 연료별 발전량 비중>

 

                     자료: IEA, 2018

n 현재 각국이 내세우는 정책이 모두 성공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라 2040년에 신재생이 40%에 이른다는 

전망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역시 태양광과 풍력은 20% 수준에 못 미치고 절반이 수력 위주의 조절가능 

신재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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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New Policy Scenario에 따른 연료별 발전비중 전망>

        자료: WEO 2017

n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운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중심의 신재생 20%, 2040년 최대 40% 목표는 대단

히 도전적인 목표로 평가된다. 

3. 태양광 증가속도가 원자력의 10배 이상

n 태양광의 신규 설비 증가속도가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 증가속도의 10배 수준이므로 이미 태양광이 대

세라는 주장이 있다. 실제 2018년 신규태양광 설비는 100GW 정도였고 신규원자력은 10GW 정도였으

니 일면 맞는 주장이다. 

<신규 원자력설비 용량 추가 추이 및 전망>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8 2)

2) World Nuclear Performance Report,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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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그러나 같은 용량의 설비에서 연간 발전량을 비교하면 원자력이 태양광의 6배이고, 수명을 비교하면 

2~3배 정도 원자력이 길다. 원자력은 60년 이상이고, 태양광은 20~30년 정도이기 때문이다. 

n 즉, 같은 용량의 신규원자력이 사용기간 동안 생산할 총 전력량은 태양광의 12~18배이다. 즉 신규원자력 

10GW는 신규태양광 120~180GW에 해당하는 것이다. 신규태양광 증설이 100GW라면 신규태양광 

증설용량이 신규원자력  증설용량 10GW의 발전량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n 최근 5년간(2014-2018)의 총합을 봐도 신규원자력이 37.3GW이고, 신규태양광은 358GW이다. 여전히 

신규원자력에서 생산될 전력량이 신규태양광보다 크다. 

n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원전의 용량이 56.6GW이므로 이는 약 700~1000GW 태양광 설비와 동등하다. 

즉 현재 공사 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될 전기량은 현재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의 2배 내외가 된다. 

n 원자력의 설비 증가가 1984년에는 연간 30GW에 이르렀다. 동등의 태양광설비로는 300GW를 넘는 용량이 

된다. 원자력의 설비증가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에 비하면 현재의 태양광 증설 속도는 1/3 수준 

이하라고 할 수 있다. 1984년 세계 전력생산량이 9,400TWh 였고 현재 25,000TWh 인 점을 감안하면 

더 빠른 속도였다고 할 수 있다. 

n 에너지전환정보센터에는 “총 설비용량 역시 2018년에 태양광이 원전을 넘어설 전망이다”라고 제시

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이 원자력 설비와 대등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력생산량이 태양광이 1/6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발전설비의 임무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용량만 가지고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n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용량이 2.8GW이며 이 용량은 태양광 33.6~50.4GW에 해당하므로 

2030년까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설치될 총 태양광설비 33.5GW와 같거나 훨씬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작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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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

n 신규원자력 발전용량 증가가 후쿠시마 이후 주춤하고 있으나 원자력을 사양 산업으로 간주할 근거는 

아직 없다. 

n 태양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 설비가 추가되고 있고, 건설 중에 

있으므로 원자력은 사양 산업이라고 할 수 없다. 혹은, 해마다 증설되는 석탄과 가스발전 설비가 100GW 

수준이니 태양광과 원자력 둘 다 화석연료 증가에 비해 극히 미미한 증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n 또한,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스케일의 문제를 무시한 단순 접근법에 의한 결론이다. 

n 탈원전 국가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필리핀, 대만이다. 반면 지속적 원전이용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인데 미국 한 국가만으로도 탈원전 국가 모두를 

합한 것보다 전력생산도, GDP도 크다. 

n 인류의 에너지 문제 관점이라면 미국과 독일의 에너지정책을 1국과 1국이라고 1:1의 스케일로 비교

하는 것은 곤란하다. 문제는 75억 인구의 문제다. 중국도 1국, 스위스도 1국인 셈법은 타당하지 않다. 

아래 그림은 독일과 미국의 발전원별 전기생산량과 스케일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 그래프에 독일로 

표시된 사각형의 높이가 독일의 최근 연간 전력생산량에 해당한다. 종종 스케일을 무시하고 국가 수로 

표시하는 에너지 정책은 지구적 스케일의 변동을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 조심

해야 한다. 스위스, 벨기에 등은 스케일 면에서 너무 작다.

