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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Vogtle 원전 가동 연기 우려
• 미국 Michigan 州, 원전 폐쇄 예정 지역에 120만 달러 제공
• 미국 TerraPower, Wyoming 州에 원전 건설 추진
• 캐나다 General Fusion, 영국에 핵융합실증발전소 건설계획 발표

유럽

21

• 핀란드 TVO, 원전 백업설비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도입 계약 체결
• 벨라루스, Ostrovets 1호기 상업운전 개시
• 러시아 TVEL, 4세대 납냉각고속로 건설공사 본격 착수
• 러시아, Kola II 원전 2028년 착공 계획 발표
• Rosatom, SMR, 수소, 풍력 등 저탄소에너지 분야로 사업 확장

아시아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 개시

27

•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현에 원전 해체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 설립 추진
• 일본 간사이지역, 하절기 원전 가동 시 공급예비율 개선 예정
• 일본 시코쿠전력, 11월 상업운전 개시를 포함한 이카타 3호기의 가동 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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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에너지 수요 전망 1)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연구팀 강병욱 연구위원 (byunguk.kang@keei.re.kr)

1. 서론
■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 현상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에너지 소비 변동성이 확대

2016년과 2018년의 폭염, 2017~2018년과 2020~2021년 겨울의 한파는 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를 큰 폭으로 증가시킴.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산 활동이 대폭 위축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으로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에너지 소비가 대폭 감소함.
■ 에너지 소비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에너지 소비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2021년

에너지 수요가 어떠할지에 대한 전망이 필요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발표되고 있어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 변화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 등으로 올해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 변화도
분석이 필요함.
■ 본고에서는 2020년 에너지 소비 동향을 살펴보고 2021년 전망에 대해 논의함.

2장에서는 에너지원별, 소비 부문별로 2020년 에너지 소비 증감 요인을 분석함.
3장에서는 에너지원별, 소비 부문별로 2021년 에너지 수요를 전망함.
4장에서는 올해 여름이 2018년만큼 더운 경우를 가정한 폭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
경우 전기 수요가 어떠할지를 분석함.
1) 본고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1년 상반기「KEEI 에너지수요전망」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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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에너지 소비 동향
■ 2020년 총(일차)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4.0% 감소한 290.8백만 toe를 기록

총에너지 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과 서비스 부문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송 부문의 통행량이 줄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함.
- 2019년에는 경기 둔화로 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이 정체된 가운데, 석유화학 설비의 유지
보수 증가 및 기온효과 등으로 총에너지 소비가 1.5% 감소함.
- 당초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에는 에너지 소비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2년 연속 감소함.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총에너지 소비는 2017년 300백만 toe를
돌파하였으나 2019~2020년 2년 연속 감소하면서 4년 만에 다시 300백만 toe 미만으로
떨어짐.
- 에너지원별로는 원자력과 신재생·기타가 발전 설비증설 효과로 각각 9.8%, 4.0% 증가하고
가스도 발전용을 중심으로 1.1% 증가했으나, 석탄과 석유는 각각 12.4%, 5.8% 감소함.
<경제성장률, 생산지수, 총에너지 소비 변화 추이>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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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차이

■ 원자력, 가스, 신재생의 소비 증가에도 불구 석탄과 석유가 대폭 감소하며 총에너지 소비 감소를

주도
석탄 소비는 발전, 산업, 건물 부문 등 모든 부문에서 빠르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12.4%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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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부문에서는 전기 소비 감소와 더불어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연초와 연말에 일부 석탄 발전기의 가동 중지 및 발전출력 제한 등이 실시되어 석탄
소비가 16.6% 감소함.
- 산업 부문에서는 제철용 소비가 수요산업 침체로 인한 조강 생산 감소로 3.3% 감소하고,
시멘트 클링커 소성용 소비가 건설 경기 하락으로 14.7%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석탄
소비가 4.7% 감소함.

석유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이동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송 부문에서 대폭
감소하였고, 석유화학 원료용 납사 소비의 급감으로 산업 부문에서도 감소하여 전년 대비
5.8% 감소함.
- 수송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이동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여 도로와 항공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전년 대비 각각 5.6%, 48.2% 감소하였고, 수송 부문 전체로도
9.6% 감소함.
- 산업 부문에서는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컬 대산 NCC 공장 폭발
사고와 LG화학 여수 공장 화재 사고 등으로 설비 가동이 중단되며 납사 소비가 전년
대비 7.6%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 부문 전체 석유 소비도 4.1% 감소함.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 및 에너지원별 기여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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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소비는 지역난방용과 도시가스제조용 소비의 감소에도 불구, 발전용이 양호
하게 증가하고 산업용 직도입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1.1% 증가함.
- 건물 부문 도시가스 소비는 코로나-19로 재택시간이 늘어나며 가정 부문에서는 증가하였
으나 서비스업 경기가 악화되며 상업 부문에서 감소하여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산업
부문 도시가스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활동 둔화로 8.4%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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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부문 천연가스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전기 소비 감소에도 불구, 석탄 발전 감소의
상당 부분을 가스 발전이 대체하여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고, 지역난방용 소비는 6.5%
감소함.

