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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Hanhikivi 1호기에 대한 투자승인

▶▶중동
•사우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실시 지연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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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규 원전 건설 인허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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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社, 폐로 담당 부서 분사 논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3월부터 임시 저장소에 반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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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전 폐로비용 과소평가에 대한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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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 원자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였고, 그 중 독일,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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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벨기에는 원전 축소 및 폐지를 결정하였음. 그러나 다수의 국가들은 자국 내 에너지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아시아 주요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 인구 증가, 전력 수요 증대, 부존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원전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목표도 세우고 있음.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자로 69기 이외에 추가로 150~200기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상당수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음.

•현재 세계 30개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439기의 총 설비용량은 376,910MW이며, 건설 중인
원자로는 69기로, 총 설비용량은 66,125MW임.
<지역별 원전 운영 및 건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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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동 원자로(기)

가동 원자로의
총 설비용량(MW)

건설 중인 원자로(기)

건설 중인 원자로의
총 설비용량(MW)

아프리카

2

1,860

-

-

남미

7

4,841

2

1,270

북미

118

111,976

5

5,633

극동 아시아

101

88,197

34

35,051

중앙 및 남부 아시아

25

6,913

11

8,572

중부 및 동부 유럽

69

49,618

15

12,369

서부 유럽

117

113,526

2

3,230

Total

439

376,931

69

66,125

자료: PRIS(2015.1)

2. 주요국의 유형별 정책 현황
<국가별 원전 정책 방향>
국가유형

원전정책

총계(대상국가)

기존 원전
운영국
(총 31개국)

유지 및 확대

27개국(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핀란드, 헝가리, 파키스탄, 멕시코, 남아공, 체코,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이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바니아,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보류

1개국 (대만*)

축소·폐지

3개국 (독일, 스위스, 벨기에**)

기존
도입유지

14개국(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요르단,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태국, 터키, 베트남, UAE)

신규
도입국가

2개국(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도입취소

1개국(베네수엘라****)

원전 도입
검토국
(총 17개국)

* 대만: 원자로 2기 추가 도입 계획 국민투표 추진
** 벨기에: 2015년∼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전체 원전 운영종료 예정이므로, 축소·폐지 국가로 분류
*** 일본: 20여 기 재가동 신청 및 심사 중
**** 베네수엘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개발 프로그램 중단
주1): 이탈리아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폐지 정책 발표하여 위 분석에서는 생략
주2): WNA의 시계열 통계자료로 원전정책 방향 트렌드 분석이 어려운 국가의 경우, 최근 기사들을 참고로 재검증하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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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원전 운영국
가. 유지 및 확대
■■중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및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 기준 14.6GW인 원전 설비 용량을 2020년에 58GW, 2030년에 150GW로 확대할
계획임.
•정부는 탄소 배출 감축 및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40~45%까지 감축하고, 총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연료의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임.
•중국은 가동 원자로 24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발전용량은 20GW를 상회하는 수준임. 또한
25기(24,756MW)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다수의 원자로 가동을 준비 중임.
•정부는 더욱 엄격한 안전 조치를 도입하여 후쿠시마 사고로 약 20개월 간 중단되었던 신규 원전
건설 인허가를 재개하여 조만간 약 5기의 원자로 건설 승인을 내릴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중국
내륙에서 최초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계획은 중단된 상태임.
※ 현재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원전은 랴오닝성의 홍얀헤 원전 5, 6호기, 산둥성 시다오베이 실증로, 푸젠성 푸칭
원전 5, 6호기로, 마지막 단계인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음.

•영국 신규 원전 2기 건설 컨소시엄 참여(2013.10), 남아공 원자력에너지공사(Nesca)와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협정 체결(2014.3) 등을 통해 원자력 기술 수출에도 적극 나설 방침임.
•아르헨티나와 Atucha 원전의 Candu-6 원자로 추가 건설 협정에 서명(2014.7)하여 CNNC社가
장기 재원 조달 및 기자재 공급을 담당할 예정임. CNPEC社도 Candu Energy社와 협력하여
루마니아 Cernavoda 원전 3,4호기에 Candu 원자로 2기를 건설하기로 최종 합의(2014.7)함.
■■일본
•일본 내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른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 및 엔화 약세로 2013년 무역
적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무역적자는 종전 최대 기록인 2012년의 6조 9,000억 엔보다 65% 상승한 약
11조 5,000억 엔을 기록함. 이중 화석 연료 수입 증가에 의한 적자액이 약 4조 엔, 제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공동화로 인한 적자액이 약 7조원을 차지함.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웠던 원전 제로 방침을 철회하고 2014년 2월 발표한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을 주요 기저 부하 전원으로 규정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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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승인(9월 19일)함. 이를 통해 2020년까지 GDP 단위당 CO₂ 배출량을 2005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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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음.
•규제위는 센다이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2014.7)하였으며, 다카하마 원전도 규제위의 재가동 예비
승인을 획득(2014.12)함에 따라 2015년 가동에 돌입할 전망임.
•일본의 원자로 가동 승인 기간은 현재 40년으로 2020년 대부분의 원자로가 퇴역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전 운영사가 현재 40년인 원전 수명을 한 차례 연장하여 최대 60년 동안 원전 운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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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명 연장 대상인 원전은 7기로, 그 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원전 5기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엄격해진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다카하마
1, 2호기는 원전 운영사인 간사이전력이 2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2015년 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수명연장을 신청할 예정임.