<독일과 미국의 연료별 전력생산 비율 및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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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재생 100%

n 태양광 풍력 중심의 신재생 100%는 획기적인 전력저장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한 실현불가능하다. 실질적 

한계는 20-30% 정도이다. 태양광 풍력이 20-30% 수준이 되면 잠깐은 100%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 정도가 실질적 한계에 가깝다. 실제로 4일간 신재생 100%를 달성했던 포르투갈도 수력이 있기에 4일간 

수력과 풍력 중심으로 전기를 100% 공급할 수 있었다. 신재생 100%는 길어야 연중 며칠, 그것도 수력과 

바이오매스 등 비간헐성 신재생이 풍부해야 가능하다. 

n 연중 며칠을 신재생 100%로 공급하더라도 연중 평균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의 합이 20% 초반에 불과하다. 

포르투갈의 태양광과 풍력의 총 연간 전기생산량은 신고리3호기의 2017년 전력생산량과 같은 수준에 

불과하다. 지속시간 뿐만 아니라 스케일에 있어서도 효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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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연료별 연간 발전량>

          자료: IEA, 2017

n 독일도 현재 태양광 풍력 20% 대에서 5월에는 신재생 100% 전기공급에 육박하고 있다. 수력을 제외한 

간헐성 신재생은 확대에 한계가 있다. 

n 보조금 지급수준을 낮추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유럽국가의 태양광 증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태양광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이 2018년 6월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기존 예측 대비 2018년 

증설량은 정체 내지 감소할 전망이다. 태양광의 보급은 보조금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독일은 연간 약 2.5GW를 태양광 연간 증설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수명기간을 고려하면 

이는 장기적으로 약 60~100GW 정도의 태양광 설비를 유지할 수 있는 증설 속도에 해당한다. 현재 독일의 

태양광 점유율이 7% 수준이니 장기적으로 태양광은 10% 초반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연간 신규 태양광 설비>

             자료: Fraunhofer IS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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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구글이 데이터 센터의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신재생 100% 전력공급을 선언하였으나 실상은 

원자력이 청정 전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아래 그림은 1년간 무탄소 전원(원자력 및 신재생)의 공급 

비율을 색깔로 나타낸 것이다. 녹색은 100%, 검은색은 0%를 나타내며 비율에 비례하여 색이 주어진다. 

핀란드는 원자력, 수력,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기 생산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핀란드 데이터 센터의 무탄소 전원 공급 지표>

n 아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무탄소 전력 공급을 나타낸다. 바탕의 연한 녹색은 원자력이 공급

하는 무탄소 전원의 기여를 나타내고, 하루 중 정오 무렵에는 원자력에 태양광이 더해져서 무탄소 전력 

공급이 50~80%에 이르게 된다. 24시간 청정 전력은 간헐성이 없어야 가능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데이터센터의 무탄소 전원 공급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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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대만의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무탄소 전력은 연중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그 대부분도 원자력이며 

원자력 이외의 무탄소 전원공급이 미미하여 연중 흑색을 보이고 있다. 봄철 원자력발전소가 정비를 위해 

정지된 기간에는 진한 흑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타이완 데이터센터의 무탄소 전원 공급 지표>

6. 탈탄소 발전이 진정한 에너지전환

n 2019년 3월 발간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보고서 “Fostering Effective Energy 

Transition (효과적인 에너지전환 촉진)”에서 에너지전환지수를 발표하였다.

n 에너지안보 및 접근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발전 및 성장의 세 가지 축으로 국가 시스템성능을 측정

하고, 6가지 지표에 의한 에너지전환 준비도를 종합하여 에너지전환지수를 산출하였다. 세부적으로 

40개 지표를 사용하여 115개국의 에너지전환을 평가하였다.

n 평가결과 상위권에는 모두 수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이용국 들이 포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48위에 랭크되었다. 스웨덴은 발전비중에 있어서 수력중심의 신재생이 절반, 원자력이 절반을 차지하여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전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2045년까지 탄소배출 0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과 

규제를 펼치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진 국 중 캐나다(35위), 호주(43위), 우리나라(48위)가 예외

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화석연료 비중이 높고 탄소배출이 많아 환경적 지속가능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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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에너지 전환지수(ETI) 상위 10개국>

n 파리기후협약 후 2018년에도 2%넘게 온실가스배출이 늘었고, 석탄 사용도 3년 연속 감소 뒤 증가로 

돌아섰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탄소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은 태양광과 같은 간헐성 신재생의 도전적 설비목표설정 및 탈원전에 집중되어 있다. 에너지전환 

지수의 상위권 국가를 살펴보면 비간헐성 수력 중심의 신재생과 원자력의 중용을 통한 탈탄소가 비결인 

것을 알 수 있다. 덴마크는 간헐성 풍력이 생산전력의 40~50%지만 수입비중이 20% 수준이고, 주변국 

수력의 보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수력 중심의 신재생 확충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탈탄소이어야 하고, 원자력과 수력이 중심에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은 어느 방향을 지향

하는가.