원자력 발전은 전년 하반기의 대규모 신규 발전기 진입과 설비 이용률 상승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고, 신재생 ․ 기타 에너지 소비는 정부의 신재생 발전 설비 보급 정책
등에 힘입어 4.0% 증가함.
- 1.4GW의 대용량 발전기인 신고리4호기가 2019년 8월에 신규 가동되어 2020년 원자력
발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2019년 70% 중반에 머물렀던 설비 이용률도 70% 후반
까지 상승하여 원자력 발전량이 증가함.
-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용량(연말 기준)은 전년 대비 각각
38.7%, 8.2%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 발전량도 9.4% 증가함.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 및 부문별 기여도 추이>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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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건물은 가정, 상업, 공공기타의 합계

한편, 전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가 급감하고 전반적인 제조업 생산활동이
둔화되어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함.
- 산업 부문 전기 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 산업 생산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최근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1차금속의 소비 감소가 가속화되고 석유화학의 소비도
빠르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4.0% 감소함.
- 건물 부문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상업 부문과 가정 부문에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며,
상업 부문 전기 소비는 2.2% 감소한 반면 가정 부문 소비는 5.1%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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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최종 소비는 건물 부문에서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산업과 수송 부문에서 감소하여

4.0% 감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둔화로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 활
동이 부진하여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가 전년 대비 3.8% 감소함.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본격화된 4~6월에는 수출이 각각 25.6%, 23.7%, 10.9%
감소하였고 연간으로도 5.0% 감소하였음.
- 주요 업종별 경기를 살펴보면 반도체 생산지수는 여전히 22.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
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지수가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종인
석유정제, 기초화학, 1차금속의 생산지수가 각각 6.3%, 6.0%, 6.3% 하락함.
- 이에 따라 조립금속의 에너지 소비는 0.1% 감소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석유화학과
1차금속의 소비는 각각 4.1% 감소함.
- 특히, 단일 에너지 상품으로는 소비 비중이 가장 큰 납사와 원료탄이 각각 7.6%, 3.3%
감소하여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 감소를 주도함.
<수송 하위 부문별 소비 증감 추이>
전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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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하위 부문별 그래프는 전년 대비 차이

수송 부문에서는 해운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기저효과로 증가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국제이동 수요 급감 등으로 도로와 항공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가파
르게 감소함.
- 도로 부문에서는 연초 유가 급락에 따른 가격 효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며 에너지 소비가 5.6% 감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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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부문에서는 4~5월부터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
됨에 따라 해외여행 등 국제 이동 수요가 빠르게 줄어 에너지 소비가 48.2% 급감함.
- 반면, IMO 2020 등의 영향으로 해운 부문에서는 2019년에 에너지 소비가 17.1% 감소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020년에는 12.3% 반등함.

건물 부문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정 부문과 상업 부문에서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
나며 효과가 상쇄된 가운데, 연말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도일이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가
0.5% 증가함.
- 상업 부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 ․ 소매, 음식 ․ 숙박, 공연 ․ 예술 ․ 스포츠 등
에서 전반적인 생산 활동이 감소하여 에너지 소비가 2.2% 감소함.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서비스업 중 에너지 소비 집약도가
가장 높은 음식숙박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음식숙박업의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18.5% 하락하였음.
- 반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상황에서 연말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도일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여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는 2.7%
증가함.

3. 2021년 에너지 수요 전망 2)
■ 2019~2020년 2년 연속 감소한 총에너지 소비는 2021년에는 4.2% 증가로 전환될 전망

총에너지 소비가 2019년 산업 생산 둔화 및 기온 효과 등으로 감소한데 이어 2020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에너지밸런스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
하였음.
-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1983년 에너지밸런스 작성을 시작한 이후 2018년까지 총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로 우리 경제가 큰 폭으로 역성장한 1998년이 유일했음.

2021년에는 2년 연속 총에너지 소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백신 접종 확대로
우리 경제 및 사회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총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행에서 지난 2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6%, 3.4% 증가하며 연간으로는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본고 내용의 전망 시점은 2021년 4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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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에너지 기준 에너지원별 수요는 원자력, 석유, 가스, 신재생 ․ 기타 수요가 각각 7.0%,
6.0%, 4.5%, 12.1% 증가하는 반면, 석탄은 0.5% 감소할 전망임.
<경제성장률, 총에너지 및 최종소비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전년 대비, %

