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1. 들어가며

■ 미세먼지 이슈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즉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과 탈석탄을 지향하는 

것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증대는 원하지 않는 간헐성으로 인한 문제를 유발

하는데,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이용하는 수소에너지가 고려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의한 에너지 전환이 심화되면, 기상과 기후의 영향을 받아 발전량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즉 간헐성으로 전력 계통운영의 안정성 저하와 잉여전력 생산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잉여전력은 전력 저장의 필요성을 높이는데,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이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소를 고려할 수 있음.

■ 최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수소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월에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수소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수소경제를 전망해보고 이행함에 있어 어떤 

장애요인을 예상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유동헌 선임연구위원(dhyooe@keei.re.kr)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수소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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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소 활용

■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의 수소에너지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에너지전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분산형 ‧ 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분산형 전원공급원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채택함.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2040년에 수소차 290만대

(누적 기준)와 수소 연료전지 10.1 GW를 보급할 예정임.

■ 한편,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미래형에너지산업의 하나로 수소 산업을 규정하고 

다음을 권고하였음.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수소 산업 특별법 제정

수소 제조·유통·소비·생산 통계기반 구축 등

■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저장기술로 ‘수소의 메탄화 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소 공급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에서 저장·운송·충전에 이르는 일괄 공급체계 
구축과, 다양한 분야의 활용도 제고 및 서비스 모델(예, P2G 기술) 개발 필요성을 언급함.

수소 에너지를 깨끗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단계적 핵심기술 개발, 시스템 통합 및 비즈

니스 모델 실증 등의 장기 지원 프로젝트 발굴 대상으로 인식함.

3. 수소경제 이행 전망 및 장애요인

■ 수소경제(Hydrogen Economy)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 가치사슬 전체 영역에서 기존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에너지 유통수단(Energy carrier)으로 사용하는 경제시스템을 의미함.1) 기존의 

화석탄소에 기반하여 에너지를 공급 받던 에너지 경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2)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이 수소기술을 이끄는 주요인임.

1) 이종민 (2018), p.2.

2)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수소경제를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경제, 사회전반, 국민생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원의 원천이 되는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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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는 지구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원소이지만 수소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를 필요로 

함. 그리고 그 응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수소 제조의 경제성은 물론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저장 및 운송 기술(설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IEA는 수소를 서로 다른 에너지 부문과 에너지 공급 네트워크(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network)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있으며, 수소이용을 통해 미래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운용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3)

수소는 지역 제한 없이 널리 퍼져있는 일차 에너지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연한 에너지 

유통수단임. 또한 수송, 건물 및 발전부문의 탈탄소 이행에 필요한 최종소비 기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효과적일 수 있음.

특히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의 연료료 사용될 수 있음. 에너지 전달물질로 수소는 집중

식과 분산형 모두에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새로운 연결 고리가 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음.

<수소와 다른 에너지 공급망 간의 개념>

                      자료 : IEA Hydrogen

3) IEA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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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에너지밀도 상태로 수소를 저장한다면, 수소경제의 주요 요소인 생산과 사용을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임.

■ 연료와 에너지 이동수단으로 수소를 도입하여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소 저장, 운송  및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함. 이러한 여건은 기술 개발을 통해 가능할 수 

있으나 요구되는 기술 개발에는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음.

상온 상압에서 수소가스 1kg의 부피는 11㎥임. 즉  ㎥당 0.09kg의 낮은 밀도를 보임. 

수소(H2)의 이러한 점은 수소 소비 확산을 제약하는 주요 장애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4)

수소 저장 방법 중 고압의 가스형태 저장은 현재 가장 일반적이고 성숙된 방법으로 

피스톤 형태의 기계식 압축기를 통해 고압 수소가스를 생산할 수 있음. 그러나 고압의 

수소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통상 전력)를 필요로 함.5)

수소의 효율적인 저장 및 운송을 위해서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가장 좋은 액화수소의 

형태가 합리적인 방법6)이며 운송이 유리한 점이 있음.

고체 상태 저장은 상온 상압에서 대량의 수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나 수소 

추출을 위한 별도 공정을 필요로 함.

■ 수소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7) 

하나는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힘을 가진 

국제 규범이 마련되어야 함. 탄소가격이 톤당 50달러가 되면 carbon-free 에너지원으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두 번째는 기술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수소(H2) 생산, 분배, 저장 및 활용 비용이 

낮아져야 함.

4. 수소생산 방법 및 비용

■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를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수소제조

방법은 크게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8)

4) Nikolaidis et al. (2017), p.609

5) Nikolaidis et al. (2017), p.609

6) 김서영 외 (2018), p.21

7) Marban et al. (2007), p.1636

8) Nikolaidis et al. (2017), p.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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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제조방법>

  자료 : Nikolaidis et al. (2017), p.599

■ 만약 수소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용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수소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즉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이 잉여에너지로 인식되는 경우 

수소로의 전환은 가장 매력적인 옵션 중 하나가 될 것임.9)

수소는 다른 에너지 저장 수단(예, ESS)에 비해 대량으로 긴 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탄화수소를 원료로 생산하는 수소(H2)의 kg당 비용을 보면, 탄소 포집 및 저장 설비(CCS)의 

포함 여부에 따라 1.34∼2.27달러(2005년 기준)의 범위를 보임.
가장 낮은 비용의 생산 방식은 석탄 가스화 설비에 CCS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임.

역설적으로 석탄 수요가 세계적으로 위축되어 가격이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된다면 석탄을 

이용한 수소생산 비용은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임.

■ 저렴한 에너지원과 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열화학적 열분해와 바이오매스 가스화는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옵션이 될 수도 있음.10) 

■ 물을 원료(feedstock)로 하는 수소 생산 공정의 수소비용은 2달러/kg 대를 보이는 원자력 열

분해 공정을 제외하면 5달러(경상기준) 이상의 비용으로 평가되어 여전히 높은 실정임. 