정  용  훈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부교수

∙ 카이스트 신형원자로연구센터 겸임교수

∙ 카이스트 재난학연구소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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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Vogtle 원전 3·4호기 건설에 37억 달러 지급 보증 

n 미 에너지부 릭 페리 장관은 3월 22일 Vogtle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 37억 달러의 지급 보증 승인을 

발표함. 

Ÿ 미 정부는 Vogtle 3·4호기 건설에 2014년 65억 달러, 2015년 18억 달러의 지급 보증을 제공, 총 120억 

달러를 Vogtle 3·4호기 건설에 보증함. 

Ÿ Georgia Power社*에는 최대 16억 7천 달러, Oglethorpe Power社 16억 달러, Georgia州 지역전기

공사 (MEAG Power)에 최대 4억 1500만 달러의 융자가 제공됨. 

 ※ Vogtle 3·4호의 지분비율은 Georgia Power社 45.7%, Oglethorpe Power社 30%, MEAG POWER 22.7%, Dalton 

Utilities 1.6%임. 

n 3월 22일 지름 39.6m, 무게 680톤의 돔 형태 상부 헤드가 장착되는 등 Vogtle 3·4호기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Ÿ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원자력 업계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있어 Vogtle 

3·4호기 건설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함. 

n Vogtle 3·4호기의 건설비용이 270억 달러를 초과하자 주주들은 건설 지속 여부를 표결을 통해 결정

하기로 하였고, 추가 협상 끝에 주주들은 2018년 10월 원전 건설 유지에 합의함. 

n Vogtle 3·4호기는 미국에서 30여년 만에 건설되는 신규 원전으로, 각각 2021년 11월과 2022년 11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임. 

Department of Energy. 2019.3.22, World Nuclear News. 2019.3.22, Reuters. 2019.3.23

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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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원자력, 원전 폐쇄에도 2018년 발전량 신기록 갱신 

n 미 에너지정보청 (EIA)은 2018년 미국 원전이 총 8억 710만 MWh의 전력을 발전, 2010년의 8억 7백만 

MWh 기록을 갱신하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Ÿ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신규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1.2GW 설비용량의 Watts Bar 2호기가 유일한 

반면, 2013년부터 총 설비용량 5.3GW에 달하는 7기의 원전이 폐쇄됨.  

Ÿ 현재 미국은 98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나, 2018년 Oyster Creek 원전이 폐쇄되었으며 2019년 말 

Pilgrim, Three Mile Island의 폐쇄가 예정되어있음. 

n 이처럼 원전 용량 증가보다 감소분이 더 많음에도 발전량이 증가한 이유는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출력증강 (uprate)을 통해 설비용량이 2GW 증가하였기 때문임.

Ÿ 또한, 연료 재장전 및 정기 점검을 위해 원전 가동 중간 시간이 단축됨. 2018년 미국 원전 평균 가동 

중단일은 25일로, 2012년의 45일 대비 크게 감소함. 

Ÿ 이처럼 출력증강 및 가동 중단 시간 단축을 통해 2018년 미국 원자력의 설비이용률은 역대 최고인 

92.6%를 기록함.*

 ※ 종전 최대 발전량을 기록했던 2010년의 연평균 설비이용률은 91.07%임. 

n 그러나 EIA는 미국 원전의 2018년 최대 발전량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Ÿ Vogtle 3·4호기가 각각 2021년과 2022년 가동을 개시하여 2.2GW 발전용량이 증가하지만, 현재 

발표된 원전 폐쇄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용량은 10.5GW 감소할 전망임. 

Ÿ 2019년 3월 현재 NRC에 접수된 출력증강 요청도 60MW에 그쳐, 출력증강을 통한 발전용량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움. 

n EIA는 에너지 전망 2019 보고서 (Annual Energy Outlook 2019)를 통해 2025년 미국 원전의 발전량은 

레퍼런스 케이스 대비 17% 감소하고, 원전을 통한 발전량의 감소분은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으로 대체

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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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8년 미국 원전 발전용량>

                         출처: EIA 홈페이지 

EIA. 2019.3.21

■ 미국, 사우디로의 원자력 기술 판매 승인

n 트럼프 행정부는 7건의 사우디로의 원자력 기술 판매 신청을 승인함. 