•1995년 8월 발전을 시작했으나 연이은 사고로 가동을 중단했던 몬쥬 고속증식로는 핵폐기물
감축 연구에 활용하고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공장 건설은 지속 추진할 계획을 밝힘.
•후쿠시마 원전 4호기의 연료 반출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이로써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정화
작업의 주요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도쿄전력은 밝힘(2014.12). 도쿄전력은 향후 1~3호기에
대한 핵연료 반출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한편,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내에서의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운 Toshiba社, Hitachi社 등
일본 원전사들은 UAE와의 원자력 협력, 베트남 제2 원전 건설 수주 등 유럽을 비롯한 국제 원전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음.  
•Toshiba社는 잉글랜드 북서부 West Cumbria州 Moorside 신규 원전에 AP1000 원자로
3기를 공급하기로 합의함. Toshiba社의 자회사인 Westinghouse社도 불가리아 국영 전력사인
Bulgaria Energy Holdings社(이하 BEH)와 출력 100만~120만kW의 원자로 1기 수주를 목표로
최종 협상에 착수함.
•Toshiba社는 중국과 약 16.5억 달러 규모의 원자로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2015.1)함. 2020년대에 가동에 돌입 예정인 산둥성 하이양 원전, 저장성 싼먼 원전 등
6~8기의 원자로에 제어계통, 터빈 및 기타 주요 부품을 공급할 계획임.
■■인도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른 안정적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인도는 2020년까지 14.6GW의 원전 설비용량을 확보하고,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62GW로 확대하여 전체 전력 공급의 25%를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할 계획임.
※ 인도는 가동 중인 원자로 21기(총 5,302MW), 건설 중인 원자로 6기(4,300MW)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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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인도는 러시아와 2035년까지 Kudankulam 3, 4호기를 포함한 총 12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한국 등과도 원자력 분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제정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법과 국제조약 간 괴리로 인해 해외기술도입과 민간
투자가 지연되어 원자력 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음.
■■미국
•화석 연료 비중 축소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

•34년 만에 최초로 건설이 승인된 Georgia州 Vogtle 원전 3, 4호기, V.C. Summer 원전 2,
3호기 등 5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임.
•Florida州 당국이 Florida Power & Light社의 Turkey Point 원전 추가 건설을
승인(2014.5)함에 따라 2,200MW 규모의 AP1000 원자로 2기가 Turkey Point 원전 부지에
추가 건설될 예정임. 이르면 2016년 초 NRC의 건설 승인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NRC도 PSEG社가 New Jersey州 Salem County에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의 조기 부지 승인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초안을 발표함. NRC는 조기 부지 승인 신청서 검토를 위한 안전성
보고서 작성을 진행 중이며, 최종 검토 후 NRC 위원 5명의 표결을 통해 부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높은 수리비용, 낮은 도매 전력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2013년 원자로 4기, 2014년 말
Vermont Yankee 원전 1기가 영구 폐쇄되었으나 대부분의 전력사들은 원전 수명연장을 신청함.
•NRC가 사용후핵연료 계속 저장에 관한 최종 규정을 승인(2014.8)함에 따라 약 2년간
중단되었던 신규 원전 건설 및 기존 원전 수명연장 인허가 절차가 재개되었고, NRC는
Exelon社의 Limerick 원전 운영 연장 신청을 승인(2014.10)함.
※ 현재 NRC는 미국 내 가동 원자로 100기 가운데 74기의 원자로에 20년의 수명연장을 허가하였음.

•DOE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선도할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하고 자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이를 통해 차세대 원자로 설계·건설·가동과 관련된 상당한 기술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미국이 저탄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임.
■■캐나다
•Ontario州, Quebec州, New Brunswick州에 위치한 19기(13.5GW)의 원전이 캐나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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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6~28%
감축하겠다는 새 목표치를 제시(2014.11)하였음. 목표치 달성을 위해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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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전력의 약 15%를 공급하고 있으며, Ontario州의 경우 총 소비 전력의 50% 이상의 전력을
원전으로 공급 중임.
•또한 향후 10년 동안 원자로 약 10기에 대한 설비 개선을 진행할 계획임.
•인도, 중국 등의 신흥국 시장에 캐나다가 자체 개발한 CANDU 원자로 수출을 추진 중임.
■■영국
•현재 16기의 원자로(10GW)가 가동 중이며 총 전력 생산의 18%를 원자력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8

있음. 그러나 1기를 제외한 모든 원자로가 2023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안정적 전력
공급 대책이 시급함.
•영국 정부는 원자력 산업 전략을 통해 기존 원전 부지 5곳의 노후 원자로를 폐로하고 그 부지에
12기 이상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여 2030년까지 16GW의 발전 설비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함(2013.3).
•최근 EU집행위원회가 160억 파운드 규모의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영국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음(2014.9).
•또한 원자력규제국은 Wylfa 1호기와 Hunterston B 원전,  Dungeress B 원전의 수명을 각각
2015년, 2023년, 2028년으로 연장할 계획임.  
■■프랑스
•총 58기의 원자로(63GW)를 가동하고 있으며 총 전력 공급의 75%를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음.
•Hollande 대통령의 사회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행 75%에서 50%로
감축하고 원전 발전량을 현 수준인 63.2GW로 제한하는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함(2014.6).
※ Royal 에너지부 장관이 제안한 에너지전환법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임.

•그러나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원전 운영사 등이 원전 축소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함.
•최근 Royal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전환법이 원자력 에너지 폐지 정책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프랑스의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암시함(2015.1).  
■■러시아
•러시아는 경제침체 이후의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 약 50GW 규모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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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prom社의 對 유럽 가스 수출 증가로 인한 국내 가스 공급 감소 등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비중 확대와 신규 원자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현재 34기의 원자로(25GW)를 가동하고 있으며, 9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임. 또한 31기의
원자로를 건설 계획 중이며 18기의 원자로가 건설 제안됨.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전략 2030’에서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원자력
설비용량을 43.4G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2010).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구 국가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요르단, 이란, 헝가리, 인도
등과 원전 건설 협약을 체결하며 원전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현재 가동 중인 4기의 원자로(2.7GW)가 총 전력의 30%가량을 생산하고 있음.
•핀란드 정부는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전력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핀란드의 주요 전원은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이며 발전에 사용하는 석탄은 러시아(66%)와 폴란드, 천연가스는
러시아(100%)에서 수입함.