9) Abbasi et al. (2011), p.3036

10) Nikolaidis et al. (2017), p.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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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개질(추출) 수소와 물 분해 수소를 

공급대안으로 상정하고 있음.11) 

부생수소 비용은 개질 수소보다 낮은 수준이나 공급 능력의 한계가 있음. 연료전지 이

외에 수소의 새로운 수요처로 인식하는 기존의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 수소를 활용

하는 수첨반응 공정(예, hydrocracking)이 있어 수소 소비량 변화 가능성이 존재함.

탄화수소를 이용한 개질 수소와 물 분해로 생산하는 수소의 비용 차이가 크므로 국가 

여건 차이에 따른 국내 생산, 수송 및 저장비용 검토가 필요함.

공정 에너지원 원료
자본비

(백만달러)
수소비용
(달러/kg)

연도

증기메탄개질(CCS 포함) 화석연료 천연가스 226.4 2.27 2005

증기메탄개질(CCS 제외) 화석연료 천연가스 180.7 2.08 2005

석탄가스화(CCS 포함) 화석연료 석탄 545.6 1.63 2005

석탄가스화(CCS 제외) 화석연료 석탄 435.9 1.34 2005

메탄자체가열개질(CCS 포함) 화석연료 천연가스 183.8 1.48 2005

메탄 열분해 내부생산증기 천연가스 - 1.59-1.70 1992

바이오매스 열분해 내부생산증기 목질계바이오매스 53.4-3.1 1.25-2.20 2004

바이오매스 가스화 내부생산증기 목질계바이오매스 149.3-6.4 1.77-2.05 2004

직접 바이오열분해 태양에너지 물+조류 50달러/㎡ 2.13 2002

간접 바이오열분해 태양에너지 물+조류 135달러/㎡ 1.42 2002

빛차단 발효 - 유기바이오매스 - 2.57 2014

광 발효(photo fermentation) 태양에너지 유기바이오매스 - 2.83 2014

태양광 전기분해 태양에너지 물 12-54.5 5.78-23.27 2007

태양열 전기분해 태양에너지 물 421-22.1 5.10-10.49 2007

풍력 전기분해 풍력 물 504.8-499.6 5.89-6.03 2005

원자력 전기분해 원자력 물 - 4.15-7.00 2006

원자력 열분해 원자력 물 39.6-2107.6 2.17-2.63 2007

태양 열분해(solar thermolysis) 태양에너지 물 5.7-16 7.98-8.40 2007

광전기분해(photo-electrolysis) 태양에너지 물 - 10.36 2014

<수소제조 공정별 수소비용>

  주 : 공정별 자본비 상세 내역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자료 : Nikolaidis et al. (2017), p.609

11) 관계부처 합동 (2019),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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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 수소는 화석연료와 달리 자연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음. 즉 1차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얻어야 

하며, 비싸지 않은 제조방법을 필요로 함.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해결 대안으로 검토되는 

에너지원 중 하나가 수소이지만 아직은 청정한(carbon-free) 수소를 이용할 수준에 이르지 못함.

■ 수소 가스는 다양한 공정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음. 이들 생산 공정 가운데 석탄가스화 공정을 

제외할 때 증기메탄개질 기술이 현재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소 생산 기술임. 하지만 화석 연료 

의존도 감축을 위하여 대체 공정개발이 필요함.

열화학 열분해(Thermochemical pyrolysis)와 가스화는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설비에서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이 될 높은 잠재력을 가짐.

물분해 기술은 탄소 비용을 반영하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 

보임.

■ 수소 경제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소 가스제조, 저장, 운송(분배 포함) 및 활용의 각 부문에서 기술

발전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임. 

운송을 액화로 할 것인지 파이프라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검토 후 완성된 모습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술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임.

가스 제조부문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와 설비 규모를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즉 메탄개질 설비를 수요지 근처에 둘 것인지 아니면 원료 조달을 

포함한 수소생산 적지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둘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필요함.

저장 역시 수소 가스 소비량(예, 시간당 소비량)을 판단하여 저장 방식(예, 고압탱크, 

액화수소 등)은 물론 압력 수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며, 그에 맞는 기술개발 투자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수소 가스는 일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소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별 안전 표준 혹은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실내와 실외 수소이용 설비 운영 안전거리, 가연성 범위, 수소 가스 누출 탐지, 수소 충전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함.

수소 충전 설비와 같이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설비 혹은 부품 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 주기, 안전도 검사 방법, 교체주기 판단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운영 관련 비용을 반영한 수명주기 동안의 실제 비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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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수소 경제 로드맵은 부생수소와 물분해 수소를 통해 수소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수소 제조용 원료 조달여건이 변동

하면 현재 인식하고 있는 공정별 수소비용 순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보다 탄력적인 수소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소제조, 운송, 저장 및 활용 기술별 CAPEX와 OPEX 산출 필요

■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2018년 석탄 발전량이 2000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임.12)13)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국내 산업 

진흥 효과는 기대한 만큼 달성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책이행 효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 관계부처 합동, 2019.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김서영 ‧ 최동규, 2018. 수소 액화, 저장기술 및 응용, 공업화학 전망 21(3), pp.20-28

∙ 유동헌 ‧ 이효선, 2018. 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 비용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에너지포커스 15(3), 에너지경제연구원, pp.37-53

∙ 이종민, 2018. 미래에너지, 수소경제 시대는 오는가?, POSRI 이슈리포트, 2018.9.6., 포스코경영연구원

∙ T. Abbasi, S.A. Abbasi, 2011. ‘Renewable’ hydrogen: Prospects and Challenge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5, pp.3034-3040

∙ G. Marban, T. Valdes-Solis, 2007. Towards the hydrogen economy?, Hydrogen Energy 32, pp.1625-1637

∙ P. Nikolaidis, A. Poullikkas, 2017. A Comparative overview of hydrogen production processe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67, pp.597-611

∙ 한국경제, 2019. “탈원전은 값비싼 실패”...독일서도 비판 목소리, 2019.05.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 2019050700321, 접속일: 2019.05.08)

∙ IEA Hydrogen (https://www.iea.org/tcep/energyintegration/hydrogen/, 접속일: 2019.04.24.)

