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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OECD 회원국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채택,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합의함.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구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CO2-equivalent) 450ppm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억제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OECD 회원국 발전 부문의 평균 탄소집약도 430g/kWh을 2050년

까지 50g/kWh으로 줄여야 함을 의미함. 

■ 전력생산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원자력, 풍력, 태양광을 포함한 저탄소 발전기술의 

대규모 도입이 필요함.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출력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Variable renewable energy)가 

생산한 전력의 MWh당 평균 가격은 아직 원자력보다 높으나, 이들 발전원의 발전비용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중임.

다만 VRE는 규모가 작고 전력 다소비 지역(load center)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

치되는 경우가 많아 송·배전 비용이 증가하고, 풍속 및 일사량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

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함. 

VRE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저감되지 않음. VRE 도입에도 불구

하고 원자력을 가스화력발전이 대체하게 되면 전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음.

- VRE의 출력 변동성(급전 불가능성)은 계통에 상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급전 가능 

발전원의 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와 고정비가 낮은 가스화력이 고정비가 높은 원자력을 대체

하게 됨. 

1) 본고는 2019년에 OECD/NEA가 발표한 The Costs of Decarbonisation: System Costs with High Shares of Nuclear and Renewables를 요약하였음.

김우석 위촉연구원
(박찬국 연구위원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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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NEA(2019)는 OECD 회원국의 발전 부문 탄소배출을 kWh당 50g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과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서로 다른 8개의 시나리오

(그림 1 참조)에 따른 비용을 분석함. 

주요 시나리오로서 VRE의 계통 비중이 0%부터 75%까지인 5개 시나리오와 VRE의 발전

비용이 낮아지는 시나리오로 6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민감도분석으로서 계통연계가 

없는 시나리오와 계통연계 및 유연성 수력발전이 둘 다 없는 시나리오 2개를 설정하여 

총 8개 시나리오로 구성함.

[그림 1] 분석대상 8개 시나리오

2. VRE의 특징 및 시스템 비용에 미치는 영향 

■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VRE는 전력계통과 통합이 어렵다는 특징이 존재함. 

출력의 변동성: VRE의 출력은 전력 수요 또는 계통의 필요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풍속 및 일조량)의 가용성에 따라 변화함.

출력의 불확실성: VRE가 생산하는 전력량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함. 다만, 송전 시점 

(time of delivery)에 가까워질수록 발전 예측도의 정확도가 높아짐.

제한적인 발전소 위치: 지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이 상이

하며 이 자원을 옮길 수는 없음.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부지는 부하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

비동기성(non-synchronous): VRE 발전소는 전력변환장치를 통해 송전망에 연결되

어야 하며 송전망에 직접적으로 동기화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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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성(modular): 개별 VRE 발전소의 규모는 기존 발전원보다 작음.

낮은 변동비용: VRE는 한번 건설되면 최소한의 운영비용으로 가동이 가능함.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의 단기 한계비용(marginal cost)은 0임.

■ 앞서 언급한 6개의 VRE의 특징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system effects)은 프로파일 비용, 

밸런싱 비용, 전력망 비용, 접속 비용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프로파일 비용이란 VRE 출력 변동성 때문에 백업설비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전력 시스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백업 비용으로 부르기도 함.

밸런싱 비용이란 VRE 전력생산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계통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통에 순동예비력(spinning reserve)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등 요구사항이 증가함을 

의미함.

전력망 비용이란 VRE의 발전소 부지 선정의 지리적 한계에 따른 송·배전 비용 증가를 

의미함. 분산형 태양광 발전의 경우 지역의 수요가 발전량 보다 적을 경우 발생하는 

역 조류 현상(reverse power flow)을 해결하기 위해 배전망 투자가 필요함.

접속 비용이란 발전소를 가장 가까운 송전망의 연결점(connecting grid)으로 접속하는 

비용을 의미함. 접속비용은 발전원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증가함.

[그림 2] 시스템 비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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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비용 연구 모델링 결과 

■ OECD/NEA의 8개 시나리오의 모델링은 MIT가 개발한 Optimal Electricity Generation 

Expansion(GenX) 모델을 사용하였음. 

■ 모델링 결과, 발전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계통 내 VRE 비중 확대는 계통의 발전원 구성 

및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VRE의 이용률 및 설비 용량 크레딧(capacity credit)은 기존 화력발전소 대비 크게 낮은 

만큼, 동일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발전용량이 필요해짐.

그림 3을 보면 VRE가 계통에 투입되지 않은 기준 시나리오의 설비용량이 98GW인 반면, 

VRE의 비중이 커질수록 동일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용량이 증가함.

VRE의 계통 비중이 10%일 때 전체 설비용량은 118GW, 75%가 되면 325GW로 급증함. 

VRE의 비중 증가는 과다한 설비용량 증가로 이어지며, 동일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짐.

[그림 3] VRE 비중 변화에 따른 총 설비용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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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나리오별 발전 비중

■ VRE 도입으로 화력발전소의 평균 이용률은 감소하고 화력발전의 발전량을 단시간에 급격히 

높이거나 줄이는 경우가 증가함. 