6.0

3.0
경제성장률
0.0

총에너지
최종 소비

- 3.0

-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2021e

에너지원단위(toe/백만 원)는 최근 에너지 소비 감소와 함께 빠르게 개선되었는데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1년에는 소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에는 GDP가 2.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에너지 소비가 1.5% 감소하면서 에너지
원단위가 3.4% 개선(하락)되었으며, 2020년에는 GDP는 1.0% 감소에 그쳤으나 총에너지
소비가 훨씬 큰 폭으로 감소(-4.0%)하면서 원단위가 3.1% 개선되었음.
- 2021년에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에너지원단위가 1.2% 상승하며 소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원단위 및 원단위 개선율 추이>
toe/백만원

전년대비, %

0.195

6.0

0.180

4.0

0.165

2.0

0.150

0.0

에너지원단위

0.135

개선율

-2.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2021e

주: 에너지원단위는 총에너지소비/GDP로 계산되며 단위는 toe/백만 원임. 개선율은 에너지원단위 증가율에 “-1”을 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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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석유 수요는 산업 부문에서 납사와 LPG 등 원료용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송 부문
에서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이동수요가 회복되며 양호하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6%
정도 증가할 전망임.
- 산업 부문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이 확대되며 세계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고, 지난해 NCC 공장의 사고로 인한 장기간 휴업의 여파가 해소되며 7% 정도 증가
할 전망임.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수송 부문 수요는 2021년 들어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국내외 이동 수요가 회복되며 5% 정도 증가할 전망임.

석탄 수요는 제철용을 중심으로 한 최종 소비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소비의 감소로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제철용 원료탄 수요는 중국의 철강 생산 감소 및 미국의 반덤핑관세 하락 등 대외적 요인과
자동차 및 선박업 생산 증가 등 대내적 요인으로 국내 철강 생산량이 증가하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발전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석탄발전 상한 제한 확대로 석탄 수요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 유연탄 발전 설비의 진입으로 최근의 급감세는 큰 폭
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원자력 발전은 설비이용률 상승과 신규 발전기 진입으로 인한 설비용량 증가로 7% 정도
증가할 전망임.
- 2020년에는 태풍으로 일부 발전기의 비계획정지가 발생하여 3분기 원전 이용률이 60%
대에 머물렀는데,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1년에는 원전이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됨.
- 또한, 1.4GW 규모의 신한울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취득해 2021년 7월에
신규 진입한다면 원자력 발전량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천연가스 수요는 발전 부문 수요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도시가스제조용 수요도 반등하여
전년 대비 4% 중반으로 증가할 전망임.
- 발전 부문 가스 수요는 기저 발전량이 원자력을 중심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4% 중반으로 증가할 전망임.
- 도시가스제조용 수요는 도시가스 수요가 연초의 한파와 하반기 코로나-19 사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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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비 증가율과 소비 부문별 기여도>
%, %p

6.0

4.0
상업(%p)
2.0

가정(%p)
산업(%p)

0.0

총전기(%)
- 2.0

- 4.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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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2019

2020p

2021e

전기 수요는 기온효과와 코로나-19 사태 완화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 부문 전기 수요는 2년 연속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하반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산
활동 회복, 소비 비중이 높은 조립금속에서의 기온효과 등으로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업 부문에서도 2년 연속된 전기 소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기온효과 등으로 전기
소비가 2% 정도 증가할 전망임.
- 가정 부문에서는 전년의 소비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 연초 한파로 인한 난방
수요 증가와 여름철 냉방도일 증가 등 기온효과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전기 소비가
3% 정도 증가할 전망임.
<2020년과 2021년 최종 소비 에너지원별/부문별 수요 증감량과 증가율>
백만 toe

전년 대비, %

10

8.0

5

4.0

백만 toe

12.0

5

6.0

0

0.0

- 4.0

2020p 증가율- 5

- 6.0

- 8.0

- 10

2021e 증감량
0

전년 대비, %

10

0.0

2020p 증감량
2021e 증가율

-5

- 10
석탄

석유

가스

전기

열∙기타

- 12.0
산업

수송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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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소비 부문 에너지 수요는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며 4.4% 증가할 전망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철강업과 석유
화학 같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설비 증설 및 설비가동률 상승도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5% 정도 증가할 전망임.
-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빠르게 확대되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약화되고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여 생산활동이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에서는 2021년 대규모 설비 증설이 계획되어있는데, 2월 여천 NCC의 에틸렌
생산 설비(연산 34만 톤)가 신규 가동을 시작하였고, LG화학(연산 에틸렌 80만 톤, 상반기),
GS칼텍스(연산 에틸렌 70만 톤, 상반기), 한화토탈(연산 에틸렌 15만 톤, 상반기), 현대
케미컬(연산 에틸렌 85만 톤, 8월)등의 신규 설비도 가동 예정임.
- 철강업에서는 사고 및 개보수 작업으로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포스코 광양1·3고로가
다시 가동되고, 석유화학에서도 폭발 및 화재 사고로 가동 중지되었던 설비들(롯데케미컬
대산 NCC, LG화학 여수공장)이 재가동되며 설비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수송 부문 수요는 전년의 급감(-9.4%)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반기를 중심으로 이동 수요가
회복되어 에너지 수요가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겠으나 국내외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하반기에 들어서며 여행 및 이동 수요가 제한적으로 회복되면서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로는 도로 부문 수요가 다소 빠르게 회복되는 반면, 항공 부문 수요는 각국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국경 통행 재개가 지연되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건물 부문에서는 연초 한파 및 냉방도일 증가 등의 기온효과와 코로나-19 사태 완화로
인한 상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 정도 증가할 전망임.
- 2021년 초 한파의 영향으로 건물 부문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1월의 에너지 소비가
13.4% 증가하였고, 냉방도일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할 것으로 전제되어 여름철 에너지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며 서비스업 경기가 회복되고 상업 부문 에너지 소비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됨. 반면, 재택시간 증가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던 가정 부문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 완화가 에너지 소비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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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염 시나리오와 전기 수요
■ 만약 올 여름에도 2018년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경우, 전기 수요 증가율은 기준 수요에 비해