12) 독일 슈피겔을 인용한 5월 8일자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을 위해 매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평균 약 42조원을 붓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로 전력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국민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한국경제, 2019)

13) 유동헌 외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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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량 18년 만에 2년 연속 제자리걸음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8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량이 2017년과 동일한 177GW를 

기록,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증가량을 넘지 못했다고 발표함.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아래로 유지하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300GW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가 필요하지만, 2018년 기록한 

177GW는 목표치의 60%에 불과함.

국가별로는 중국의 2018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량이 전년 대비 5GW 감소한 

77GW를 기록하였고, 미국은 전년대비 1GW 증가한 18GW를 기록함.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지역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2017년 대비 8GW 증가한 

40GW를 기록함.

■ IEA는 2018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전년 대비 1% 감소, 2014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인 

3,0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며, 이 결과는 파리협약의 목표와는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함.

반면 석탄 채굴 투자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80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석유·가스 

시추 투자도 전년 대비 3.7% 증가한 4,770억 달러를 기록함.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 둔화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태양광 보조금 삭감 및 인도와 유럽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증가분이 감소한 것이 지적되고 있음.

Fatih Birol IEA 사무총장은 2018년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 폭은 우려스러우나, 

각국이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도입한다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다시 증가세로 되돌릴 수 있다고 언급함.

IEA. 2019.05.06. Financial Times. 2019.05.14.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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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원전 산업은 원전해체산업

■ 재생에너지와 셰일가스와의 경쟁에서 밀려 2013년 이후 미국에서 6기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미국 원전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해체산업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함.

기존의 원전해체 방식은 원전 가동 중단 후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NorthStar, 

Holtec International社와 같은 방사성 물질 처리 전문 기업은 8년 이내에 원전 해체가 

가능하다며 가동을 중단한 원전 매입에 나서고 있음.

NorthStar社는 2019년 1월 조기해체를 목적으로 Vermont Yankee 원전을 매입하는 등 

4기의 해체대상 원전을 매입 추진 중이며, Holtec International社 역시 2018년 7월 캐나

다의  SNC-Lavalain 그룹과 원전 해체 전문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 4기의 해체대상 원전 

인수 계약을 체결함.

■ 현재 NRC는 이들 기업의 원전 매입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며, NRC의 승인을 받을 경우 원전

해체기업은 원전 및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전 해체기금을 인수하게 되고 원전 해체를 완료한 

이후 기금의 잔액을 보유할 수 있음.

원전을 조기에 해체한 후 해체기금 잔액을 챙겨 이익을 내는 것이 원전해체기업의 수익모델

이며, 이들은 현재 미국에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장이 없어 사용 후 연료를 보관할 경우 

연방 정부로부터 연료 보관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점※도 노리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 정책법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1998년 1월 31일까지 사용 후 연료를 수용하여야 하지만 

Yucca Mountain 영구 처분장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원전 보유기업들은 계약 위반이라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70건이 넘는 재판에서 원전 보유기업이 승소함.

※ 미 에너지부는 소송에 따른 정부의 부담금이 2022년까지 2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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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찬성론자들은 원전 조기해체를 통해 해체기업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유틸리티 역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원전 해체 작업 및 방사능 물질 감시

라는 번거로운 일을 떠맡지 않게 되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들 원전해체기업의 주장대로 8년 내에 원전 해체가 가능한지 여부와 원전을 

빠르게 해체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원전 해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존재함.

■ 원전 해체가 완료되고 NRC로부터 부지 안전 판정을 받으면 원전해체기업은 잠재적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얻게 됨.

원전 부지에 태양광패널 또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며, NorthStar

社의 경우는 지역사회에 부지를 1달러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Bloomberg. 2019.05.17. Associated Press. 2019.05.21.

❚ New Jersey 州 요금위원회, 원전 보조금 지급 결정 위법 소송 제기 

■ New Jersey 州 요금 위원회 (Rate Council) Stefanie Brand 위원장은 요금 위원회,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 (BPU) 위원 및 BPU가 의뢰한 외부 컨설턴트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New 

Jersey 州는 원전 보조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함.

Brand 위원장은 Hope Creek과 Salem 1·2호기의 소유주인 PSEG와 Exelon社가 원전 

가동 및 운영비용을 부풀리고 수익을 축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BPU와 요금 위원회가 州의 승인을 받아 PSEG와 Exelon社가 제출한 원전 보조금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들 원전이 보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BPU는 원전 보조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함.

■ 원전 보조금 지급에 반대표를 던진 Upendra J. Chivukula BPU 의원은  BPU는 州의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매몰되어 규제기관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비판함.

보조금 지급에 찬성표를 던진 Dianne Solomon, Bob Gordon 의원은 보조금 승인에 

부정적이었으나, 보조금 지급을 기각할 경우 州의 최대 무탄소 발전원이 사라질 수 있다※

는 점을 우려하여 찬성표를 던졌다고 언급함.

※ PSEG社는 원전 보조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Gordon 

의원은 BPU는 New Jersey 주민을 인질로 몸값을 요구받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함.



14

■ 본 사안에 대해 Joseph Fiordaliso BPU 위원장은 별도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PSEG社는 州의 원전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함을 신청 과정에서 입증

하였다고 주장함.

■ BPU, 州 환경보호청, 민간 컨설턴트 기업 Leviathan & Associates社로 구성된 “원전 보조금 

수령 적격성 평가 팀”은 다음과 같은 원전 보조금 수령 신청서 분석 결과를 제시함.