그림 5를 통해 각 시나리오별 원자력의 전력 생산 양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그래

프가 4개인 이유는 VRE 비중이 75%가 될 경우 계통에서 원전의 비중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임.

[그림 5] 시나리오별 원전의 전력 생산 양상 변화

■ VRE의 비중이 없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원자력은 총 전력 수요의 75%를 생산하는 주요 저탄소 

발전원이지만, VRE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원자력의 유연성도 함께 높아질 필요가 있음. 

VRE의 비중이 50%인 시나리오에서는 원자력은 시간당 발전량의 30~35% 가량을 

급격히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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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E 변동성에 따라 시스템의 최적화가 약화되고 시스템 비용이 증가함.

시나리오별 VRE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의 시스템 비용을 그림 6을 통해 확인 가능함.

[그림 6] 시나리오별 VRE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의 MWh당 시스템 비용

■ VRE의 계통 비중이 10%일 때는 MWh당 시스템 비용이 10달러 미만이나, VRE의 비중이 

75%가 되면 MWh당 시스템 비용이 50달러 이상으로 증가함.

계통에서 VRE 비중이 50%로 동일함에도 계통연계 및 수력발전을 통해 계통에 유연성이 

존재할 경우 시스템 비용은 MWh당 28달러인 반면, 유연성이 없는 경우 MWh당 시스템 

비용이 50달러에 달함.

■ VRE의 MWh당 비용은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한 만큼, VRE의 시스템 비용을 VRE의 발전소 단위 

비용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중요한 점은 시스템 비용은 계통의 VRE 비중이 외생적으로 적용되는 한 발전소 단위 

비용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임.

시스템 비용의 4가지 요소는 VRE 도입과 함께 증가하지만, 각기 다른 비율로 증가함.

LCOE 계산을 통해 계산한 발전소 단위 비용을 시스템 비용에 더하면 본 연구가 모델

링한 8개 시나리오에 대한 전력 공급의 총 비용을 계산할 수 있음.(그림 7 참조)



9현안이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른 시스템 비용

[그림 7] 모든 시스템 비용을 포함한 전력 공급 비용

■ 계통의 VRE 비중이 커질수록 시간당 전력 가격이 0이 되는 시간대(zero price hour)가 증가함.

기준 시나리오 및 VRE 계통 비중이 10%인 시나리오에서 전력 가격이 0이 되는 시간대가 

발생하지 않으나, VRE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시나리오에서 연간 60시간이 발생함.

VRE 비중이 75%가 되면 3,750시간에 걸쳐 시간당 전력 가격이 0이 되는데, 이는 전체 

발전 시간의 43%에 해당함.

전력 가격이 0이 되는 시간대의 발생이 빈번해질수록 발전소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전력

가격이 높은 시간대가 증가함.

그림 8을 보면 VRE 비중 75% 시나리오에서 MWh당 전력가격이 100달러를 넘는 시간은 

VRE 비중이 10% 미만인 시나리오보다 2배 이상 많음.

[그림 8] 5개 메인 시나리오에서 도매전력시장의 가격지속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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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도매시장에서 VRE의 비중 증가는 전력 도매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그림 9에서 VRE의 계통 비중 증가에 따라 전력 도매시장에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이 받는 평균 가격의 추이를 통해 확인 가능함.

태양광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가치는 

태양광의 계통 비중이 12.5%를 차지하는 순간 절반으로 하락하며, 태양광의 계통 비중이 

17.5%가 되면 MWh당 20달러 이하로 하락함.

풍력발전 역시 유사한 현상이 확인되는데, 기준 시나리오의 MWh당 시장가치가 80

달러인 반면 풍력의 계통 비중이 22.5%가 되면 풍력이 생산한 전력의 MWh당 가치가 

25% 감소함.

[그림 9] VRE 비중에 따른 풍력과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의 MWh당 가치 변화 추이

4. 전력생산부문 탄소저감을 위한 효과적 정책 대안 

■ 효율적인 급전을 위해 단기 전력 시장이 유지되고 있음. 단기 가변 비용(short-term variable 

costs)을 기준으로 한 한계비용 책정은 고정비용이 높은 발전소 건설측면에서는 이상적인 유인

책이 아닐지라도, 전력시장의 규제완화는 발전소가 매 순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생산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발전원의 최적활용에 긍정적임. 

■ 탄소가격제 도입을 통해 발전분야의 탄소저감을 촉진할 수 있음.

탄소가격제 도입은 전력 가격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며, 원자력과 VRE와 같은 

저탄소 발전 기술의 경쟁력을 높임.

국가별로 적절한 탄소가격 수준은 상이하겠으나, 이산화탄소 1톤당 50달러 정도의 

가격이 저탄소 발전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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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탄소가격제를 도입한 국가는 적으나, 탄소가격제를 도입한 스웨덴, 영국의 경우 

탄소저감의 효과가 높았음.