0.7%p 상승
2016년과 2018년의 폭염 이후 매년 여름이 가까워지면 폭염과 그로 인한 전기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
- 2016년 여름에는 이상 폭염으로 냉방도일이 전년 대비 87.2% 급증했고, 폭염이 집중된
8월에는 전체 전기 소비가 5.9%, 가정 부문 소비는 12.4% 증가했음.
- 2018년 폭염은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으로 기록되었는데, 냉방도일이 전년
대비 57.5% 증가하였고 2016년에 비해서도 35.6%나 증가하였음. 또한 이로 인해 8월의
전기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9.2% 증가하였고, 기온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가정 부문
소비는 23.4% 급증하였음.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70%에 달하는 것
으로 분석됨.
- 연초에 발표한 기상청의 “2021년 여름 기후전망”(기상청 2021.2)에 따르면 6~8월 기온은 평년
기온(23.3~23.9°C)보다 높을 확률이 50% 정도이며, 최근 발표한 “3개월 전망(2021년 5월
~7월)” (기상청 2021.4)에 따르면 7월 기온이 평년(24.0~25.2°C)보다 높을 확률이 70%에
달함.
<최근 냉방도일 추이 및 시나리오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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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1년 냉방도일 중 하단은 과거 10년 평균 기온을 가정한 경우의 냉방도일(기준시나리오)이며 전체는 2018년과 동일한 냉방도일을
가정한 경우로 본 폭염 시나리오의 냉방도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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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나리오에서 2021년의 냉방도일을 2018년과 같은 수준(209도일)으로 가정할 경우,
냉방도일은 전년 대비 125.9% 증가함.
-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과거 10년의 일평균 기온을 전망 기간에 대해 전제하고 이로부터
냉방도일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냉방도일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함.

폭염 시나리오에서는 전기 수요 증가율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0.7%p 높은 4.0%로 전망
되며, 부문별로는 가정 부문에서 폭염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가정 부문 전기 수요는 연간으로 5.5% 증가하고 여름철이 포함된 3분기에는 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연간으로 2.3%p, 3분기 기준으로 8.0%p
높은 것임.
- 냉방도일이 125.9%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가정 부문 전기 수요 증가율(9.3%)이 다소 낮아
보이는데, 이는 전년의 가정 부문 전기 소비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증가(5.1%)하였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임.
- 상업 부문 전기 수요는 연간으로 3.0%, 3분기에는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증가율이 연간으로는 0.9%p, 3분기에는 3.6%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 부문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전기 수요 증가 폭이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
수요 증가율이 기준 수요 대비 0.2%p 상승하는데 그칠 전망임.

5. 결론
■ 본고에서는 2020년 에너지 소비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에너지 수요 전망에

대해 논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과 서비스 부문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송 부문의 통행량이 줄어 총에너지와 에너지 최종소비가 각각 4.0%
감소함.
- 에너지 소비가 2019년 산업 생산 둔화 및 기온 효과 등으로 감소한데 이어 2020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에너지밸런스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음.

그러나 2021년에는 2년 연속 에너지 소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백신 접종
확대로 우리 경제 및 사회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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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4.2% 정도, 에너지 최종소비는 4.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올 여름 2018년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폭염 시나리오의 경우, 전기 수요
증가율이 기준 수요에 비해 0.7%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폭염 시나리오에서 2021년의 냉방도일을 2018년과 같은 수준(209도일)으로 가정할 경우,
냉방도일은 전년 대비 125.9% 증가함.
- 이 경우, 전기 수요 증가율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0.7%p 높은 4.0%로 전망되며, 부문별
로는 가정 부문에서 폭염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참고문헌

∙ 「KEEI 에너지수요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05.
∙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1.02.
∙ 「2021년 여름 기후전망」, 기상청, 2021.02.
∙ 「3개월 전망(2021년 5~7월)」, 기상청,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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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

북미

◉

North America

미국, Vogtle 원전 가동 연기 우려
2021.06.08. Augusta Chronicle. WSJ. 2021.06.17. Associated Press. 2021.06.21. NRC.