■■최근 러시아와 진행하는 Hanhikivi 1호기 건설 프로젝트가 정부의 조건부승인을 받음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핀란드 정부는 2015년 6월까지 핀란드 기업의 프로젝트 지분 비중을 60%대로 증가시키는 것을 전제로
Hanhikivi 1호기 건설을 조건부 승인함.

■■반면 TVO社가 진행하는 Olkiluoto 4호기 건설은 3호기 프로젝트의 건설 지연으로 인해
건설허가 연장 신청이 반려되어 전망이 불투명해짐. 지속된 지연으로 난항을 겪던 Olkiluoto
3호기 건설은 최초 계획보다 9년 늦어진 2018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임.
■■이란
•현재 1기의 원자로(1,000MW)가 가동 중이며 총 전력의 1.5%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음.
•주 전원은 가스와 석유를 통한 화력발전임. 풍부한 석유, 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파키스탄, 시리아와 전력을 거래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전력 수출 증대를 위해 원전 건설을 비롯한 발전 설비용량 증가를 계획하고 있음.
•지난 11월 러시아 Rosatom社와 Bushehr 원전 부지와 신규 원전 부지에 8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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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체결함.
•이란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통해 핵무기 제조를 도모했던 전적이 있어 원전 건설에 따른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재 2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총 전력 공급의 5%를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90%에 달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하기 위해 원전
10

확대 정책을 추진함.
•2010년 남아공 정부는 중기전력개발계획(IRP)을 통해 발전량 증가와 에너지 다변화를 도모하여
9,600MW 규모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51%로
낮추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14%로 높일 계획임.
•남아공 정부는 러시아, 프랑스, 한국, 중국, 미국 등과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신규 원전 입찰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Nuclear Workshop을 개최함.

나. 축소 및 폐지국
■■독일
•2010년 에너지의 대외의존도 감소를 위해 원전 수명연장을 계획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8기의 노후 원전을 즉각적으로 폐쇄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원전 폐지 정책으로 선회함.
•현재 9기의 원자로(12GW)를 가동 중이며 총 전력 공급의 18%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음.
※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11년 독일은 17기의 원자로(20GW)를 가동하여 총 전력 공급의 30%를 생산하였음.

•그러나 원전 폐지 정책으로 인한 탄소배출 증가와 안정적 폐로비용 확보 방안 미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의 빠른 상승 등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면서 에너지전환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독일은 원자력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실시하면서 출력량이 일정치 못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량이 증가하게 됨. 이로 인해 탄소배출량이 증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독일 원전 운영사인 E.ON社, RWE社, EnBW社, Vattenfall社는 2011년 실시된
원전긴급정지 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손해배상 소송액은 수십억 유로에 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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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산됨(2014.10).
•한편 지난 10월 독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량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동시 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 가격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2014.10).
■■스위스
•현재 4기의 원자로(3.2GW)가 가동 중이며 총 전력 공급의 40%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11

•스위스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현재 가동 중인 5기 원전의
•원전 폐지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 전략 2050을 수립하고 수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주 전원으로 하는 에너지 체제 개편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
중임(2012.4).
■■벨기에
•벨기에는 7기의 원자로(5.9GW)를 가동 중이며 총 전력 공급의 50%가량을 원전에서 생산하고
있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벨기에 정부는 모든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시기인 2025년까지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함.
•그러나 최근 Tihange 2호기, Doel 3, 4호기의 결함으로 원전 가동을 일시 중지함에 따라 3GW
이상의 전력 공급이 감소하자 벨기에 정부는 2015년 영구 가동 중지 예정인 Doel 1, 2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함(2014.10).
•벨기에 정부는 일부 원전의 수명연장이 탈원전 선언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Doel 1,
2호기가 수명연장이 되더라도 2025년 이전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스웨덴
•스웨덴은 10기의 원자로(9.4GW)를 가동 중이며 총 전력 공급의 40%가량을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음.
•스웨덴은 미국 Three Mile Island 원자로 노심 파손 사고 이후 신규 원자로 건설 금지 및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선언했으나, 2009년 기존의 정책을 선회하여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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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종료되는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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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스웨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통해 집권하면서 원자력세 인상,
방사성폐기물 부담금 인상, 안전성 규정 강화 등 원전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함.
•Vettenfall社는 정부의 원전 규제 정책으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보류하고 Forsmark
3호기의 출력증강 계획도 취소할 것이라고 밝힘(2014.11).
※ Vettenfall社는 Forsmark 1, 2호기의 출력증강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임.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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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은 현재 전체 전력 생산의 19%를 원자력(원자로 6기, 4,927MW)에, 77%를 화력 발전
등에 의존하고 있음.
※ 타이완은 1970년대부터 GE社의 BWR 원자로 2기를 도입하여 원자력 발전을 시작함. 총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임. 현재 에너지 자원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완공이 임박한 Lungmen 원전(ABWR)의 건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면서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자 타이완 정부는 4월 27일, 원전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타이완 여야는
국민투표를 거쳐 Lungmen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합의함.  
※ 지진과 화산 활동이 흔히 발생하는 일명 ‘불의 고리(Ring of fire)’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한 타이완은
잦은 지진 발생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 반원전 정책이 추진될 경우 203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나 원자력을 대체할 전원이 부재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Jiang Yi-huah 타이완 총리는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로 예정된 국가 에너지 회의에서
타이완 최초의 원전인 Chinshan 원전의 수명연장 또는 폐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9월 16일)함.
•한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이 한계치에 도달함에 따라 이를 해외로 이송해 위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발표(10월 14일)함. 타이완은 핵연료봉을 해외에서 재처리하고, 재처리된
폐기물은 타이완으로 재이송하여 저장할 방침임.