■ 적절한 설비용량 유지, 유연성 및 송 ·배전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틀 마련이 중요함.
모든 전력시스템은 용량 확보, 유연성, 계통 서비스 및 충분한 물리적 인프라 제공을 

위한 틀이 필요하고, VRE 및 신규 발전기술의 변동성은 이러한 보완적 서비스의 중요

성을 높임.

용량 확보, 유연성 제공, 단기 시장, 밸런싱, 이웃국가와의 계통연계 증가 및 설비 용량 

보상 메커니즘이 필요함.

원자력 또는 댐식 수력발전과 같은 대규모 중앙화 발전소가 계통 안정성에 대한 긍정

적인 기여도를 인정하고 적절한 가치를 매기는 것도 중요함.

■ 저탄소 발전기술 장기 투자 장려를 위한 구조를 갖춰야 함. 

저탄소 발전 기술은 자본 집약도가 높아 한계 비용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도입되기 

어려운 만큼 시장외적 파이낸싱을 요함.

이는 모든 저탄소 발전기술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계통에서의 비중이 커지면 전력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가장 큰 손실을 입는 VRE에 특히 해당하는 이야기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장기전력구매계약(PPA), 차액정산계약(CFS), FIP(Feed-in 

premiums), 채무 보증을 통한 자본 지원은 저탄소 발전기술을 통한 전력 공급의 장기적 

안정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들임.

■ 계통 비용을 내재화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탄소가격제 도입은 저탄소 발전원의 환경 기여도를 인정하지만, 용량보상 메커니즘은 

급전가능성(dispatchability)에 가치를 부여함.

원칙적으로는 계통비용의 내재화를 통해 설비용량과 전력이 시스템에서 지니는 가치를 

보상해야 함.

저탄소 발전원에 대한 장기적인 가격 보장을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음. 중요한 것은 

보조를 하더라도 암묵적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틀을 갖춰나가야 함.

∙ The Costs of Decarbonisation: System Costs with High Shares of Nuclear and Renewables Executive Summary, 

OECD NE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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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 州 하원, 원전지원법안 통과 
■ Ohio 州 하원은 5월 29일 폐쇄위기에 놓인 원전에 대한 보조금 제공을 골자로 하는 법안 

House Bill 6을 찬성 53-반대 43으로 통과시킴.

House Bill 6의 주요 내용은 2026년까지 전력사용자로부터 월 1달러를 걷어 연간 1억 9천만 

달러의 청정 대기 기금을 조성하여 수익성 악화로 폐쇄를 발표한 Davis-Besse와 Perry 

원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 同 법안은 하원 통과에 앞서 태양광 발전소에도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내용이 수정되었고, 

이 점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끌어낸 것으로 보임.

전력 요금이 상승할 경우 원전에 제공하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도 추가됨.

■ 공화당이 상원 과반수*를 차지하며 Mike DeWine 주지사 역시 원전지원법안에 우호적인 만큼, 

House Bill 6의 법제화는 낙관적임. 

※ Ohio 州 상원은 공화당 24-민주당 9로 공화당이 절대 강세임.

Mike DeWine 주지사는 원전지원법안 하원 통과 후 성명을 통해 “Ohio 州는 탄소를 배출

하지 않는 원전 가동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원전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州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Davis-Besse 원전의 연료 교체 시기가 2019년 6월인 만큼, House Bill의 법제화는 6월 내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됨. 

Fremont News-Messenger. 2019.04.05. Cincinnati Enquirer. 2019.05.29. Utility Dive. 2019.05.30.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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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ke Energy社, 원전 조기 해체 계획 발표 
■ 미국의 Duke Energy社는 자사의 Crystal River 원전 해체완료 시기를 2074년에서 2027년

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발표함. 

2013년 Duke Energy社는 Crystal River 원전을 2074년까지 해체할 것을 발표하였고, 

당시 원전 해체 예상 비용은 11억 8천만 달러였음.

그러나 Duke Energy社는 2019년 5월 원전해체 전문기업인 Accelerated Decommissioning 

Partners(ADP)*와 2027년까지 5억 4천만 달러에 원전 해체 계약을 체결함.

※ NorthStar와 Orano USA(舊 AREVA Inc.)가 세운 합작 투자기업 

■ Duke Energy社는 원전 해체 일정을 앞당긴 이유로 원전 해체 기금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으며 

(2019년 3월 기준 7억 1700만 달러) 해체기업 간 경쟁으로 원전 해체 비용이 감소한 점을 꼽음. 

■ 원전 해체 일정 변경은 NRC 및 Florida 州  공공 서비스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절차에는 

약 1년이 걸릴 전망임. 

조기해체 계획이 승인될 경우 원전 건물은 2027년에 해체될 예정이며, 사용 후 연료는 

연방 정부가 방사능 폐기물 영구처분장을 건설할 때까지 원전 부지에 저장됨.

Orlando Sentinel. 2019.05.31. Nuclear Energy Insider. 2019.06.05.