■ 미국 Vogtle 원전 건설현장을 실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Vogtle 3호기 상업운전은 2022년

여름에 가능하며, 건설 지연으로 건설비용이 20억 달러 가량 증가할 전망임.
전문가들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Georgia 州 Vogtle 3 ․ 4호기 건설 현장을 실사
하였으며, 실사 결과를 Georgia 州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보고함.
Vogtle 3호기의 공정률은 98%로, 2021년 1월 고온기능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4월
25일로 연기됨.
- 고온기능시험은 45일에 걸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70일로 연장됨.

전문가들은 Vogtle 원전 건설 현장은 계통이 모두 완성된 후 테스트를 하지 않고 부품
별로 테스트를 거친 후 다시 계통 전체의 테스트를 하여 건설 효율이 낮다고 지적함.
■ 건설사 Georgia Power는 Vogtle 3호기의 상업운전시기를 2021년 11월로 설정하였으나,

2021년 3월 19일 원전의 보강공사가 필요해져 Vogtle 3호기의 상업운전을 1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함.
Georgia Power는 2021년 5월 18일 고온기능 시험 중 원자로 압력용기 진동 발생으로
고온기능시험을 중단하였고, Vogtle 3호기의 상업운전을 2022년 1분기로 연기한다고
발표함.
이에 미국 NRC는 2021년 6월 21일 Vogtle 원전의 보강공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 조
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NRC는 Vogtle 3호기의 전선 레이스웨이(Raceway)에 대해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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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웨이란 전선을 열, 습기, 부식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도관임.
■ 한편, Georgia Power는 6월 17일 Georgia 州 정부에 원전 건설비 충당을 위해 2022년 전력

요금을 2억 3,500만 달러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함.
Georgia 州는 오는 11월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며, 전력요금 인상 요청이 승인될 경우
일반 가정은 월 4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Georgia Power의 전력 사용자 260만 명은 이미 전기요금을 통해 원전 건설비용으로 35억
달러를 지불함.

2013년 건설이 시작된 Vogtle 3·4호기는 각각 2016년과 2017년 가동 예정이었으나
가동은 2022년으로 연기되었고, 140억 달러였던 건설비용은 250억 달러로 불어남.

◉

미국 Michigan 州, 원전 폐쇄 예정 지역에 120만 달러 제공
EDA. 2021.06.17. 2021.06.18. Michigan Live.

■ Michigan 州의 Palisades 원전은 2022년 가동 중단 예정으로, 원전 폐쇄로 인한 지역 경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Palisades 원전은 1971년 가동을 시작한 800MW급 PWR 노형으로 2016년에는 원전이
위치한 Van Buren County 전체 세수의 7%에 해당하는 990만 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함.3)
- Palisades 원전은 600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연료교체 시기에는 1,000여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함.
- 2015년 기준 Palisades 원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65,483달러로, Van Buren County의
평균 연간 임금인 41,860달러를 크게 상회함.
■ 이에, Michigan 州와 미 상무부 경제개발국(EDA)은 원전 폐쇄가 예정된 지역이 경제 회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120만 달러를 제공함.
재정지원은 Van Buren County의 지역 개발 기구(regional planning organization)인
Southwest Michigan Planning Commission에 제공됨.
- 지역 개발 기구는 지역의 교통, 환경, 경제개발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함.

3) Michigan Live. 8 reasons why closing Palisades nuclear plant matters.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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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달러 중 96만 달러는 EDA가 제공하며, 나머지 금액은 Michigan 州 재무국과 주택
개발국 및 Consumer Energy Foundation이 조달함.
- Consumer Energy Foundation은 유틸리티 Consumer Energy가 설립한 재단으로, 14만
달러를 제공함.
■ Michigan 州의 Palisades 원전 지역 지원 사업은 미 상무부 EDA와 Michigan 州의 원전 폐쇄

지역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됨.
미 상무부 EDA는 원전 영구정지로 인해 일자리 및 세수 감소 등의 타격을 입은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Assistance to Nuclear Closure Communities을 도입하였으며,
2020회계연도에 1,5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함.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한 Michigan 州는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후발전소 폐쇄에 따른 세수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한 지역사회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러한 지원 프로
그램을 Energy Transition Impact Project라 명명함.

◉

미국 TerraPower, Wyoming 州에 원전 건설 추진
2021.06.03. Reuters.Power Magazine.

■ 미국 TerraPower는 Wyoming 州 주도인 Cheyenne에서 소듐냉각고속로 Natrium의 실증로

건설 계획을 발표함.
TerraPower는 유틸리티 Rock Mountain Power의 폐쇄가 예정된 화력발전소 부지 네 곳
중 한곳에 원자로를 건설할 예정이며, 부지는 연말에 결정할 예정임.
- TerraPower는 2023년까지 건설허가 취득을 목표로 함.