2)원전 도입 검토국
가. 기존 도입 유지
■■터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한 경제 성장 촉진과 국내 에너지 수요 충족, 에너지 대외의존도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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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함.
※ 터키는 천연가스의 98%, 원유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터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2기를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Akkuyu 원전의 원자로
4기(4,800MW)와 Sinop 원전의 원자로 4기(4,600MW)의 건설을 추진 중임.
※ Akkuyu 원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사 중이며 Sinop 원전은 부지 정비 작업 중임.

•최근 터키 총리는 자국 주도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Westinghouse社SNPTC社와 터키 EUAS社간 원전 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2014.11).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결정함.
•벨라루스 정부는 ‘2011~2020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여 1,0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400M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300MW 규모의 풍력 발전소, 120MW 규모의 수력발전소
4기를 건설하여 2020년까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55%로 감축할 계획임.
※ 벨라루스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2009년 기준 80%임.

•현재 러시아 Atomstroyexport社와 1,200MW급 원자로 2기를 건설 중이며 각각 2018년,
2020년 가동 예정임. 원전이 가동되면 2020년까지 총 전력 생산의 30%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할 계획임.
■■UAE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탄소배출 감축 및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함.
•2008년 UAE는 2020년 전력 수요가 40GW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요 충족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2009년 한국전력과 204억 달러 규모의
Barakah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함.
•2014년 12월 현재, Barakah 1호기는 61%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으며 2호기와 3호기의 건설
공사와 4호기의 부지 작업도 진행 중임. Barakah 1~4호기는 각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가동할 예정임.
■■한편 2013년 두바이수전력청(DEWA)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총 전력 공급의 12%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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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1년, 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가 7차 에너지 개발 마스터플랜(2011~2020년)을
승인함에 따라 2020년 예상 전력 소비량의 약 2.1%를 원자력을 통해 생산하고 2030년에는
10.1%로 확대할 계획임.
•베트남은 연간 5%에 이르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급속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Ninh Thuan州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여 러시아 Rosatom社의 자회사인
Atomstroyexport社와 제1 원전(VVER 2기)를 2017~2018년에 착공할 예정임. 일본
14

컨소시엄과도 제2 원전(원자로 2기)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음. 세 번째 원전 건설 추진을 위해
한국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우선입찰자로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로 건설을 통해 에너지 자원 고갈로 인한 전력난을 해소하고 대중의
원전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고자 함.
•인도네시아 M Nasir 에너지기술부 장관은 국가원자력에너지위원회(The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에 2017년 완공 가능한 소형 원자로 건설을 요청(2014.12)함.
•Nasir 장관은 2019년부터 완공된 원자로 시설을 활용하여 원자력 관련 교육·훈련 용도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나. 신규 도입국
■■폴란드
•석탄 및 수입 가스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에너지 믹스 다변화를 위해 2025년까지 원전을 건설할  
계획임.
•정부는 에너지 정책 2050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저탄소 발전량을
연간 최대 125TWh로 높이고 석탄의 소비를 40%까지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함(2014.8).
•폴란드 PGE EJ1社의 주도로 Zarnoweic 지역과 폴란드 동부에 3,000MW 규모의 원자로 2기를
건설할 예정임.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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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통해 발전에 사용하던 석유, 가스를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사우디 정부는 2032년까지 17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여 총 전력의 15%를 생산할 계획이며
2022년 첫 번째 원전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프랑스,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 경제 발전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원전 도입을 결정함.

15

• 러시아 Rosatom社 CEO와 카자흐스탄 국영 원자력 공사 Kazatomprom社 대표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 최근 일본 도시바社와 원전 건설 협정을
체결함(2015.1).
• 카자흐스탄은 Kurchatov 지역에 1,000MW 급 AP1000 원자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2030년
가동할 예정임.
■■ 요르단
•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르단은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력 가격 안정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추진함.
※ 요르단은 에너지의 95%를 수입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비용이 GDP의 1/5를 차지함.

• 요르단 원자력전략위원회는 2030년까지 약 30%의 전력을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2월 러시아와 1,000MW급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협정을 체결함. 건설
예정인 원자로는 각각 2024년, 2026년에 가동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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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카자흐스탄 최초의 원전 건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2014.5)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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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가별 원전 가동 및 건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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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가동 원자로(기)

가동 원자로의
총 설비용량(MW)

건설 중인 원자로
(기)

건설 중인 원자로의
총 설비용량(MW)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대한민국
중국
인도
캐나다
영국
우크라이나
스웨덴
독일
벨기에
스페인
체코
스위스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멕시코
루마니아
남아공
아르메니아
이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UAE
벨라루스
타이완
Total

99
58
48
34
23
24
21
19
16
15
10
9
7
7
6
5
4
4
4
3
3
2
2
2
2
2
1
1
1
1
6
439

98,476
63,130
42,388
24,654
20,721
20,056
5,308
13,500
9,243
13,107
9,470
12,068
5,927
7,121
3,884
3,333
2,752
1,889
1,815
690
1,627
1,884
1,906
1,330
1,300
1,860
375
915
482
688
5,032
376,931

5
1
2
9
5
25
6
2
1
2
2
1
1
3
2
2
69

5,633
1,630
1,325
7,371
6,370
24,756
3,907
1,900
1,600
880
630
25
1,245
4,035
2,218
2,600
66,125

자료: PRIS(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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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국 NRC 신임 위원장, 향후 업무 진행 방향 밝혀
■■12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이 NRC의 16번째 위원장으로 임명한 Stepehn Burns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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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공식 취임하였음.