❚미국, 자말 카슈끄지 피살 이후 사우디에 원전 기술 이전
■ 민주당 Tim Kaine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이후 승인한 총 7건의 파트 810 승인* 

중 2건이 자말 카슈끄지 피살 이후에 진행된 것이라고 발표함. 

Kaine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말 카슈끄지 피살 뒤인 2018년 10월 18일과 

2019년 2월 18일에 원자력 기술 이전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파트 810” 승인은 미국 기업이 타국과 원자력 기술 거래를 할 때 최종 합의 이전에도 사전 작업을 

허가하는 내용임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7건의 대사우디 원자력 기술 이전을 승인했다고 밝혔으나, 승인 시점이 

자말 카슈끄지 피살 이후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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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출생의 칼럼리스트 자말 카슈끄지는 2017년부터 미국 Washington Post지 칼럼을 

통해 사우디 정권을 비판했으며, 2018년 10월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됨. 

CIA는 사우디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림.

<자말 카슈끄지 피살 이후 미 의회의 사우디 원전 관련 활동 동향>

일자 내용

2018.10 Marco Rubio 공화당 의원을 필두로 사우디와의 원전 수출 논의 중단 촉구 

2018.12 민주·공화 양당,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 체결 시 미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법안 입법 추진

2019.03 미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우디 원전 수출 추진에 대한 조사 착수

2019.03 미 회계감사원은 사우디 원전 수출건 조사 예정 발표

출처: 원전시장 인사이트 기사 정리 

Tim Kaine 의원 홈페이지. 2019.06.04. CNBC. 2019.06.04. ABC News. 2019.06.05.

❚ HBO 드라마 “체르노빌”, 시청자 호평 이어져 
■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다룬 미국 HBO의 5부작 드라마 “체르

노빌”이 역대 최고의 IMDb* 시청자 평점을 기록하였다고 Economist가 보도함.  

※ IMDb는 아마존이 보유한 영화 정보 포털임. 

■ “체르노빌”의 5편 평점이 모두 9.6점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Economist지에 따르면 인기 드라마 

518편의 평점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작품이 4편 연속으로 평점 9.5점 이상을 기록할 확률은 0.4%임.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위키피디아 문서 트래픽은 2011년 1월 대비 21배 

증가했지만, 드라마 “체르노빌” 방영 이후 문서 트래픽은 2019년 1월 대비 56배 증가함. 

■ CNN은 드라마 “체르노빌” 방영 이후 체르노빌 여행 수요가 30%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보도함. 

<체르노빌과 주요 인기드라마 IMDb 평점 비교>

Economist. 2019.06.04. CNN.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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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신규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위한 공청회 개최 예정
■  벨기에 원자력규제기관 FANC는 Tihange 원전 부지 반경 5km 내에 위치한 지자체들의 신규 사용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계획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벨기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자국의 7기 원자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임.

2018년 5월 벨기에 원전운영사인 Electrabel社는 Tihange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할 신규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FANC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Doel 원전부지에는 이미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이 가동되고 있음. 

인허가 절차는 현재 공청회 단계에 있음. 지난 5월 24일 FANC는 부지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여러 지자체(Huy, Amay, Modave, Wanze, Marchin, Villers-le-Bouillet, 

Nandrin, Engis, Verlaine) 시장들에게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인허가 신청

서와 관련 자료들을 전달하였음. 

해당 지자체 시장들은 몇 주 내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FANC에 

공청회 결과를 제공할 계획임.

FANC는 공청회를 통해 얻은 조언과 피드백을 고려해 인허가 신청을 검토할 예정임. 

<벨기에 원전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상업 운전 가동 중단(예정)

Doel 1호기 PWR 433 1974 2025

Doel 2호기 PWR 433 1975 2025

Doel 3호기 PWR 1,006 1982 2022

Doel 4호기 PWR 1,047 1985 2025

Tihange 1호기 PWR 962 1975 2025

Tihange 2호기 PWR 1,008 1982 2023

Tihange 3호기 PWR 1,054 1985 2025

자료:World Nuclear Association

FANC 2019.5.29.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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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Ostrovets 원전 건설 일정대로 진행 
■  러시아 Rosatom社는 벨라루스 북쪽 지역에서 건설 중인 Ostrovets 원전 1,2호기 건설이 일정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2011년 벨라루스 최초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협정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에 

체결되었음.

- 2012년 벨라루스는 Rosatom社의 엔지니어링 자회사인 Atomstroyexport社와 Ostrovets 

지역에  III세대+ AES-2006 원자로 2기를 건설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 벨라루스는 러시아로부터 건설 계약의 90%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차관 형식으로 25년간 

조달받아 건설비용을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

러시아가 설계한 VVER-1200 가압수형원자로 2기는 현재 Ostrovets 부지에서 건설되고 

있음. 1호기는 2013년 11월, 2호기는 2014년 4월에 착공되었음.

2019년 4월 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원전 건설 프로젝트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100억 달러보다 낮은 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Ostrovets 

원전 1,2호기의 가동 성공 여부에 따라 추가 건설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현재 Ostrovets 원전 1호기는 시운전 단계에 진입해 1차 계통의 세정(flushing)이 시작

되었고, 저온 유압 시험(cold hydraulic testing)이 시행될 예정임.