Ÿ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SASC)에 2017년

부터 미 에너지부는 총 37건의 원자력 기술 판매 및 지원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중 7건*은 사우디

아라비아로의 원자력 기술 판매 신청이라고 보고함.

 ※ 릭 페리 장관은 위원회에서 6건이라고 발언하였으나, 이후 에너지부 대변인이 릭 페리 장관이 잘못 말한 것이라고 

정정함. 

Ÿ 릭 페리 장관은 사우디로의 원자력 기술 판매를 승인한 시점이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당한 2018년 10월 

2일 이후냐는 질문에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피함. 

n 미국은 해외원자력활동규정*에 의거하여 타국으로의 원자력 기술 판매에 대한 인가를 내리며, 승인받은 

기업은 최종 합의 이전에도 원전 건설 사전 작업이 가능함. 다만 핵 물질, 원전 장비 및 부품의 이송은 

허용되지 않음. 

 ※ 10 CFR Part 810, 해외 원자력 활동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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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미 에너지 국가핵보안국 (NNSA)은 사우디로의 원자력 기술 판매를 승인받은 기업들이 승인 사실을 공개

하지 말아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고 발표함.

Ÿ 이에, 민주당은 타국으로의 원자력 기술 판매 승인은 공개되는 것이 관례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와의 협상 과정을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함. 

Ÿ 이에 대해 릭 페리 장관은 기업들이 기밀 정보 (proprietary information)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함. 

n 한편, 미 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트럼프 행정부의 사우디 원전 판매 논의에 

대해 조사할 뜻을 밝혔으며, 현재 조사 범위를 두고 의원들과 논의 중임. 

Ÿ 지난 2월 미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의 경고에도 불구

하고 사우디로의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n 미 상원외교위원회의 민주당 Bob Menendez와 공화당 Marco Rubio 의원은 4월 2일 릭 페리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4월 10일까지 사우디로의 원자력 기술 판매 승인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함. 

Financial Times. 2019.3.27, Time. 2019.3.29, Reuters. 2019.4.3 

■ 미국인의 절반은 원전에 우호적

n 여론조사 기업 Gallup이 Three Mile Island 사고 40주년을 맞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원전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남. 

Ÿ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9%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찬성 32%,약간 찬성 17%), 반대 의견 역시 49%로 나타남. (매우 반대 

21%, 약간 반대 28%)

Ÿ 49%의 찬성의견은 2016년의 44% 보다는 증가한 것이나, 석유 가격 급등으로 원자력이 석유의 대안

으로 부상, 찬성 의견이 62%였던 2010년 대비 하락함.

n 설문조사 결과 공화당원 (찬성 65%, 반대 34%)이 민주당원 (찬성 42%, 반대 57%)보다 원자력에 우호

적인 것으로 나타남. 

Ÿ 또한, 남성 (찬성 56%)이 여성 (찬성 39%)보다 원전에 우호적이었으며, 대졸자 (찬성 60%, 반대 39%)가 

고졸자 (찬성 37%, 반대 59%)보다 원전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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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반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미국인 (47%)과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미국인 (49%)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Ÿ 다만, 이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앞선 사례임. 

Ÿ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의견 (58%)이 안전

하지 않다는 의견 (36%)을 크게 앞선 바 있음. 

n 미국인들의 원전에 대한 의견은 Gallup이 1994년 원전에 대해 처음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찬·반 

의견이 엎치락뒤치락하였으나,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한 이후 원전에 대한 찬성 의견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Gallup은 분석함. 

n 본 설문조사는 2019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18세 이상의 미국인 1,039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전화

면접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임. 

Ÿ 응답자의 70%는 무선전화, 30%는 유선전화 사용자임. 

n 한편, Pennsylvania 주민들은 원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의견을 보임. 

Ÿ Pennsylvania 州 Franklin & Marshall College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이 州의 장기 에너지 

전략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55%는 찬성 (매우 찬성 25%, 약간 찬성 30%) 이라고 응답

하였으며, 반대 의견은 32%(매우 반대 15%, 약간 반대 17%)임.

Ÿ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 할당의무제 (AEPS)에 포함시켜야 하는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50% (매우 찬성 

18%, 약간 찬성 32%), 반대 의견은 37% (매우 반대 17%, 약간 반대20%)로 나타남.