2014년 10월에 조기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앞으로 Washington DC George Washington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예정임.
•Burns 위원장은 NRC 내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2012년에는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Burns 위원장은 재직 중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될 업무로 NRC 조직구조 개선 방안 진단,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대응, 폐로 예정 원전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제시함.
•NRC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NRC는 공공 보건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힘. 또한 백악관 예산집행부(The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 규제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며, 원전 폐로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도 검토 중임.
•NRC가 정보 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의회의 비판에 대해서 업무상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향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Platts, 2015.1.9)

■■미국, 차세대 소형 원자로 개발에 있어 정부 지원 필수적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차세대 소형 원자로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음.
•현재 미국 전력 생산의 약 20%를 생산하는 원전의 상당수가 노후한 상황임. 5기의 신규
원자로가 건설 중이지만 지난 몇 년간 4기의 원자로가 폐쇄되었으며, 2020년까지 추가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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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발탁된 Allison Macfarlane 前 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2017년 7월까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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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음.
•원전 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높고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투입되는 소형 원자로가 다수 건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다수의 기업들이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진행 또는 지원하고 있음.
•Bill Gates가 설립한 TerraPowr社는 진행파 원자로(traveling wave reactor)를 개발 중이며,
Amazon社 창업자 Jeff Bezos도 캐나다 General Fusion社의 핵융합로 개발 자금을 지원
중임.
18

•Transatomic Power社는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용융염 원자로(molten salt reactor)를 개발 중이며, Martingale社도 2주전 용융염로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同 기업들이 개발 중인 원자로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
•원전 산업계 관계자는 연방정부의 차세대 원자로의 원형로 시험 시설 건설 참여 및 NRC의
차세대 원자로 설계 승인 절차 확립을 요구하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임기 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확대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임. 그러나 同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공화당의 동의가 필요함.
※ 저렴한 천연가스, 전력 수요 정체, 엄청난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비용 등으로 인해 원자력은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지만 CO₂ 배출 감축을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NRC도 경수로 이외의 원자로의 인허가 절차 논의를 수년간 진행하고 차세대 소형 원자로에
대한 규제 체제를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Bloomberg, 2015.1.20)

유럽
■■프랑스, 원자력 발전량 증가로 전력 가격 하락
■■원자력 발전량 증가와 전력 수요 감소로 프랑스 전력 가격이 하락함.

•EDF社가 보유한 58기의 원전 중 유지보수 작업 중인 Blavias 3호기를 제외한 모든 원전이
가동됨에 따라 8일 10시 15분 기준 원전 출력량은 61.2GW를 기록함. 이는 지난 동절기 최고
출력량에 상응하는 수치임.
•반면 전력 수요는 9일 9시 기준 73.1GW로 6일의 81.2GW보다 감소함. 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난방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프랑스는 전기 난방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혹한기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그러나 올해는 현재까지
동절기 한파 소식이 없어 난방 수요의 감소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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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전력 수요 감소와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따라 프랑스를 비롯한 인접 유럽 국가의 Spot
기록했으며 프랑스의 전력 가격은 9.55유로 하락한 33유로/MWh를 기록함.    
■■한편 원자력 발전량 증가로 프랑스의 전력 수출도 증가함.
•9일 프랑스의 전력 순수출은 10GW로 5일 수출량 대비 7.2GW 증가함.
•1월 5일 프랑스는 벨기에와 스위스로부터 전력을 수입하였으나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따라 9일
벨기에에 730MW, 스위스에 1.3GW를 수출함.
•독일에 대한 전력 수출도 2GW를 기록해 5일 수출량인 260MW보다 증가하였으며 이탈리아에
대한 전력 수출도 5일 대비 2.1GW 증가함.
(Reuters Africa, 2015.1.8; Platts, 2015.1.9)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 신규 원전 필요성 피력
■■1월 13일, Segolene Royal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은 노후 원전을 대체할 신형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발표함.
•프랑스는 Hollande 대통령 취임 이후 에너지전환법을 제안하여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기존의
75%에서 50%로 감축하고 원자력 에너지 발전량을 63.2GW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Royal 에너지부 장관이 제안한 에너지전환법은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되어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임.

•그러나 Royal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전환법이 탈원전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개보수를 진행할 수 없는 노후한 원전을 대체할 신형(new generation)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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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가격이 하락함. 8일 독일의 일일전시장 전력 가격은 7.75유로 하락한 19.75유로/MW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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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함.
※ 가동 중인 프랑스 원전의 평균운영기간은 30년으로, 58기 중 절반가량은 2020년대에 설계수명인 40년에 도달하여
가동이 중지될 예정임.

■■한편 Royal 에너지부 장관의 발표 하루 뒤인 14일 EDF社 CEO는 프랑스 원전의 수명을 현재
기준인 40년에서 50~6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Jean Bernard Levy, EDF社 CEO는 프랑스와 유사한 원자로를 사용하는 미국의 경우 원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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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60년이라고 말하며 프랑스의 원전 수명도 50~6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와 함께 EDF社는 2025년까지 원전 현대화를 위해 550억 유로(6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에너지전환법에서 원자력 발전량을 63.2GW로 제한하고 있어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노후 원전의 폐쇄가 선행되어야 함.
•한편 Royal 장관의 발언 이후 EDF社의 주가는 5.6% 상승함.
(Reuters, 2015.1.13; 2015.1.14; Agence France Presse, 2015.1.14)