두 호기는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으로, 건설공기가 착공 후 

6년여에 불과함.

<벨라루스 Ostrovets 원전 건설 현황>

원전 노형(모델) 용량(MW) 착공 상업 운전 예정

Ostrovets 1호기 PWR(VVER-1200/491) 1,194 2013. 11. 2019년 말

Ostrovets 2호기 PWR(VVER-1200/491) 1,194 2014. 5. 2020년 후반

자료:World Nuclear Association

 Nucnet 2019.4.30,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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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Belene 원전 투자자로 주변국 유치 고려 
■ 2019년 6월 5일 Temenuzhka Petkova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은 불가리아 원자력포럼

(Bulatom)이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를 Belene 프로

젝트의 잠재적 투자자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06년 러시아 Rosatom社의 자회사인 ASE社는 NEK社(불가리아전력공사)로부터 Belene 

부지에 1,000MW급 VVER-1000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Belene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음. 

그러나 同 프로젝트는 재정적, 정치적 상황으로 2012년 불가리아 정부에 의해 철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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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5월 불가리아는 Belene 원전 건설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 선정을 위해 EU 관보에 

입찰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게재하였음.

Petkova 에너지부 장관은 Belene 프로젝트가 자국과 주변국의 에너지 안정성을 강화

하고, 저탄소에너지 전환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 Belene 프로젝트에 프랑스 Framatome社, 러시아 Rosatom社, 중국 CNNC社, 한국수력원

자력, 미국 General Electric社가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음.

불가리아 정부는 Rosatom社, CNNC社, 한국수력원자력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Rosatom社의 자회사인 Rusatom Overseas社는 Belene 프로젝트의 주계약자로서 참여가 

가능하지만, 투자자로서 지분 보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 Rosatom社는 同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한 다른 기업과 국제 협력의 형태로 협업이 가능

하다고 덧붙임. 그러나 불가리아의 정부 보증 거부가 우려 사안이라고 밝힘.

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6월 6일 개최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후 불가리아가 원전 건설 리스크로 인한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Belene 프로젝트는 정부 보증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

Belene 프로젝트는 투자자 협정 체결 시점에서 10년 내로 완성될 예정이며, 총 비용도 

2기의 원자로 건설에 100억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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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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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새 연립정부, 2035년까지 탄소중립국 목표 
■ 2019년 6월 4일 사회민주당 ·녹색당 ·중도당 ·스웨덴인당 ·좌파동맹당으로 구성된 핀란드의 새 
연립정부는 2035년까지 자국을 탄소중립국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함. 

핀란드 새 연립정부의 정책 보고서(Inclusive and competent Finland-a socially, economically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society)는 핀란드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1% 이상 

감축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EU의 2020년 기후 목표치를 일찍 달성할 것으로 분석함.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탄소 저감 조치를 

강화하고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을 늘려 탄소 배출량을 추가로 저감시켜야 한다고 

지적함.

- 핀란드 새 정부는 기후변화법(Climate Act)을 개정해,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 

진전 상황에 부합하는 탄소 배출 목표치(2030~2040년)를 설정할 예정임.

同 보고서는 사회의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력, 난방, 수송 분야 등 다양한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분석함.

■ 핀란드의 새 연립정부는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임.

핀란드는 이미 석탄을 2029년 5월까지, 이탄(peat)은 2030년대까지, 난방용 석유를 

2030년대 초까지 폐지하기로 결정함. 

원자력의 경우, 핀란드 방사선 및 원자력안전청(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uthority, 

STUK)의 심사를 전제로 기존 원자로의 가동허가 갱신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핀란드는 2018년 4기의 원자로(Olkiluoto 원전 및 Loviisa 원전)를 가동해 전체 전력의 

대략 32%의 전력을 생산하였음.

- Olkiluoto 원전 3호기(EPR)는 2020년에 가동될 예정이며, 러시아와 함께 추진 중인 

Hanhikivi 원전 1호기는 2028년에 가동될 예정임. 

<핀란드 원전 운영 및 계획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폐쇄 예정

Loviisa 원전 1호기 VVER-440/V-213 507 1977 2027

Loviisa 원전 2호기 VVER-440/V-213 502 1980 2030

Olkiluoto 원전 1호기 BWR 880 1978 2038

Olkiluoto 원전 2호기 BWR 880 1980 2038

Olkiluoto 원전 3호기 EPR 1,600 2020.1 미정

Hanhikivi 원전 VVER-1200/V-491 1,200 2028 미정
자료: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News  2019.6.6.,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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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Iberdrola社, 유럽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 
■ 2019년 6월 6일 스페인 전력회사이자 풍력발전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Ibedrola社는 유럽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Francisco Pizzarro 프로젝트) 건설 계획을 발표함.

- 2018년 스페인 생태전환부는 2050년까지 100% 전력을 재생에너지원로 생산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법을 도입하였음.