<New Jersey 州 원전 지원 적격 내부 평가 결과>

원전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
조건 충족 여부 

Salem 1호기 Salem 2호기 Hope Creek

신청 원전은 2030년까지 가동 허가를 

득하였는가?
충족 충족 충족

신청 원전은 州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가? 
충족 가능 충족 가능 충족 가능

신청 원전은 재정적 위기로 폐쇄 위기에 

처해있는가?
충족하지 않음 충족하지 않음 충족하지 않음

신청 원전은 ZEC 외 별도 보조금을 

수령하는가?
충족 충족 충족

신청 원전은 적격성 평가 신청요금을 

납부하였는가?
충족 충족 충족

자료: Stefanie Brand 위원장이 제출한 소장. Filing Id # 1275316

NJ Spotlight, Propublica. 2019.05.16.

❚Ohio 州 중학교에서 농축 우라늄이 발견되어 휴교 결정

■ Ohio 州 Pike 카운티에 위치한 Zahn’s Corner 중학교 건물 내부 및 인근에서 농축우라늄과 

넵투늄 237이 검출되어 지역 교육청은 2019년도 잔여학기동안 Zahn’s Corner 중학교의 

휴교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7년도 Piketon 연간 현장 환경 보고서 (2017 Piketon 

Annual Site Environmental Report)에 따르면, 2017년 학교 운동장 인근에 설치된 

대기질 측정 기구에서 넵투늄 237이 검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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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이 Northern Arizona 대학에 의뢰한 농축시설 인근 방사능 오염 연구 결과, 

Zahn’s Corner 중학교 건물 내부에서 농축 우라늄이 검출되었고 농축시설 인근 사유

지에서 플루토늄과 넵투늄이 검출됨.

■ 지역 교육감 Brandon Wooldridge는 농축우라늄의 출처 및 농축우라늄이 공공 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될 때까지 무기한 휴교에 돌입한다고 발표함.

지역 당국은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기체확산 농축시설※ 

(Portsmouth Gaseous Diffusion Plant, 이하 농축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음.

※ 同 시설은 1954년부터 2001년까지 군사목적 및 상업 원자로에 쓰이는 농축 우라늄을 생산함.

■ 지역 주민들은 농축시설 해체 작업으로 발생하는 건물 잔해 격리 목적으로 건설된 방사성 폐기물 

보관 시설 건설이 시작된 2017년부터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에서 검출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Pike 카운티 보건 당국은 에너지부에 방사성 폐기물 보관 시설 건설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미 에너지부는 Northern Arizona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며, 확실한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미 에너지부는 관련 보도 이후 농축시설 인근의 2019년 3월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농축시설 인근의 방사능 오염도는 안전 기준치의 1000~10000배 이하로 매우 경미

하다고 발표함.

이에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도 기준치는 원전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준치를 초과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에너지부의 발표를 반박함.

Rick Perry 에너지부 장관은 2015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농축시설 인근 지역의 대

기질 모니터링 raw 데이터 공개를 명령함.

■ 한편, Pike 카운티의 주민들은 5월 26일 가스농축시설 및 시설 내부 원심분리기, 육불화우라늄 

변환 공장 (uranium hexafluoride conversion plant), 방사능 폐기물 관리 운영 주체 기업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함.

Associated Press. 2019.05.14. NBC News. 2019.05.16. Portsmouth Daily Times. 2019.05.17. Classaction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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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 州 원전지원법, 하원 에너지 천연자원 위원회 통과 

■ Ohio 州 하원 에너지 천연자원 위원회 (House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

가 원전지원법안 House Bill 6을 찬성 8-반대 5표로 통과시킴에 따라 해당 법안은 州 하원 전체

투표에 부쳐지게 됨.

■ 법안 House Bill 6은 당초 전력사용자로부터 연간 3억 달러를 걷어 “오하이오 청정 대기 프로그램” 

기금을 조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및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

이었으나, 同 법안은 5월 22일 수정되어 재생에너지가 보조금 지급 대상 발전원에서 빠지고 

보조금 규모 역시 1억 9천만 달러로 삭감됨.

Nino Vitale 에너지 천연자원 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내용 변경에 대해 현재 RPS 제도 

유지 및 House Bill 6 법제화를 거부하는 재생에너지 업계와 이견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재생에너지업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州 공화당 의원들은 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삭제, 전력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수정된 House Bill 6 법안에 따르면 전력사용자의 부담이 기존 월 2.5달러에서 월 1달러로 감소

하였고 보조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발전원은 2026년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며 2026년에 

보조금 수령 적격 여부를 재평가 받게 됨.

Vitale 위원장은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사용자의 부담이 현재의 월 4.5달러에서 

월 1달러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함.

■ 州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보조금 대부분이 원전에 제공되는 만큼 House Bill 6을 청정 대기 법안

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며, 2050년까지 州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함.

Cleveland.com 2019.05.22. The Columbus Dispatch. 2019.05.23.Stateouse news bureau. 2019.05.23.

❚캐나다 Saskatchewan 州, SMR 도입 논의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낮추고자 하는 캐나다 Saskatchewan 州의 

Scott Moe 주지사는 탄소 저감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all Modular Reactor, SMR)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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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 주지사는 당장 SMR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자력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공급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며, 원자력 외에도 태양광,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CS) 

기술도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힘.

Saskatchewan 州는 석탄(47%)과 천연가스(34%)가 州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음.

■ SMR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반대 측에서는 SMR 도입 논의는 1980년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州의 송전망 용량이 크지 않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늘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함.

■ 반면 찬성론자들은 SMR은 기존 원전과는 달리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이론상으로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함.

프로토타입 제작 등 도입에 갈 길은 멀지만, 화석연료가 대기에 미치는 악영향과 재생

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는 만큼, 기저부하 발전원으로 SMR을 도입한 후 재생에너

지를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함.

■ 캐나다 국가 에너지 위원회 (National Energy Board)에 따르면 Saskatchewan 州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캐나다 평균보다 244% 높음.