■■영국, Heysham 1-1호기 재가동
■■영국 원자력규제국(ONR)이 지난 8월 보일러 스핀 균열로 인해 가동을 중단한 Heysham
1-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원자로 4기가 모두 재가동됨.
•작년 8월 초 EDF社는 Heysham 1-1호기의 보일러 스핀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선제적 예방조치로 Heysham 1-1호기뿐 아니라 동일 기종의 보일러 스핀을 사용하는
Heysham 1-2호기, Hartlepool 원전의 원자로 2기를 모두 가동 정지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함(세계 원전시장인사이트 2014년 8월 29일자 p.18 참조).
•지난 11월 EDF社의 정밀조사보고서를 검토한 ONR은 원자로 4기의 재가동을 승인함. 이에
따라 EDF社는 Hartlepool 2호기와 Heysham 1-2호기는 11월 22일, Hartlepool 1호기는 11월
26일 재가동하고 지난 1월 10일 마지막으로 Heysham 1-1호기를 재가동함.
※ Hartlepool 원전과 Heysham 1원전의 원자로 4기는 보일러 균열이 고온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출력을
감소하여 가동할 예정임(세계 원전시장인사이트 2014년 11월 7일자 pp.17~18 참조).

•ONR은 EDF社가 제출한 재가동에 대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된 원자로의
계속운영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적절한 때에 평가보고서 개요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함.
(World Nuclear News, 2015.1.13)

■■아르메니아, Armenian 3호기 2018년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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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rvand Zakarian 아르메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2018년 아르메니아 신규 원전을 착공할

•2007년 아르메니아는 에너지 다변화를 통한 전력 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의
도입을 결정함. 이에 따라 2010년 러시아와 아르메니아는 신규 원전 건설 협약을 체결함.
•아르메니아는 2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Armenian 원전에 1,060MW 규모의 원자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임.
•Zakarian 장관은 2018년 신규 원전 건설에 착공하여 노후 원전인 Armenian 2호기가
폐쇄되는 시기인 2027년 이전에 신규 원전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Metsamor 2호기는 1980년에 가동된 원전으로 1988년 Spitak 지진으로 폐쇄되었다가 1995년 재가동됨. 현재
러시아와 협력하여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명연장을 통해 2026년까지 운영할 예정임.

<아르메니아 원전 현황>
원전

상태

노형

용량(MW)

착공

상업가동

폐쇄

Armenian 1호기

영구 폐쇄

PWR

376

-

1976.12.22

1989.2.25

Armenian 2호기

가동 중

PWR

375

-

1980.1.5

2026(예정)

Armenian 3호기

건설 예정

PWR

1,060

2018(예정)

2026(예정)

-

자료: WNA, PRIS

(WNA; Trend,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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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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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Hanhikivi 1호기에 대한 투자 승인
■■러시아는 핀란드에 건설 예정인 Hanhikivi 1호기에 최대 1,500억 루블(23억 달러)을 투자하는
것을 승인함.
•Hanhikivi 1호기는 러시아와 핀란드가 합작하여 건설하는 원전으로 지난해 핀란드 정부의
22

조건부 건설 승인을 받아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현재 Hanhikivi 원전 프로젝트는 핀란드 Fennovoima社와 Voimaosakevhtio社가 지분의 66%, Rosatom社의
핀란드 자회사인 RAOS Voima Oy社가 지분의 34%를 보유하고 있음. 이로써 지난해 핀란드 정부가 제시한
핀란드 기업이 프로젝트 지분 6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건설 허가 조건을 충족함.

•지난 12월 30일 러시아 내각은 러시아국유펀드를 통해 최대 1,500억 루블(23억 달러)을
Hanhikivi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승인하고 1월 16일 공표함.
•러시아는 2015년 355억 루블, 2016년 512억 루블, 2017년 413억 루블을 투자할 예정이며 그
외 220억 루블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임. 투자의 대부분은 수출신용기관의 보증을 받은 대출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Hanhikivi 프로젝트의 투자수익은 3,380억 루블(52억 달러)로 예상되며, 러시아 중앙은행이
산정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Atomenergoprom社가 발행한 액면가 주식으로 지급될 예정임.
■■한편 Rusatom Overseas社는 Hanhikivi 프로젝트에 참여할 하도공급기업과 계약을 체결함.
•R o s at o m 社 의 자 회 사 인 R u s at o m O ve r s e a s 社 는 지 난 1 2 월 말 T it a n - 2 社 ,
Atomenergoamash社, Gidropress社와 하도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함.
•계약에 따라 Titan-2社는 부지정지작업과 원전부지건설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Atomenergomash社는 증기 공급 시스템 등을 포함한 주요 설비 설치와 시운전 감독,
Gidropress社는 원자로 기본 설계를 담당할 예정임.
(World Nuclear News, 2015.1.19; 2015.1.21)

중동

■■사우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실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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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2032년까지 17GW 규모의 원전과 4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사우디의 2032년 전력 수요는 120GW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Abu-Dhabi市에서 개최된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KA-CARE(King Abdullah City for
Nuclear and Renewable Energy)는 원자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완료 시기를 본래
계획했던 2023년보다 8년 연기된 2040년으로 수정했다고 밝힘.
※ KA-CARE는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 프로젝트 제안 및
추진과 함께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성 폐기물 관련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업무를 함.

•KA-CARE는 프로젝트 지연 원인과 신규 발전소 가동 일정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발전소
건설 기술 부족과 원전에서 사용할 용수 부족, 관료주의적 행정시스템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됨.
•한편 사우디 정부는 원전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통해 국내 원유 사용 비중을 감축함으로써
원유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WNA; Reuters, 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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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사우디 정부는 원전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8년 정도 지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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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중국, 2015년에 신규 원전 5기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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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자력협회(Chinese Nuclear Society) Shen Lixin 사무총장은 올해 중국이 총 5GW
규모의 원자로 5기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중국은 22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26기를 건설 중임.