- 2018년 8월 Teresa Ribera 생태전환부 장관은 태양에너지 관련 기업에 부과한 태양세

(sun tax)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매년 6,000~7,0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용량을 설치

하기로 약속하였음.

Ibedrola社는 스페인 서부 지역인 Extremadura의 13헥타르 부지에 59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신청서를 스페인 생태전환부에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Ibedrola社는 프로젝트 개시 전 의무 절차로서 공청회를 열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환경과 

토지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Ibedrola社는 현재 스페인 내의 프로젝트를 통해 2,000MW 이상의 재생에너지 용량을 

보유하고 있음.

3억 유로가 투입될 Francisco Pizzarro 태양광 발전소는 2022년에 가동될 예정으로, 

매년 375,000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건설 시 최대 1000명을 고용하게 됨.

스페인 재생에너지 협회는 Teresa Ribera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이 Ibedrola社의 사례와 

같이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힘.

■ 한편, 같은 날 스페인 원자력산업협회(Foro Nuclear)는 2018년 원자력과 미래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이 2018년 한 해 동안 7기의 원자로를 가동해 53.1 TW의 전력

(전체 전력 생산의 20.39%에 해당)을 생산했다고 발표함.  

※ 스페인 원자력산업협회는 전력회사, 원자력 발전소, 부품 제조업체 및 원자력 시스템 공급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비영리 단체임. 

Foro Nuclear는 해당 수치가 2017년 55.6 TWh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원자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이라고 지적함.

- 전력 생산 비중은 원자력 다음으로 풍력, 화력, 수력 순으로 나타남.

2018년 12월 31일 기준 총 원자력 설비용량은 7,117MW(스페인 전체 설비용량의 6.8%)에 

달함.

Foro Nuclear는 원자력이 신뢰할 만하고, 기저부하 전원이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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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은 2027년부터 2035년 사이에 총 7기의 원자로를 폐쇄할 계획임.

<스페인 전력 생산 현황(2018년)>

              자료 : Foro Nuclear

<스페인 원전 운영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원전소유자(%) ; 운영자 폐쇄 예정년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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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자료:World Nuclear Association

Climate Home News, Bloomberg, Nucnet 2019.6.6.

2) 자료:HOY 2019.6.6.

https://www.hoy.es/economia/nucleares-esperan-factura-inversiones-disparara-20190606183010-ntr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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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조 Prospect, 재생에너지 일자리 대략 30% 감소 보고서 발표 
■ 영국 노조인 Prospect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축소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부문 일

자리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대략 30%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함.

※ Prospect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과학자, 전문가,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2,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Prospect의 보고서는 정부, 조사기관, 산업계 등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음.

同 보고서는 해상·육상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부문의 일자리가 

2017년에 약 26,200개로 집계되어 2014년 36,700개 대비 감소했다고 언급함.

- 육상 풍력의 경우 2014년 7,000개에서 2017년 5,300개로, 태양광은 9,800개에서 4,700개로, 

바이오에너지는 11,000개에서 7,400개로 일자리가 각각 감소하였음.

- 그러나 해상풍력 부문은 예외적으로 2014년 6,300개에서 7,200개로 증가하였음.

※ 영국 재생에너지산업협회(RenewableUK)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의 직접 고용은 3배가 증가한  27,000개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함. 

Prospect 보고서는 2016년과 2017년 사이 재생에너지 투자도 56% 감소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힘.

■ Prospect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와 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enewables 

Obligation)와 같은 보조금의 축소 및 점진적 중단이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함. 

※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을 위해 장기간 동안 기준 전력가격과의 차액을 보장하여 

전력을 구매해주는 제도임. 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enewables Obligation)는 전력공급자에 대해 총 전력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임3).

- 2016년 2월 영국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에 대한 FIT 보조금을 65% 삭감하였고, 4월

부터 육상풍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음. 또한 2019년 3월 주택용 태양광 패널 

설치 보조금 지급도 중단하였음.

※ 영국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최근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산업계가 보조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Prospect는 영국 정부의 시장 주도적 정책이 실패했다고 분석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저탄소 발전원을 촉진하는 적합한 산업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향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언급함.

3) 한국에너지공단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125호(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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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rospect는 기후변화위원회(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권고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관련 분야의 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함. 

■ 한편, 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일자리 감소를 주장하는 Prospect의 보고서를 반박함.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정책의 일환으로 

청정 성장을 추진해, 친환경 분야의 일자리(green collar job) 수가 대략 400,000개로 

급증했다고 반박함.

- BEIS는 이 수치가 2030년까지 2백만개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함. 

BEIS는 25억 파운드를 저탄소 혁신에 투입하였고, 지난 3월 정부-산업 간에 체결한 해상

풍력산업 계획(Offshore wind sector deal)에 따라 최대 400억 파운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함.

- BEIS는 이에 따라 청정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임.