Ÿ 해당 설문조사는 2019년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Franklin & Marshall College의 Center for 

Opinion Research가 540명의 유권자로 등록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5.5%임. 

Gallup. 2019.3.27, Frank & Marshall College. 2019.3.28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Ⅰ19

유 럽

■ 헝가리, Paks 원전 Ⅱ 프로젝트 건설 허가 신청 서두르지 않을 듯

n  2019년 3월 27일 János Süli 헝가리 정무장관(minister without portfolio)은 기존 Paks 원전에 신규 

원자로 2기(VVER-1200)를 증설하는 PaksII 프로젝트의 건설 허가 신청서 제출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잠재적인 안전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함. 

- 2014년 1월 헝가리는 러시아와 Paks 원전에 1,200MW급 VVER 2기(Paks 5·6호기)를 증설하는 

Paks II 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함. 同 프로젝트의 비용은 총 125억 유로이며, 이 중 100억 유로를 

러시아가 차관 형태로 제공하고, 헝가리 정부가 2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음. 

Ÿ PaksII 프로젝트는 러시아 Rosatom社가 신규 VVER-1200 원자로 보급을 위해 해외 사업으로 진행

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이지만, 재원조달 방식과 EU의 개입으로 인해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

Ÿ 지난 2018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신규 원자로 착공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

하였으나, Süli 장관은 건설 허가 신청서 제출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확실하다고 언급함.

- Süli 장관은 헝가리 원자력 당국(Hungary Atomic Energy Authority)이 약 100명의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소속 전문가를 투입해 대략 30만 페이지 분량의 건설 허가 관련 문서를 평가할 것이며,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15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150명의 엔지니어가 가동 중인 Paks 원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전 공급사인 Rosatom

社가 제출한 계획 문서를 사전 심사하고 있다고 언급함. 

n Süli 장관은 Rosatom社가 EU 안전 요건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자력 규제기관이 건설 허가 

승인을 거부해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핀란드 사례를 인용하며, 안전 요건이 복잡한 경우 

이를 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큰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Rosatom社는 Hanhikivi 원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핀란드 원자력 규제기관인 STUK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안전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당 원전의 상업운전은 

당초 계획된 2024년에서 4년이 지연된 2028년에 개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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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19년 3월 Süli 장관은 Paks II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2년 정도 지체되고 있어, 신규 

원전이 전력생산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차관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수정한다고 밝혔음. 

<헝가리 Paks 원전 운영 및 계획 현황>

원자로 노형 모델 용량(MW) 상업운전 폐쇄 예정

Paks 1 PWR VVER 440/ V-213 470 1983.8.10. 2032

Paks 2 PWR VVER 440/ V-213 473 1984.11.14. 2034

Paks 3 PWR VVER 440/ V-213 473 1986.12.1. 2036

Paks 4 PWR VVER 440/ V-213 473 1987.11.1. 2037

Paks 5(신규) PWR VVER-1200/V-527 1,200 2025 -

Paks 6(신규) PWR VVER-1200/V-527 1,200 2026 -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Reuters 2019.3.19, Bellona 2019.3.20

■ 스페인 주요 3대 전력회사, Almaraz 원전 2028년까지 계속 운전 합의   
n 2019년 3월 6일 스페인 전력회사 Iberdrola社, Endesa社, Naturgy社는 Almaraz 원전에 최대 6억 

유로를 투자해 2028년까지 계속운전하기로 합의함. 

- 스페인은 지난 2월 22일 EU에 제출한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안(National Integrated 

Energy and Climate Plan 2021-2030) 초안을 통해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스페인 전체 전력의 

20%를 공급하는 총 7기의 원자로의 단계적 폐쇄를 명시하였음.

Ÿ Iberdrola社(53%), Endesa社(36%), Naturgy社(11%)는 공동으로 소유한 Almaraz 원전(1,2호기)의  

운영허가 갱신(2019년 3월 31일까지)을 앞두고 투자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인 바 있음.

- Iberdrola社와 Naturgy社는 원자력안전위원회(CSN)가 Almaraz 원전의 운영허가 갱신을 위해 

투자금액의 15%를 초과하는 4억 유로 이상이 소요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한편, Endesa社는 당초 예측치 보다 투자금액이 클 경우, 이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사안은 CSN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Ÿ 스페인 3대 전력기업은 Alamaraz 1,2호기를 각각 2027년과 2028년까지 계속 운전하기 위한 운영

허가를 신청할 예정임. 두 호기는 2043년까지 15년에 걸쳐 해체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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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스페인 서부 지역에 위치한 노후 Almaraz 원전(1,2호기)은 총 7기의 원자로 가운데 가장 먼저 폐쇄되는 

원전이 될 것임.