州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은 33%를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생산이며, 그 뒤를 농업부문과 

발전부문이 이음.

CBC. 2019.05.17.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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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산업계 및 야당, Ringhals 원전 1,2호기 폐쇄 결정 철회 요구

■ 스웨덴의 산업계와 야당 의원들은 원전운영사인 Vattenfall社의 Ringhals 원전 1,2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음. 

- 2015년 4월 Vattenfall社는 수익성 감소와 전력생산 비용 증가로 Ringhals 원전 1, 2호기를 

당초 계획한 2025년 대신 2018~2020년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음. 같은 해 9월 Vattenfall社는 

두 호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 1호기를 2020년 6월, 2호기를 2019년 6월에 폐쇄한다고 

발표하였음.

야당 국회의원들과 산업계는 전력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 Ringhals 원전 1,2호기를 폐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온건당(Moderate Party)과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 소속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에게 청정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산업의 

영역 확대를 제안하였음.

- 2016년 6월 스웨덴의 8개 정당 가운데 주요 여야 5개 정당(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온건당(Moderate Party), 녹색당(Green Party), 중앙당(Centre Party), 기독교민주당

(Christian Democrats)은 장기 에너지 정책에 합의하였음.

- 해당 에너지 정책은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 추진, 2017년부터 2년 

동안 단계적 원전세 폐지, 10기 원자로를 대체하는 신규 원자로 건설을 허용했던 이전 

방침 재확인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좌익당(Left Party), 자유당(Liberal Party), 스웨덴 민주당(Sweden Democrats)은 합의를 거부함.

■ 이에 대해 Vattenfall社는 1975년과 1976년에 각각 상업운전을 개시한 Ringhals 원전 

1,2호기를 폐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Vattenfall社는 Ringhals 원전 3,4호기 업그레이드에 9천3백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임.

-  Vattenfall社는 Ringhals 원전 1,2호기 업그레이드 작업에 상당한 투자비용과 장기간 가동

정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폐쇄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기술적 ․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함.

※ 두 원자로는 2020년 이후 계속운전 시행에 필요한 독립 노심 냉각 장치(independent core cooling 

systems)가 부재한 상태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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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은 원자력과 수력을 통한 전력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나, 북쪽 지역에 건설되는 풍력 단지를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풍력 발전소가 원자력 및 석탄화력 발전소의 감소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

분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스웨덴이 동절기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수입

하고 있다는 점임.

지난 3월 스웨덴 설문조사기관인 Sifo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의 3분의 

2는 기존 원자로를 유지하거나 신규 원자로 건설을 희망하고 있음.

■ 현재 스웨덴 최대야당인 온건당(Moderate Party)은 원자력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 

에너지정책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이를 폐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음.

온건당(Moderate Party)은 에너지 정책에 합의한 5개 정당 중 하나인 기독교민주당

(Christian Democrat)의 지지를 받고 있음.

에너지 정책에 합의하지 않았던 자유당(Liberal Party)도 Ringhals 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을 제안하였음. 민족주의 성향인 스웨덴 민주당(Sweden Democrats)도 원자력 

투자를 원하고 있음.

■ 그러나 좌익당(left party)을 비롯해 장기 에너지 정책에 합의한 나머지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규 에너지 계획에 대한 충분한 지지를 얻는 것은  힘겨운 제안이 될 수 있음.

결국 원자력에 대한 지원은 여당인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의 결정에 달려있음.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은 단계적 원자력 폐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스웨덴 산업계로

부터 입장을 변경하라는 거센 압박을 받고 있음.

-  삼림, 금속, 화학, 광업 산업의 로비 단체는 원자로의 계속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Anders Ygeman 스웨덴 에너지 및 디지털화부 장관은 산업계가 정치적 조건이 아닌 시장 조건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에너지협정의 기본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국영 기업인 Vattenfall社에게 

원자로의 계속 운전 또는 폐쇄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것이 힘들다고 밝힘.

그러나 스웨덴의 에너지집약형 산업과 전국 광업 및 삼림업계의 로비단체는 일년내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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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에너지 믹스>

            자료:스웨덴원자력청

원전 운영사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폐쇄 

Oskarshanm 1호기

OKG

BWR 473 1972 2017

Oskarshanm 2호기 BWR 638 1974 2015

Oskarshanm 3호기 BWR 1,400 1985 2035 or 2045

Ringhals 1호기

Vattenfall

BWR 878 1976 2020

Ringhals 2호기 PWR 807 1975 2019

Ringhals 3호기 PWR 1,062 1981 2041

Ringhals 4호기 PWR 938 1983 2043

Forsmark 1호기 BWR 984 1980 2040

Forsmark 2호기 BWR 1,120 1981 2041

Forsmark 3호기 BWR 1,187 1985 2045

<스웨덴 원전 현황>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Bloomberg 201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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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FoTA4Climate, 독일의 단계적 원전 폐쇄 결정 재고 촉구  

■ 2019년 5월 13일 대략 100명의 폴란드 환경보호주의자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FoTA4 

Climate는 독일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단계적 원전 폐쇄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공개장(open 

letter)을 발표함.

※ FoTA4Climate는 과학, 문화,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 사회행동가, 자연주의자, 사업가가 주축이 된  단체로, 

지구온난화 방지와 지구 생물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

독일 정부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조치로 전력사들(EnBW社, 

E.On社, RWE社, Vattenfall社)이 가동 중인 원전의 일부를 강제 폐쇄하도록 하였음.

독일의 원전 조기 폐쇄에 관한 공개장 내용은 다음과 같음.