<영국 재생에너지 부문 직접고용 현황(2014년~2017년)>

               자료 : Prospect

The Guardian 2019.5.30., Current± 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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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 사무국장, 미·일·유럽의 원전 가동 기간 연장 호소 
■ 5월 28일 일본경제신문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 비롤 사무국장이 同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일·유럽의 원전 가동 기간 연장을 호소했다고 전함. 

- 파티 비롤 사무국장은 원전 축소로 간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안전을 강화해 기존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 원전 건설 및 운영비가 상승한 것에 

대해 사무국장은“원전의 가동 기간 연장은 석탄과 가스, 그 어떤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한 선택지이다.” 라고 지적함.

재생에너지 비용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사무국장은 원전이 안전비용을 고려해도 비용 

경쟁력에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일본경제신문  2019.05.28.

❚일본 규제위, 간사이전력 3개 원전 안전 대책 재심사
■ 5월 29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인근 산이 분화했을 때 원전 부지 내 떨어지는 화산재의 양을 과소

평가한 간사이전력 3개 원자력발전소(미하마, 오이, 다카하마)에 대해 안전 대책 재심사를 결정함.

※ 미하마원전 3호기와 다카하마 1, 2호기는 2016년 규제위의 안전 심사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수명연장 

인가를 받아 현재 안전 대책 공사 중임.  다카하마 3, 4호기와 오이 3, 4호기는 현재 가동 중임.

- 간사이전력은 해당 원전의 이전 안전 심사 시 원전에서 약 200km 떨어진 다이센산의 과거 

분화 규모를 추측하여 10cm 정도의 화산재가 부지 내에 떨어져도 안전하다고 했으며, 

규제위도 이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

- 하지만, 안전심사 통과 후 다이센산에서 약 200km 떨어진 교토시 내 지층에서 두께 30cm의 

화산재층(8만 년 전 다이센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로 추정)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아시아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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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위는 약 8만 년 전 다이센산의 분화 규모가 간사이전력이 추정했던 규모보다 크다며 

간사이전력에 원전 부지 내 화산재의 양을 재추정하도록 명령함.

- 2019년 3월 29일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원전 약 22㎝, 오이원전 약 19㎝, 미하마원전 

약 14㎝로 재추정한 결과를 규제위에 제시함. 간사이전력은 원전 가동 기간 중 약 8만 년 

전 발생한 화산 분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밝힘.

규제위는 간사이전력이 제출 예정인 변명서(기한 6월 12일)를 검토한 후 간사이전력에 

안전심사를 신청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며, 다이센산의 분화가 임박하지는 않아 원전의 

가동 정지는 요구하지 않음.

신규제에서는 재가동에 필요한 심사를 종료한 원전이라도 새로 알게 된 과학적 지식을 

안전 대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규제위가 이 제도를 적용해 전력회사에 재심사 신청을 

명하는 것은 최초임.

<간사이전력 재심사 대상 원전과 화산재의 양>

아사히신문 2019.5.30.

아사히신문 2019.05.30.

❚일본 후쿠시마현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 갑상선 검사 평가부회, 원전사고와 
갑상선암 상관 관계없어

■ 6월 3일 후쿠시마현의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 갑상선 검사 평가부회는 “현시점에서는 갑상선

암과 방사선 피폭 간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중간보고를 발표함.

※ ‘후쿠시마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후쿠시마현민의 피폭선량을 평가 

하고 현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병의 예방, 조기발견・치료를 목표로 함. 향후 현민의 건강 유지,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후쿠시마현 내에 설치되었으며, 지자체의 장이 지명한 전문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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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 검사 평가부회’는 ‘후쿠시마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의 좌장이 지명한 위원회 위원과 위원 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임. 갑상선 검사에 대해 병리, 임상, 역학 등의 관점에서 전문 지식을 토대로 심층적인 

논의를 하여 적절한 평가를 하고자 설치됨.

2014~2015년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18세 이하였던 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상선 검사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상관

관계를 볼 수 없었다고 밝힘.

- 검사 대상자는 현 내 59개 시정촌의 약 38만 명으로 이 중 약 27만 명(수진율 71%)이 검사 

결과를 확정 받았으며, 52명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음.

<갑상선검사평가부회 구성위원>

1 아미 히로후미(阿美弘文)
일반재단법인 오하라기념재단 오하라종합병원 외과주임부장

(일반사단법인 후쿠시마현 병원협회 추천)

2 가타노다 고타(片野田耕太)
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암연구센터 암대책정보센터 

암통계・종합분석연구부 부장

3 가토 료헤이(加藤良平)
이토병원 병리진단과 과장

(일반사단법인 일본 병리학회 추천)

4 스즈키 겐(鈴木元)
국제의학복지대학클리닉 원장

(일반사단법인 일본 방사선영향학회 추천)

5 소부에 도모타카(祖父江友孝)

국립대학법인 오사카대학대학원 의학계연구과

사회환경의학강좌 환경의학 교수

(일반사단법인 일본 역학회 추천)

6 다카노 도루(髙野徹)

국립대학법인 오사카대학대학원 의학계연구과 

내분비대사내과(內分泌代謝內科)학 강사

(일본 갑상선학회 추천)