•착공 예정인 원전은 랴오닝성의 홍얀헤 원전 5, 6호기, 산둥성 시다오베이 실증로, 푸젠성 푸칭
원전 5, 6호기임.
<2015년 착공 예정 원전>
원전

지역

노형

용량 (MW)

착공(예정)

완공(예정)

홍얀헤 5호기

랴오닝

Hualong 1 or ACPR1000 or AP1000

1,150

2015

2019.11

홍얀헤 6호기

랴오닝

Hualong 1 or ACPR1000 or AP1000

1,150

2015

2020.8

푸칭 5호기

푸젠

Hualong 1

1,150

2015

2018 이후

푸칭 6호기

푸젠

Hualong 1

1,150

2015

2018 이후

시다오베이 실증로

산둥

HTR-PM

-

2015

-

자료: WNA

•후쿠시마 사고 후 중국 정부는 가동 및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신규 원전 건설 승인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이미 승인을 받고 2011년에
착공 예정이던 원자로 4기와 시다오베이 고온가스냉각로(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HTR-PM)의 실증로 착공도 연기하였음.
•그러나 이후 정부는 신규 원전 인허가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설비용량 규모를 약 3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IEA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 총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함.

■■향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의 중심이 될 전망임. 아시아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는 45기로,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는 2030년까지 추가로 142기가
건설될 것이라고 추산함.
(Bloomberg,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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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원자력 개발에 착수한 지 60년을 맞은 1월 15일, 시진핑 주석은 원자력이 첨단 기술 전략
사업으로 국가 안보의 초석이라고 밝히며 안전성을 염두에 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용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힘.
•국무원은 2020년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약 세 배에 달하는 58G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 중인 원전과 가동 중인 원전의 총 수가 약 50기에
달해야 한다고 덧붙임.
•국무원이 2014년 11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소비 제한선을 설정하고
친환경 전력원의 비중을 높일 계획임.
•원전 인허가에서 가동까지 약 6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계는 2015년에 원전
인·허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함.
■■중국 국무원(The State Council)의 원전 3기에 대한 건설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신규 원전 인허가를
중단하고 중국 내 모든 건설 중인 원전과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인허가를 재개하고 원자력
활용을 확대할 계획임. 이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중국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2015년에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됨.
(Global Times, 20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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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CSC 협약에 서명
■■1월 16일, 일본이 비엔나에서 원자력 사고 손해 배상의 규칙을 정한 「원자력손해배상에관한보충
배상협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이하 CSC)」에
서명함에 따라 CSC가 4월 15일 발효될 예정임.
•1997년, 미국의 주도 하에 IAEA 회원국들은 기존의 원자력 책임 협약 가입 및 자국 내 원자력
시설 보유 유무에 상관없이 CSC 준수를 채택하였으나 아직 협약 발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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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임.
•CSC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5개국 이상이 CSC를 비준해야 하며, 이 국가들의 원전 설비
용량의 합이 최소한 400GWt 이상이어야 함. 17개 국가가 서명을 했으나 CSC를 비준한 국가는
미국,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모로코, UAE에 불과하며, 총 설비용량도 400GWt에 미치지 못함.
※ UAE는 2014년 7월 7일 CSC를 비준하였음.

•일본의 가입으로 CSC가 발효되면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서유럽 중심의 파리 협약과 IAEA가
후원하는 비엔나 협약과 더불어 유효한 원자력 손해 배상 협약 체제로서 가동될 예정임.
※ 국제적으로 원전 보유국은 제3자에 의한 원전 사고 발생 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에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간 책임과 배상 기준을 담은 IAEA의 비엔나협약 및 OECD의 파리 협약 등의
국제 협약에 가입하도록 장려되고 있음.

•또한 일본은 국제 원자력손해배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동북아 원전 보유 국가에 대한 CSC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임.

<CSC협약의 주요 내용>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충배상협약(CSC)
· 채택일: 1997년 9월 12일
· 발효일: 2015년 4월 15일(예정)
· 체약국: 6개국(미국, 루마니아, 모로코, 아르헨티나, UAE, 미국) (캐나다 가입의사 표명)

주요
내용

· 총 27개 조항의 본문과 11개 조항의 부속서로 구성
· 비엔나 협약의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
· 원전 미보유 국가도 가입하여 자국 해상 및 영토 내 타 국적의 선박 또는 시설의 원자력 사고 시에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원자력 시설 운영자의 배상 책임 한도는 최소 3억 SDR, 체약국들 간의 공공 기금 개념을 도입함.
· 미국이 2008년 가입한 후 협약 발효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일본과 캐나다의 가입 선언으로 원전 보유 태평양
주변 국가인 한국, 중국, 대만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큰 협약임.
· 3단계 공공 기금 운영 체제
- 1단계: 원자력 시설 운영자는 최소 3억 SDR의 보험 또는 재정 장치 구축
- 2단계: 정부가 모든 원자력 시설 운영자의 최소3억 SDR 재정 준비를 담보함.
- 3단계: 위 배상액 초과로 사고지 정부 요청 시 체약국들이 공공 기금 지원
공공 기금 = 원전 열출력 비중(90%) + UN 분담금 비율(10%)

(Bloomberg, 2015.1.16)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법 개정안 초안 발표
■■1월 15일, 카자흐스탄 하원은 기존 원자력에너지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원자력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음.
•카자흐스탄은 15년 전 수립된 기존 원자력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 원자력 규제시스템 간소화,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성 요건 개선, 안전 조치 최적화, 이행 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
•同 법안은 ① 방사선 위험 설비 카테고리 확립 ② 원자력 관련 보안 담당 인력 인증 ③
원자력·방사선·원자력 보안 검사 ④ 법제화에 사용되는 원자력 용어 및 개념 국제적 관례에 따라
수정 ⑤ 방사선 피폭 위험 관련 직장보험 제공 등의 조항을 담고 있음.
•또한 同 법안은 원전 건설 및 인허가,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폐로 관련 의사결정 절차서에 대한
규제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同 법안은 추가 협의를 위해 하원의 실무진(working group)으로 이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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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유일의 Aktau 원전이 1999년 6월 폐쇄됨에 따라 현재 카자흐스탄의 보유 원전은
없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는 동남부 Balkash Lake 인근에 1,500MW급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임.
(World Nuclear News,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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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社, 폐로 담당 부서 분사 논의
■■일본원자력발전社(Japan Atomic Power Company, JAP)는 폐로 사업부를 분사하여 기업을 두
개의 사업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JAP社는 비상장 법인으로,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의 전력사가 대주주임.