Ÿ 총 7기의 원자로의 평균 수명은 45~46년이 될 것임.

<스페인 원전 운영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원전소유자(%);운영자 폐쇄 예정년도3)

Almaraz 1호기 PWR 1,011 1981 Iberdrola 53%, Endesa 36%, Gas Natural Fenosa 11%; 

CNAT

2027

Almaraz 2호기 PWR 1,006 1984 2028

Asco 1호기 PWR 995 1984 Endesa (100%); ANAV 2029

Asco 2호기 PWR 997 1986 Endesa (85%), Iberdrola (15%); ANAV 2033

Cofrentes BWR 1,064 1985 Iberdrola (100%); Iberdrola 2030

Trillo 1호기 PWR 1,003 1988
Iberdrola (48%), Gas Natural Fenosa (34.5%), EDP 

(15.5%); CNAT
2035

Vandellos 2호기 PWR 1,045 1988 Endesa (78%), Iberdrola (28%); ANAV 2034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Huffpost 2019.3.22, Reuters 2019.3.23, Energy News.es 2019.3.25

■ 불가리아, Nuvia 컨소시엄과 Kozloduy 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관한 

계약 추가 연장 

n 2019년 3월 19일 불가리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담당 기업인 SERAW社는 스페인 Empresarios 

Agrupados-영국 Nuvia 컨소시엄과 Kozloduy 원전 1-4호기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작업

(D-R PMU)에 대한 계약을 추가 3년 연장하여 2022년까지 진행하기로 함.

- Kozloduy 원전 1-4호기(VVER-440)는 불가리아의 EU 가입 조건으로 각각 2002년과 2006년 

영구 폐쇄되었음. 

- 현재 가동 중인 Kozloduy 5,6호기(VVER-1000)는 불가리아 전체 전력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음.

Ÿ Nuvia社는 2013년부터 同 컨소시엄이 Kozloduy 원전(1-4호기)의 해체 프로그램과 불가리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관리함으로써 D-R PMU를 지원해왔다고 언급함.

3) 출처: El Independiente 2019.3.11

   https://www.elindependiente.com/economia/2019/03/11/consejo-endesa-da-ok-sumarse-al-pacto-gobierno-cerrar-nucleares/



22Ⅰ유럽

- 해당 프로젝트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관리하는 Kozloduy 국제해체지원기금(KIDSF)을 

통해 자금이 조달됨.

Ÿ Kozloduy 원전 1-4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건식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운영

되고 있으며 50년 동안 해체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함.

n D-R PMU의 최근 성과는 플라즈마 용융 시설 및 제염 시설을 시운전한 것임.

Ÿ 2017년 8월, SERWA社는 Kozloduy 원전 부지 인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음. 해당 시설은 2021년에 운영될 예정임.

<불가리아 원전 운영 및 계획 현황>

원전 상태 노형(모델) 용량(MW) 착공 가동 시작 폐쇄

Kozloduy 1호기

폐쇄

VVER-440 405 - 1974.7.24 2002.12

Kozloduy 2호기 VVER-440 405 - 1975.8.24 2002.12

Kozloduy 3호기 V-230 405 - 1980.12.17 2006.12

Kozloduy 4호기 V-230 405 - 1982.5.17 2006.12

Kozloduy 5호기 운영 중 VVER-1000 963 - 1987.11.29 2047(예정)

Kozloduy 6호기 운영 중 VVER-1000 963 - 1991.8.2 2051(예정)

Kozloduy 7호기 건설 계획 AP1000? 1,200 20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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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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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News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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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19년 내로 해상 부유 원전 건조 예정 

n 중국 핵공업집단 (CNNC)은 2019년 내로 해상 부유 원전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함. 

Ÿ 해상 부유 원전은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해상 플랫폼*으로, 전력 공급이 어려운 외딴 지역 및 해상 석유 

시추 플랫폼 등에 전력 공급이 가능함.

Ÿ 또한, 전력 송전비용이 높고 디젤 발전기로는 충분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에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Ÿ 중국 원자력기구(CAEA)에 따르면 남중국해 인공섬의 디젤 발전기 전력 발전비용은 kWh당 2위안인 

반면, 원자력의 발전비용은 KWh당 0.9위안임.