7 미나미타니 간시(南谷幹史)
테이쿄대학 지바종합의료센터 소아과학 병원 교수

(일반사단법인 일본 소아내분비학회 추천) 

8 요시다 아키라(吉田明)
공익재단법인 가나가와현 예방의학협회 부인검진부 부장

(일본 내분비외과학회 및 일본 갑상선외과학회 추천)

후쿠시마현 홈페이지 2019.6.11검색

일본경제신문 2019.06.03., 도쿄신문 2019.06.04., 원자력산업신문 2019.06.04., 후쿠시마현 홈페이지 2019.6.1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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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형 제조업체, FIT 제도 만료 앞둔 태양광 발전 보유 주택에 축전지 판매 
주력

■ 5월 23일 아사히신문은 대형 축전지 제조업체가 태양광발전 보유 주택을 대상으로 전기를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축전지 판매에 주력 중이라고 보도함.

- 2009년 도입된 10kW 미만 주택용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1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매입, 1kWh당 최대 48엔)는 2019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됨. 2018년 9월 경제

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과 12월 말 총 약 53만 건이 지원 만료될 전망이며 

지원 만료 후 해당 주택은 전력을 자가소비하거나 자율적으로 잉여전력을 전력회사에 

판매할 것으로 전망됨.

- 전력회사들은 FIT 제도 만료 주택에 대해 제도 종료 후에도 잉여전력을 매입(약 7~8엔)

하겠다고 표명 중이며 신전력사도 연이어 이 분야 사업 진출을 표명함.

‘샤프’는 5월 22일 축전지 설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함. 인공지능이 

일기예보를 토대로 발전량을 예측하고 거주자의 전기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필요 충전

량을 산출함.

- 축전지는 태양광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일몰 후 태양광 보유 주택이 전력

회사에서 구매하는 전기량을 줄여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음. 샤프는 새로운 서비스와 

세트로 자사 축전지를 판매할 계획임.

※  일본의 주택용 전기 요금은 1kWh당 약 20∼30엔으로 축전지를 구매해 자가 발전한 전기를 자택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음. 축전지 가격은 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만 엔 이상임.

‘오무론’은 5월 1일 여러 번 충전과 방전을 해도 기능이 잘 저하되지 않는 신형 축전지를 

개발했으며 6월 발매 예정임.

- 이 축전지는 태양광뿐 아니라 저렴한 심야 전기도 쉽게 저장할 수 있음. 지진에도 내구

성이 뛰어나며, 옥내에 설치할 수 있어 수해에도 견딜 수 있음. 정전 시에는 축전지에서 

바로 전기를 공급함.

‘교세라’도 중국 전기자동차 대기업인 BYD와 협력해 잉여 전력을 버스의 동력으로 사용

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나섬.

■ 한편, 일본에서는 2018년 각종 자연재해로 대규모 정전이 빈발해 축전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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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형제조업체 축전지>

아사히신문 2019.5.23.

아사히신문 2019.05.23.

❚일본 샤프, 베트남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확대
■ 6월 5일 샤프는 100% 자회사인 샤프 에너지 솔루션이 태국 에너지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베트

남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다고 발표함.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에 출력 규모 약 4만 9,000kW(연간 발전량 베트남 일반가정 

약 3만 9,000세대분)을 건설했으며, 샤프가 베트남 내에 건설한 4번째 대규모 태양광

발전임.

샤프는 몽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사업을 확대할 생각임.

Sankeibiz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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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 참여 제안서 제출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5월 31일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함. 

한수원은 지난 2월 카자흐스탄 측의 요청에 따라 3월 15일 원전 2기의 EPC(설계·조달·

시공) 사업 참여 의향서를 카자흐스탄에 제출한 바 있음. 

이번 의향서 제출은 발주처가 업체의 재무상태 및 원전 건설능력을 평가하는 절차이며 

원전사업제안서를 최종 제출하는 것임. 

■ 이번 입찰에는 한국 외에도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일본 컨소시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카자흐스탄은 9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수력원자력 보도자료. 2019.05.30.

❚중국, 2019년 1분기 태양광 설비용량 증설 전년 대비 46% 감소
■ 중국 국가에너지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은 2019년 1분기 신규 태양광 설비

용량이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한 5.2GW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신규 설치용량의 대부분은 유틸리티 규모가 아닌 분산형 태양광으로, 2018년 5월 중국 

정부가 신규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차액지원금(Feed-in-Tariff, FIT)을 일괄적으로 

인하한 것의 영향으로 해석됨.

■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동기간 풍력(4.78GW)과 바이오매스 

(970MW)의 설비용량 증가보다는 높음.

또한, 세계 태양광 수요 증가로 2019년 1분기 중국 태양광 모듈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16.78GW를 기록함.

중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중국 태양광 수출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수출국은 

베트남, 네덜란드, 인도, 일본, 호주임. 

PV Tech. 2019.04.18. China Daily. 2019.05.23. Renewable Energy World.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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