•JAP社는 현재 일본에서 유일하게 PWR 원자로와 BWR 원자로를 모두 보유한 전력사로, 도카이
2호기, 쓰루가 1, 2호기 등 원전 3기를 보유 중임. 그러나 모든 보유 원전의 가동은 중단되었음.
•쓰루가 1호기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쓰루가 2호기도 원전 바로 아래 활성단층이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두 원전의 폐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JAP社는 쓰루가 원전의 폐로 비용을 1호기는 약 360억 엔, 2호기는 약 630억 엔으로 추산함.

•그동안 JAP社는 5개 전력사로부터 연간 1,000억 엔(8억 5,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경영을
유지해왔음. 그러나 원전 재가동이 요원해짐에 따라 자금을 지원해온 전력사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대주주인 도쿄전력도 폐로 사업부 분사 계획을 승인했으며, 2대 주주인 간사이전력도 동의할
것으로 전망됨.

<5개 전력사의 JAP社 지원>

일본원전(JAP)
쓰루가원전 1호기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2014년에는
판매 실적이 없음.

노후화로 폐로
가능성이 높음

쓰루가원전 2호기
도호쿠전력

호쿠리쿠전력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연간
1,000억엔 이상을 지불함.
4개 전력사의 채무보증액도
1,000억 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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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카이 제2 원전
규제위가 심사 중

■■한편, 일본 산업부는 10개의 주요 전력사가 전력 판매를 독점하던 기존의 전력 시장 구조를
재편해 소규모 전력 이용자도 전력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2016년에 소매 전력
시장을 전면 자유화할 계획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원전사들은 이로 인해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일부에서는 안전 설비 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해당 지자체의 반대와 지진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대 2/3의 원전이 가동에 돌입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Reuters, 2015.1.16)

■일본,
■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3월부터 임시 저장소에 반입 예정
■■일본 환경부는 3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및 주변 지역 제염작업을 위해 3월부터 오염토 및 기타
핵폐기물을 후타바 마을과 오쿠마 마을 임시 저장소에 반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피한 15만 명의 인근 지역 거주자들 가운데 72,800명은 후타바 마을에 거주 중임. 원전 인근
지역인 후타바 마을은 대부분의 전력을 후쿠시마 원전에서 공급받았으며, 원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도 매우 높았음.

•2014년 8월, 사토 유헤이 당시 후쿠시마현 지사는 후타바 마을과 오쿠마 마을의 경계지역에
중간저장소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정부의 계획을 승인하였음.
•12월 호쿠마 마을 지자체가 폐기물 반입에 동의하였고, 1월 13일 이자와 시로 후타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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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도 폐기물 반입에 동의한다고 밝힘.
•1월 1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의 제염작업을 위해 필요한 임시 저장소 건설비용 758억
엔(6억 4,500만 달러)을 할당하였음. 同 금액에는 건설비용 707억 엔(6억 100만 달러)과
연구비용 7억 엔(600만 달러)가 포함됨.
•정부는 최대 30년간 오염토와 폐기물을 임시저장소에 저장한 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이송할 계획임.
(World Nuclear News, 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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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계, 원전 폐로비용 과소평가에 대한 비판 제기
■■독일의 E.ON社의 기업 분할 발표로 향후 발생할 원전폐로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지난 12월 E.ON社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부문을 분리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E.ON社는 재생에너지 부문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E.ON社의 발표 이후 독일 내에서는 E.ON社가 향후 발생할 폐로비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분할을 결정했다는 비난여론과 함께 이로 인해 폐로자금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함.
※ 독일은 원전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폐로비용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ON社는 분할 설립하는 기업에
360억 유로 규모의 폐로비용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원전의 폐로비용이 증가할 경우 분할된 기업이
증가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폐로비용을 충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독일의 폐로비용 확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이 추정한 폐로비용이 과소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
•지난해 11월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는 ‘2015 세계 에너지
전망’을 통해 향후 25년 간 1,000억 달러 규모의 폐로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각국의
원자력규제기관과 원전 운영사가 폐로자금을 별도로 확보할 것을 촉구함.
•그러나 전문가들은 IEA의 폐로비용 추정치가 핵폐기물 처분과 장기 저장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과소평가되었다고 비판하며, 폐로 작업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며 국가별,
원자로 유형별 폐로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IEA 추정치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함.
•이와 함께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확보하거나 추정한 폐로비용 역시
실제 비용보다 낮게 추정되었다고 주장함.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폐로 비용을 3억~4억 달러/1기, 프랑스는 총 320억~370억 달러, 영국은
1,100억 파운드1,670억 달러), 일본은 300억 달러/48기, 러시아는 5억~10억 달러/1기로 추정하고 있음.

•Marco Baroni, IEA 분석가는 1,000억 달러의 폐로비용은 정확한 수치가 아닌 예시일 뿐이며
부지의 향후 이용 계획, 폐로 시점의 원자로의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밝힘.
(EurActiv, 2014.11.14; Financial Times, 2014.11.12; Reuters, 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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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1기당 폐로비용은 원자로의 종류와 규모, 위치, 처분시설과의 근접성과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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