총리,

대통령,

의회,

교회 및 종교 단체 대표,

과학자, 예술가, 창작자,

독일 생태 기관 대표 및 활동가,

독일연방공화국 시민들께,

우리는 과학계와 문화계에 속한 다수의 단체와 조직을 대표하는 이웃 국가의 시민이자, 글로벌 

기후변화와 관련해 생물권에 가해진 전례 없는 위협을 인지한 유럽연합의 시민으로서, 2011년 독일 

정부가 내린 가동 중인 원전의 최종 해체 결정을 재고할 것을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1.5℃ 상승했을 때의 영향을 다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대로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PCC 보고서와 수십 개의 기타 보고서, 전 세계 과학자가 연구한 보고서는 일제히 지구 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IPCC 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가 가져올 위협은 지구 온난화의 

속도, 지구 평균 기온의 최대 수치,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모든 보고서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대략 1.5℃ 내로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는 지구온난화가 수십억 명의 

사람과 무수한 종(species)이 의존하는 땅과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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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평균 기온이 1.5℃로 제한되거나 1.5℃보다 소폭 초과한 경우를 다룬 IPCC의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인위적인 CO2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수준 

대비 대략 45% 저감되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인간의 노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폭넓은 변화(자연 서식지 보호 및 재건, 농업, 에너지 부문 전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구평균온도 

상승이 1.5℃로 제한되거나 이를 소폭 초과하는 상황을 다루는 다수의 시나리오는 대부분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늘어날 것임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전력생산 방식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입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이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연탄과 갈탄을 전면 폐지하기에 앞서 저탄소 발전원인 원자력을 폐지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단기간에 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기타 화석연료(특히 천연가스)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빠르고 효과적인 탈탄소화 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IPCC에 소속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입증한 바와 같이 화석연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폐지하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 이하로 유지되거나 이를 소폭 초과할 것입니다. 수십억 인구를 위한 만족스러운 

미래를 보장하는 데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독일이 시행 중인 단계적인 원자력 폐지에 대한 결정을 재고하거나 또는 전력 

산업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최첨단의 효과적인 기술을 이용해 

저장할 때까지 지연하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원자력을 폐지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탈탄소화 과정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희망을 줄 것입니다. 바로 자국 전력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권(biosphere)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고려할 국가들에게 

말입니다.

독일이 오늘날 내리는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은 글로벌 정책의 선도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본보기가 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공개장을 통해 간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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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Belene 원전 프로젝트 전략적 투자자 선정 절차 착수

■ 2019년 5월 22일 불가리아는 Belene 원전 건설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 선정을 위해 EU 관보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입찰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게재함.

- 2006년 러시아 Atomstroyexport社(러시아Rosatom社의 자회사)는 불가리아로부터 VVER 

-1000 원자로 2기의 설계, 건설, 운전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나, 재정적 ․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同 프로젝트는 2012년에 취소되었음.

- 2017년 6월 불가리아는 해당 프로젝트를 철회한 대가로 Rosatom社에 6억 유로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러시아가 제조한 원자로 부품을 돌려받았음. 현재 부품은 원전 부지에 보관되어 

있음.

- 2018년 6월 불가리아 의회는 2012년 철회된 Belene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음.

전략적 투자자는 90일 이내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선정 절차는 2020년 5월 22일

까지 완료될 예정임.

입찰의향서에는 신규 원전의 가동 일정(투자자 협정을 체결한 10년 이내)과 프로젝트 

비용의 상한선(100억 유로)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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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리아는 Belene 원전의 비금전적인 부분(이미 소유하고 있는 원자로 및 기타 부품, 승인받은 

부지, 인허가 및 서류 등)에 참여할 예정임.

지난 3월 불가리아 국영 전력회사 NEK社는 Belene 원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 선정 계획을 발표하였음.

- 잠재적 투자자는 同 원전을 운영할 프로젝트 회사에 소수 지분을 보유하거나 전력 구매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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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원자력이 Belene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또는 관련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을 표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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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Nuclear News 2019.5.23.,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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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Borssele 원전 부지 인근에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예정

■ 독일 엔지니어링 ·구매 ·건설(EPC) 기업 Pfalsolar社는 네덜란드 전력회사인 EPZ社로부터 
젤란트(Zeeland)州 Borssele 원전 부지 인근에 21.5MW급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함.

※ EPZ社는 네덜란드 남서부 해상에 위치한 젤란트(Zeeland)州 내 최대 전력회사임. 

- 네덜란드는 485MW급 단일호기인 Borssele 원전을 가동해 전체 전력의 대략 3.5%를 

제공함.

- 1994년 네덜란드 의회는 同 원전을 2003년까지 폐쇄하기로 하였으나, 이 결정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철회되었음. 2006년 6월 네덜란드 정부는 Borssele 원전의 소유주 및 주주와 

계약을 체결해 안전 기준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同 원전을 2034년까지 계속 운전하기로 

결정하였음. 

Pfalzsolar社는 해당 원전 부지 주변을 유휴부지로 방치하는 것보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생태학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설명함.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5년 동안 네덜란드 SDE+(Stimulering Duurzame 

Energieproductie/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장려) 보조금 시스템에 따라 보상될 예정임.

※ SDE+ 보조금 시스템은 네덜란드 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해주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임.

Pfalzsolar社는 Borssele 프로젝트 외에도 네덜란드 중부 플레볼란트(Flevoland)州에 

국내 최대 PV 발전소 중 하나가 될 34MW급 Almere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음.

Pfalzsolar社는 올해 말까지 국내와 룩셈부르크에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지붕설치형 

및 지면탑재형)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Borssele 원전운영자인 EPZ社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통해 발전 용량 확대 및 기후 보호,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힘.

EPZ社는 2003년부터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말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입찰을 개시하였음.

- EPZ社는 Borssele 부지에 이미 풍력 터빈을 설치하였으며 Pfalzsolar社의 도움을 받아 

태양광 용량을 추가할 계획임.