발표 현장에는 TerraPower의 공동 창립자 Bill Gates, Wyoming 주지사, 에너지부 장관
등이 참석함.
■ Natrium은 TerraPower가 GE Hitachi Nuclear Energy와 공동 개발한 345MW급 소듐냉각

고속로로, 용융염 에너지 저장 장치를 탑재해 최대 5시간 30분 동안 출력을 500MW까지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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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고속냉각로의 특징으로는 핵연료의 재사용, 사용후핵연료의 폐기물량 및 관리기간
축소, 재순환을 통한 연료 활용성의 획기적 향상 등이 있음.4)
- 또한 냉각재와 구조재의 양립성이 우수하여 장기간 운전 측면에서 높은 신뢰도를 가짐.5)
■ TerraPower는 2020년 10월 미 에너지부의 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에 선정되어 8,0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음.
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2027년까지 가동이 가능한 실증로를 건설
하게 됨.

◉

캐나다 General Fusion, 영국에 핵융합실증발전소 건설계획 발표
Uk Atomic Energy Authority 2021.06.17., Nucnet 2021.06.18.

■ 2021년 6월 17일 캐나다 핵융합 기업 General Fusion은 영국 원자력청 산하의 Culham 핵융합

에너지센터에 핵융합실증발전소를 건설·운영할 예정임.
General Fusion에 따르면, 핵융합실증발전소는 2022년 건설 착수, 2025년 상업운전
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총 개발 비용은 약 4억 달러임.
- General Fusion은 핵융합실증발전소 완공 후 영국 원자력청과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General Fusion은 핵융합실증발전소를 통해 자사의 자화표적핵융합(Magnetized Target
Fusion, MTF) 기술을 시연하고 이후 상용 시범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 MTF 방식은 액체 금속구에 수소 플라즈마를 주입해 이를 고압·압축하여 핵융합을 유도
하는 기술임. 이는 JET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서 사용되는 토카막(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 자기장을 이용하는 도넛형 장치)과 상이함.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하여 EU,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가 핵융합실험로를 공동으로 건설 및 운영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2010년부터 프랑스 Cadarache
지역에 건설되고 있으며 203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Culham 핵융합에너지센터는 EU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럽공동핵융합장치(Joint
European Torus, JET)를 가동 중임.
4)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종합정보시스템 - 원자력시스템/액체금속고속로 재료. 2016.04.18.
5) 이정익, 국내 및 해외의 소형 원자로(Small & Micro nuclear reactor) 개발 동향.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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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임. 1983년 최초로 플라즈마를 생성
하였고 1997년 16MW의 핵융합에너지를 생산하면서 핵융합 상용화의 가능성을 열었음.
■ 영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2040년까지 상업용 핵융합로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General Fusion의 신규 발전소가 자국의 핵융합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영국 정부는 구형 토카막(Spherical Tokamak for Energy Production, STEP) 설계 프로
젝트를 추진 중이며 2019년 2억 2천만 파운드 투입을 발표함. STEP은 2024년 설계를 완료
하고, 2040년 완공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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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

유럽

◉

Europe

핀란드 TVO, 원전 백업설비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도입 계약 체결
World Nuclear News, Energy Storage news, Hitachi ABB Power 2021.06.16.

■ 2021년 6월 16일 핀란드 전력사 TVO는 Hitachi ABB Power Grids(이하 Hitachi ABB)와

Olkiluoto 3호기의 비상전원으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90MW) 도입 계약을 체결함.
※ 일본 히타치는 스위스 엔지니어링 기업인 ABB가 분사한 송배전 업체를 인수해 2020년 Hitachi ABB를 설립함.
Hitachi ABB는 세계 90개국에 3만6천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600MW 이상 규모의 배터리 저장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음.6)

양측은 Hitachi ABB의 e-mesh ™ PowerStore ™ 에너지 저장방안과 지능형 디지털
e-mesh ™ SCADA 에너지 관리장치, 변전소 확장, 유지 보수 지원 제공에 대해 합의함.
이 장치는 Olkiluoto 3호기가 갑작스럽게 발전 정지될 경우, 전력망에서 이를 대체할
발전기가 가동되기 전까지 백업전력으로 사용되어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지원함.
- TVO는 2020년 12월 Olkiluoto 2호기(890MW, BWR)가 냉각수 정화 시스템의 결함으로
9일간 발전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며, 유사시에도 해당 장치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자사와 지역 전력망에 미칠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TVO가 건설 중인 Olkiluoto 3호기는 2021년 10월에 전력망 연결, 2022년 2월 상업운
전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22년에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도 가동될 예정임.
- Olkiluoto 3호기는 2038년까지 운영되는 Olkiluoto 1·2호기를 대체하여 핀란드 전력
수요의 약 14%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6) 2020년 10월 아사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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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Ostrovets 1호기 상업운전 개시
World Nuclear News 2021.06.10., Nucnet 2021.06.11.,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21.06.15.