 ※ 협의적으로는 해양에서 원유 및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광의적으로는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해양자원 채굴설비, 

해양에서 공간을 이용하는 발전, 저장시설, 해양자원을 위한 해양지원선박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 

(해양시설 용어 정의 및 분류 체계에 대한 일고찰, 임영섭 外, 서울대학교 )

n 해상 부유 원전 건조에는 약 21억 달러가 소요되며, 2021년에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Ÿ 중국은 지난 해 Shandong성 동쪽 해안에서 프로토타입 해상 부유 원전 시험가동을 마침. 

n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발표를 남중국해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고 있음.

Ÿ Asia Times에 따르면 남중국해 인공섬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대 20기의 해상 부유 

원전이 필요함. 

Ÿ 중국 원자력협회 (CNPI)는 해상 부유 원전이 기존 원전 대비 적은 공간을 차지하며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Asia times. 2019.3.21, Nuclear Power Daily. 20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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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원자력문화재단, 여론조사 결과 공개

n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은 2018년 10월 실시한 ‘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4)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同 
여론조사는 재단이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며 전국 1,200명(15~79세 남녀)의 응답을 받음.

Ÿ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위험’(69.0 %), ‘불안’(56.0%)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음. 

Ÿ 전년도 조사 대비 ‘신뢰할 수 없다’가 30.2%에서 21.8%로, ‘나쁘다’가 19.1%에서 12.3%로 각각 감소

했으며, ‘필요’가 17.9%에서 24.3%로 증가함.

n ‘향후 일본이 이용해야 할 발전 방법’에 대해 태양광(77.1%), 풍력(64.8%), 수력(56.0%)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전부터 변함없었음.원자력발전은 전년도 조사와 비교해 11.8%에서 

17.3%로 상승,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Ÿ ‘향후 원자력 발전의 이용에 관한 생각’ 항목에서는 ‘늘려 갈 것’, ‘지진 재해 이전의 상태를 유지해 

갈 것’, ‘잠시 이용하지만 점차 폐지할 것’, ‘즉시 폐지’,‘ 모르겠다’ 중 ‘잠시 이용하지만 점차 폐지할 것’ 이 

가장 많았음(48.4%). ‘모르겠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약 20% 이었음.

n ‘원전 재가동에 대한 생각’ 항목을 보면 전년도 조사 대비 ‘전력의 안정 공급을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의 

재가동은 필요’를 고른 결과가 18.6%에서 26 .7%로 상승한 반면 ‘현재 전력이 충분하므로 원자력발전의 

재가동은 필요 없다’가 24.7%에서 18.7%로 하락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함.

Ÿ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폐로의 전망이 서지 않아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나 

‘모르겠다’도 많았지만, 종합적으로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음.

n 同 재단은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긍정’ 쪽으로 이동한 이번 결과에 대해 “조사 1개월 전 홋카이도 

지진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전력의 안정 공급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듯하다.”라고 하며 일시적 

경향으로 볼 수 있어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함.

4) 원문 http://www.jaero.or.jp/data/01jigyou/tyousakenkyu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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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자력문화재단 여론 조사 내용>

                  자료: 일본원자력산업신문 2019.3.19

일본원자력산업신문 2019.3.19

■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를 잇는 새로운 연계설비 운용 개시

n 전력 광역적 운영 추진 기관 (OCCTO)은 홋카이도전력이 건설 중인 홋카이도와 혼슈를 잇는 ‘新 기타혼

(北本) 연계 설비(30만 kW)’가 3월 28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기타혼(北本）은 홋카이도（北海道）와 혼슈（本州)를 의미함. 

Ÿ ‘新 기타혼 연계 설비’ 운영이 시작되면 홋카이도와 혼슈 간의 연계 용량은 현재의 60만 kW에서 90만 

kW로 증강됨. 연계 용량 증강은 홋카이도 내 재생에너지의 도입과 전력 거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기타혼연계설비’는 J-POWER가 1979년에 운용을 개시하였으며 60만 kW의 송전능력을 갖춤. 

Ÿ 동절기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홋카이도에서는 도호쿠나 도쿄에서 기타혼 연계설비를 통해 전력 

융통을 받기도 해 설비 증강 필요성이 이전부터 지적되어 옴. ‘新 기타혼 연계 설비’ 운영으로 총 연계 

용량이 90만 kW로 증강되면 홋카이도의 동절기 최대 전력(2013년도 540만 kW)의 16.7%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혼슈에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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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홋카이도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가 증가해 여름 낮 시간대의 경우 잉여 전력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잉여 전력을 수요가 많은 혼슈지역에 송전할 수 있어 지역 간 수급 균형을 최적화

할 수 있음.

n ‘新 기타혼 연계 설비’ 운영을 시작하면 기존 연계 설비의 고장에 대비할 수 있고, 홋카이도의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同 설비는 ‘2018년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 발생으로 홋카이도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의 대책 중 하나로도 꼽힘. 