※ 2019년 1월 프랑스 정부는 2022년에 폐쇄예정인 Fessenheim 원전 부지에 300MW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찰을 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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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원전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폐쇄예정

Borssele PWR 485 1973 2033

Dodewaard BWR 55 1969 1997(영구 폐쇄)

출처:World Nuclear Association

PVtech 2019.5.14., renewables now 201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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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육상풍력산업 침체로 자국과 EU의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치 달성 차질 

우려 

■ 2019년 5월 10일 유럽 풍력 에너지 단체인 WindEurope은 성명서를 통해 독일 육상풍력산업의 

침체로 설비용량이 줄어들고 있어, 독일과 EU의 재생에너지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공급의 6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EU의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치는 32%임. 

WindEurope에 따르면, 2019년 1분기의 육상풍력 증설용량은 134MW에 그쳐, 2018년 

同 기간 대비 87% 감소하였음. 

- 독일은 올해 총 1~2GW의 육상풍력 설비용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평균 4.3 

GW의 설비용량을 설치했던 지난 5년 전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임. 

해당 수치로는 독일과 EU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WindEurope은 밝힘. 또한 독일이 해상풍력을 이용해 2030년까지 매년 730MW의 설비용량

만을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WindEurope은 독일 육상풍력발전의 침체는 2017년에 진행된 경매 입찰에서 다수의 커뮤니티 

프로젝트 계약이 인허가 없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신규 풍력단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과거에 단지 1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2년 

이상이 소요됨. 

관련 당국은 마감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다수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법적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를 처리할 공무원도 부족함(특히 주정부 차원에서).

■ WindEurope 대표인 Giles Dickson은 독일의 육상 풍력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경고함. 

Dickson 대표는 이 문제가 독일 풍력 터빈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독일의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매년 5GW의 

육상풍력 설비용량 설치 및 인허가과정 가속화 등)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유럽의 풍력 관련 일자리(30만 개) 중 절반은 독일로부터 생겨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독일에서 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2019년 1분기에 풍력터빈 주문이 한 건도 없었음.

Dickson 대표는 독일 정부가 대중 수용성 실무 그룹(‘Public Acceptance Working 

Group’)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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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ckson 대표에 따르면, 해당 실무 그룹은 신규 풍력 단지 건설에 알맞은 지역을 확인

하는데 동의해야 하고, 터빈의 높이와 같은 제약조건이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과 부합

하는 지를 확인해야할 것임.

- 또한 Dickson 대표는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노후 풍력발전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해 발전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리파워링(repowering)을 추진하여 독일이 에너지전환을 순조

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Windeurope 2019.5.10., Clean Technica 201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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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 조사 계약 체결 

■ 2091년 5월 17일 러시아 Rosatom社와 우즈베키스탄 원자력개발청 UzAtom은 우즈베키스탄 

원전 설계를 위해 해당 부지에 엔지니어링 조사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우즈베키스탄은 전력 생산의 85%를 천연가스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2030년에 전력 수요가 현재 

규모의 두 배인 117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력 공급과 경제 성장을 위해 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채택하였음. 

- 2017년 12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 2018년 9월 양국은 우즈베키스탄 내 원전을 건설하는 협력협정을 체결해, Rosatom社가 

제3+세대 원자로인 VVER-1200 원자로 2기 건설하기로 계획하였음.

- 2019년 초 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원전(총 용량 2.4GW)의 건설과 

안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2019-2029)을 승인하였음. 원전 건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아 2022년에 착공될 계획임.

우즈베키스탄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자국에 최신기술을 갖춘 VVER-1200 규모의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주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힘.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4월 원전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9월 부지 허가 

승인, 2028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Rosatom社와 UzAtom는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Tashkent)에 원자력 

기술 정보센터를 개소하였음.

 

World Nuclear News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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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전력, 도마리원전 단층 조사 시행

■ 5월 23일, 홋카이도전력은 도마리원전 부지 내를 지나는 단층이 활단층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해 추가 지층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10월 중 규제위에 결과를 설명할 계획임.

- 규제위는 2019년 2월 도마리 1호기 근처 지하 단층에 대해 ‘활단층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인 반면 홋카이도전력은 ‘활단층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함.

홋카이도전력은 2013년 7월 도마리원전 1 ~ 3호기의 재가동을 위한 신규제 적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규제위의 안전심사가 장기화되고 있음.

일본경제신문  2019.5.16., 2019.05.23., 교도통신 2019.05.23.

❚일본 규슈전력, 규제위에 겐카이원전 테러대책시설 공사계획 신청

■ 5월 16일, 규슈전력은 겐카이원전 3호기의 테러대책시설 공사 계획을 규제위에 제출했다고 

발표함.

규슈전력은 同 시설을 2022년 8월 24일까지 완공해야 하며 미준수 시 규제위의 원전 가동 

정지 명령을 받게 됨.

■ 한편, 규슈전력은 센다이원전 테러대책시설에 대해 기한 내 완공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음.

일본경제신문 2019.05.17.

아시아



30

❚일본 대형은행, 석탄 화력발전사업 대출 기준 강화

■ 일본 대형은행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7월부터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함.

기존에는 CO2 저감 기술과 발전비용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판단했지만, 7월 이후 OECD 

가이드라인 등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며 발전효율이 높은 ‘초초임계압

(USC, Ultra Super Critical)’ 이상의 발전소만 대출 심사 대상으로 삼음.

同 그룹은 이번 분기부터 경영계획에 기후변화에 관한 중점항목을 설정함. 풍력 등 

재생에너지용 대출 실적을 연도별로 공개하고 탈탄소화를 위한 투융자도 확대함.

■ 한편, 다른 대형 은행도 석탄 화력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 중임. 

2018년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초초임계압’ 이상으로 대출 대상을 한정함.

미쓰비시UFJFG도 2019년 5월 15일 석탄 화력용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힘.

※ 미쓰비시UFJFG는 OECD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예외적인 대출 심사가 가능함.

일본경제신문 2019.5.22., 미쓰비시UFJFG 2019.05.15.