■ 2021년 6월 10일 Rosatom은 2013년 착공한 벨라루스 Ostrovets 1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를

발표함.
1호기는 2020년 8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금년 6월 2일 벨라루스 응급상황부는
Ostrovets 1호기 운영허가를 발급함.
Rosatom의 엔니지어링 자회사인 Atomstroyexport은 Ostrovets 1호기의 운영권을 원전
소유자인 Belarusian 원전측에 정식 이전함.
- 2012년 벨라루스는 Rosatom의 자회사인 Atomstroyexport와 Ostrovets 지역에 3세대+
원자로 2기를 건설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함.
- 프로젝트 총괄 및 계약을 담당하는 Atomstroyexport는 성능보전운전 기간(2년) 동안
Ostrovets 1호기의 가동·정비 작업을 담당할 예정임.

Ostrovets 1·2호기 건설 비용은 약 90억 유로로 추정되고 있으며, 두 호기는 완공 시 벨라
루스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0%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인근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해당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Ostrovets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2020년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가 원전 건설에 관해 자국과 협의하지 않아, 월경성(Crossborder) 환경영향평가(EIA)협약인 Espoo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벨라루스 원전은 리투아니아 주요 도시에서 100km 이내에 위치해 있음.
※ Espoo 협약은 국경간의 환경훼손이 예상되는 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명시함.

EC는 벨라루스가 ‘EU의 Ostrovets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피어 리뷰 보고서(2018)’에
제시된 안전성 권고안을 전부 해결하지 않고 Ostrovets 1호기를 상업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발표함.
- 2018년 유럽원자력안전규제그룹(Ensreg)은 해당 보고서에서 Ostrovets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서가 EU 기준을 충족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부지 복원력, 정전 및 방열판
(heat sink) 손실 대응, 중대한 사고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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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Ensreg는 벨라루스의 Ostrovets 원전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국가 실행계획서
(2019)를 검토한 후, 벨라루스가 안전성 개선 권고안을 일부 이행하는데 진전을 보였다고
결론을 내림.
- Ostrovets 원전에 대한 피어 리뷰 1단계가 완료되었으며, 2단계는 올해 말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대해 Rosatom은 해당 원전의 설계가 국제 표준에 부합되고 EU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

했다고 밝히며 안전성 문제를 반박함.

◉

러시아 TVEL, 4세대 납냉각고속로 건설공사 본격 착수
Nucnet, World Nuclear News 2021.06.08.,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21.06.10.

■ 2021년 6월 8일 러시아 핵연료 제조업체 TVEL은 자회사인 시베리아화학단지(Siberian

Chemical Combine, SCC) 부지에 최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실시하며 4세대 납냉각고속로인
BREST-OD-300 건설에 착수함.
BREST-OD-300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목표로 하는 Proryv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시범실증전력단지(ODEK)의 일환임.
- ODEK은 고속로용 우라늄-플루토늄 질화물 연료 제조 시설, BREST-OD-300 납냉각
고속로를 가동하는 원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로 구성됨.

지난 2월 지난 2월 러시아연방 환경·기술·원자력감독청은 해당 원전 건설을 승인함.
BREST-OD-300의 기초 공사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원자로는 2026년에
가동될 예정임.
- 고속로용 핵연료제조시설은 2023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임.
■ Rosatom 자회사인 TVEL은 역사상 처음으로 납냉각고속로를 장착한 원전과 순환핵연료주기

시설이 동일 부지에서 건설된다고 밝힘.
Rosatom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재활용할 수 있어 방사성
폐기물의 양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전망함.
Rosatom은 2030~2040년에 고속로와 사용후핵연료재처리시설을 수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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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Kola II 원전 2028년 착공 계획 발표
Rosenergoatom 2021.06.18., World Nuclear News 2021.06.21.

■ 2021년 6월 18일 러시아 Kola 원전측은 Rosatom이 600MW 규모의 VVER 2기로 구성된

Kola II 원전을 2028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Kola 원전측에 따르면 Kola II 원전은 2028년 착공, 1호기 2034년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Kola 원전(각 440MW, PWR 4기)은 카렐리야 공화국 북부 지역과 콜라 반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Kola 1·2호기는 1970년대 중반, 3·4호기는 1980년대 중반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음.
Kola 1~4호기는 각각 2033년, 2034년, 2029년, 2039년까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음.
※ 2015년 러시아 원전의 절반은 장기 가동을 위해 설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초기 설계수명(약
30년)을 넘어 추가 15년 계속운전이 시행됨.

1990년대 말 Kola II 프로젝트 추진이 결정되었지만 즉각 실행되지는 않았음. 그 사이에
부지 선정과 예비조사는 진행되었음.
Rosatom은 Kola II 원전이 Kola 1·2호기를 대체해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러시아 Kola 원전 운영 및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인허가 만료 예정 년도

Kola 1

PWR/V-230

440

12/1973

2033

Kola 2

PWR/V-320

440

2/1975

2034

Kola 3

PWR/V-213

440

12/1984

2029

Kola 4

PWR/V-213

440

12/1984

2039

Kola II-1

PWR/V-498

600

-

-

Kola II-2

PWR/V-498

600

-

-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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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atom, SMR, 수소, 풍력 등 저탄소에너지 분야로 사업 확장
Financial Times 2021.06.20., Rosatom 2021.06.21.