環境ビジネスオンライン 2019.3.14, スマートジャパン 2014.10.19

■ 일본 아사히신문, 경제산업성 원전지원제도 신설 검토는 모순적

n 3월 23일, 아사히신문은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이 원전 전력회사에 대한 지원 제도 신설을 검토 중

이라고 단독 보도함.

Ÿ 同 신문이 경산성 내부 자료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경산성 내에서 온실가스 

대책을 명목으로 원전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소매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구조를 검토 중이며 

2020년도 말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함.

Ÿ 同 신문은 정부가 2015년 원전 발전비용(1kWh)을 10.1엔 이상으로 추산해 액화천연가스화력(13.7엔)과 

석탄화력(12.3엔)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하면서 원전지원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함. 

n 경산성이 표면적으로는 제도 신설 이유를 원전이 제로 에미션 전원(온실가스 무배출 전원)이므로 환경에 

기여해 부가가치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전 규제기준 강화로 안전대책비용이 급등해 

원전 전기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함. 

Ÿ 더불어 정부가 2030년도 전원구성에서 원전비율 20~22%를 목표로 하므로 원전을 특별취급해서라도 

원전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함.

n 아사히신문은 경산성이 미국 뉴욕州가 도입한 원전 보조 제도인 ‘제로 에미션 크레딧(ZEC)’을 차용할 

생각이며, 영국의 ‘발전차액 보전(FiT-CfD)’도 검토 중이라고 전함. 

Ÿ 뉴욕州의 ZEC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전 전기에 대해 일정 금액 가산을 인정함. 최근의 경우 원전 

발전량 1kWh당 약 1.9엔을 시장가격에 가산해 팔 수 있음. 영국의 FiT-CfD는 원전 전기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밑돌 때 발전사업자가 보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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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도 신설을 하려면 경산성 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므로 

논의가 부상하면 여론 반발은 필수라고 同 신문은 지적함.

<뉴욕州 ZEC제도 구조>

                   자료: IEEJ, 2017년도 원자력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 2018.2

아사히신문 2019.3.23, IEEJ 보고서 2018.2

■ 일본 간사이전력, 2030년대까지 재생에너지 200만 kW 이상 개발 

n 3월 간사이전력은 중기(中期) 경영계획을 통해 2030년대까지 재생에너지를 국내외에서 200만 kW 이상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Ÿ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태양광과 수력 등 비화석 전원 확충을 강화하고, 원자력 재가동도 추진하여 

2030년도에 일본 발전사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할 계획임.

n 同계획에서는 3년간(2019년~2021년도)의 목표를 제시함. 연결 경상이익은 2019~2021년도 평균 2,000억 엔 

이상을 목표로 하며, 이는 과거 3년의 평균 수준임. 2028년도에는 연결 경상이익 3,000억 엔 이상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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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간사이전력 사장은 전력 판매경쟁 심화로 향후 3년의 이익이 답보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원전 등 경쟁력이 있는 전원도 확보될 것이고 투자가 선행하는 가스 사업 등도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함.

Ÿ 同 계획에서는 ‘에너지 분야’와 ‘사회과제 해결형 신규사업창출’도 힘써 담당 조직인 ‘Innovation Lab’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함. 디지털기술을 통한 사업 변혁을 위해 향후 3년간 약 700억 엔을 투자함.

일본경제신문 2019.3.26

■ 일본 경제산업성, 2019년도 재생에너지 부과금 금액 결정

n 3월 22일 경제산업성은 2019년도 FIT를 통해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금액(전기요금 내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결정함. 

Ÿ 재생에너지는 FIT제도를 토대로 정부가 정한 금액을 전력회사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함. 이 비용은 

부과금으로 전기 이용자가 지불함. 태양광발전의 급속한 보급으로 부과금은 매년 증가 중임.

Ÿ 2019년도 부과금은 1kWh당 2.95엔으로 이 제도를 시작한 2012년도 0.22엔에서 13배 이상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함. 260kWh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연 9,204엔, 월 767엔을 부담하게 됨. 

아사히신문 2019.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