❚일본 재생에너지 기기 생산 급감

■ 5월 11일, 일본경제신문은 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국내 생산이 급감 중이라고 보도함.

풍력 관련 국내 기기 생산액이 2018년 100억 엔 대로 급락, 9년 간 90% 감소함. 태양광도 

같은 해 생산액이 정점에 비해 반감됨.

- 일본산업기계공업회가 정리한 2017년 풍력발전 관련 기기 생산액은 265억 엔으로 2016년의 

3분의 1수준이었음. 

- 광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과 파워 컨디셔너(전력변환장치) 등의 국내 생산

액도 2018년 1조 7,322억 엔으로 2014년 3조 4,888억 엔에서 감소함. 특히 태양광 패널 

관련 생산액은 2013년부터 5년간 약 4분의 1로 감소함.

일본기업은 생산규모 확대를 뒤늦게 시작해 유럽 ․ 중국 ․ 미국의 가격 공세를 받고 있음.

일본경제신문 2019.5.11., 광산업기술진흥협회 2016.03.16.,20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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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산성, 태양광 발전 출력제어 대상 확대

■ 경산성은 2019년 4월 26일 규슈전력 관할 지역 내에서 출력제어가 급증해  공평성의 관점에서 

출력제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FIT 인정을 받은 설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전(舊) 규칙 적용 저압 태양광발전’ 

중 10kW 이상 500kW 미만 태양광발전도 출력제어 대상으로 삼고자 함.

- 2015년 1월 25일 이전 FIT인정을 받은 설비는 ‘이전(舊) 규칙’이 적용되어 5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당분간 출력제어 대상 외’에 해당되었음. 

- 일조량이 좋은 규슈전력 지역은 태양광발전이 급속히 확대되어 2018년도 26번이나 출력

제어를 시행했고,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임. 이에 경산성은 제어 대상 확대를 통하여 1설비 

당 출력 제어량을 줄이고자 함.

<규슈전력 구역 내 태양광발전 출력제어 대상>

Smart japan 2019.5.10.

Smart japan 2019.5.10.

❚일본 시코쿠전력 관할 지역 태양광 발전 출력, 지역 수요 88% 도달 

■ 5월 8일, 시코쿠전력은 관할 지역에서 황금연휴기간(4.29~5.6) 중인 5월 5일 12시~13시 사이 

태양광발전 최대출력이 187만 kW를 기록했으며, 전력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88%에 

달했다고 밝힘.

同 지역의 동시간대 전력수요는 213만 kW이었음. 시코쿠전력은 화력전원 제어(약 50만 

kW)와 양수발전의 양수가동(59만 kW), 지역 간 연계선 활용(131만 kW)을 통해 전력

수급 균형을 유지했으며 태양광발전 출력제어 없이 전력시스템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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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쿠전력 관할 지역 전력수요에 대한 태양광발전 비율 추이>

  일본경제신문 2019.05.13.

<시코쿠전력 관할 지역 전력수요에 대한 태양광발전 비율 최대일 수요밸런스>

(구역 송전단, 만 ㎾)

2019년 5월 5일 12~13시
(속보)

(참고) 전년도 
2018년 5월 5일 12~13시

시코쿠 구역 수요 213 221

공급력

태 양 광 (88%)   187 (80%)   177

풍    력 3 2

화    력 109 174

수    력 16 24

원 자 력 88 0

양수동력 ▲59 ▲59

연계선 활용 ▲131 ▲97

    (注) (  )안은 시코쿠 구역 수요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일본경제신문 2019.05.13.

❚아사히신문, 원전 사고 피해자가 제기한 집단 소송 1심 현황 밝혀

■ 5월 20일 아사히신문은 원전 사고 피난민이 도쿄전력과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소송의 1심 

현황을 밝힘.

전국에서 약 30건의 원전 사고 피해자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2017년 3월 마에바시

지법판결을 시작으로 10건의 1심 판결이 나왔고 모두 도쿄전력에 배상을 명함. 10건의 

집단 소송 중 국가를 피고로 한 8건의 판결에서는 6건이 국가의 책임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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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피고가 된 원전 피난민 소송 1심 판결>

판결 정부책임

마에바시지법(2017년 3월) ○

지바지법(2017년 9월) ×

후쿠시마지법(2017년 10월) ○

교토지법(2018년 3월) ○

도쿄지법(2018년 3월) ○

요코하마지법(2019년 2월) ○

지바지법(2019년 3월) ×

마쓰야마지법(2019년 3월) ○

※ 모두 도쿄전력 책임을 인정함.

○는 책임을 인정, ×는 인정하지 않음

아사히신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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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AE 원전정비 단독수주 무산위기

■ 복수의 국내 언론은 UAE Barakah 원전의 장기정비계약 (Long Term Maintenance 

Agreement, LTMA) 입찰이 10~15년의 장기계약에서 3~5년 계약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Barakah 원전 운영사인 Nawah는 장기정비계

약의 기간을 나눈 단기정비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계약규모는 약 5000억 원 

수준으로, 정부가 기대했던 최장 15년간 3조원 규모에 못 미침.

■ 국내 언론은 UAE 정부의 최종 결정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장기정비계약 

단독 수주는 어려워 보인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함.

산업통상자원부는 UAE 정비계약은 협상 중인 사항인 만큼 구체적 내용은 UAE 측과 

체결한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며, 협상이 완료되면 UAE 측이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현재 한국은 원전 운영지원계약, 핵연료 공급, 원전 건설 설계, 기기 제작, 시공 등 Barakah 

원전의 거의 모든 계약을 독점한 상황으로, 이러한 가운데 장기정비계약마저 한국이 따낼 경우 

UAE는 한국에 끌려다닐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UAE는 최근에도 원전 설계·건설 및 운영·정비 
과정에도 한국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양국 간 원전협력 의지를 표명하였고, 장기정비계약 

단축은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함.

매일경제. 2019.05.26. 산업통상자원부 해명자료.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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