■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Rosatom은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에 발맞춰 SMR, 풍력, 수소

생산 등 저탄소에너지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Rosatom은 쇄빙선·부유식 원전 및 지상형 원전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SMR인
RITM-200의 해외 수출에 주력하고 있음.
- 2019년 9월 Rosatom은 사하공화국(The Republic of Sakha)과 RITM-200 기반의 지상형
SMR 건설을 위한 협력협정 체결한 이후, 2020년 1월부터 SMR 발전소 부지 작업을 진행
중임.
- 2020년 Rosatom은 아프리카 에너지 포럼에서 RITM-200 원자로를 소개하며, RITM-200
원자로의 비용 효율성, 소형 크기, 안전성을 홍보함.
- 현재 SMR 기반의 최초 부유식 원전인 Akademik Lomonosov를 가동 중인 Rosatom은
전력망 건설이 어려운 지역과 소규모 국가에 수출용으로 RITM 원자로 기반의 차세대
부유식 원전을 개발 중임.

Rosatom은 2018년부터 진행해온 저탄소 수소 생산, 저장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기반
으로 현재 대규모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
- 2019년 9월, Rosatom과 러시아철도청(RZD), Transmashholding(기관차 및 철도 장비
제조업체), 사할린 주정부는 수소연료전지 장착 열차 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Rosatom은 이 프로젝트에서 수소 연료, 연료전지, 주요 부품 공급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같은 해 9월 Rosatom과 일본 경제통상산업성 산하 천연자원·에너지청은 2020~2021년
수소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수소 수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행을 합의함.
- 2021년 4월 Rosatom, 러시아 극동 및 북극 개발부, 사할린 정부는 사할린 내 수소 클러
스터의 조성·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함.
- 2021년 6월 Rosatom 자회사인 Rusatom Overseas는 러시아 철광업체 Metalloinvest,
프랑스 산업용 가스공급업체 Air Liquide와 공동으로 저탄소 수소 생산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2018년 NovaWind JSC를 설립해 풍력에너지 시장에 진출한 Rosatom은 최근 3개의 풍력
발전단지를 운영함.
- Rosatom은 2017년 9월에 풍력발전 단지 설계, 건설, 전력 엔지니어링, 가동, 마케팅 등을
담당할 NovaWind JSC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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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aWind JSC는 2020년 Adygea(150MW, 아디게야 공화국), 2021년 Kochubeevsk
aya(210MW, 남서부 스타브로폴 지방) 및 Karmalinovskaya(60MW, 남서부 스타브로폴
지방) 풍력발전단지를 가동함. 향후 2024년까지 총 1.2GW의 풍력발전 설비를 구축할
예정임.
■ Rosaom은 2030년까지 매출이 5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40%가

신규 사업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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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Asia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 개시
산케이비즈 2021.06.08., 06.18., 일본경제신문 2021.06.07.

■ 6월 7일 원자력규제위원회와 도쿄전력은 2023년 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도쿄전력은 방류 절차와 필요 설비의 설계를 정리한 실시 계획과
관련해 6가지 논점을 규제위에 제시함.
도쿄전력이 제시한 논점은 ① 해수로 희석하기 전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농도 측정, ② 희석
설비 설계, ③ 희석 후 농도 측정, ④ 문제 발생 시 대응, ⑤ 취수·방수 방법, ⑥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책이었음.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정화하여 해양 방류하기 전 방사성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측정에
약 2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힘. 방류 가능한 농도로 확인되면 해수로 희석해 방류하며, 설비
고장 시에 대비한 방출 긴급 정지용 차단 밸브 설치도 고려 중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쿄전력이 실시 계획을 작성한 후 규제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본 정부는 실시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IAEA에 확인받을 예정임.
■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원전 약 1km 앞바다까지 해저에 배관을 설치하여 오염수를

방류하는 안과 원전 부근 연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안을 검토 중임.
일본경제신문은 후쿠시마 일부 주민들의 경우 사람들의 눈에 덜 띈다는 이유로 해저 방류를
선호한다고 보도함. 신문은 연안 방류의 배관 설치 기간이 해저 방류보다 더 소요되고 해저
방류가 해류 영향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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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본 환경성도 6월 18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전후 해역 감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해수 이외에 어류·해초와 같은 해양 생물도 방사성물질 측정 대상
으로 삼기 위한 검토를 진행함.
환경성은 해당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물질 측정
대상, 장소, 빈도 등을 결정한 후 오염수 해양 방류 1년 전부터 해역 모니터링을 시작할
예정임.

◉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현에 원전 해체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 설립 추진
일본경제신문 2021.06.15.

■ 6월 15일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일본 원전 관련 기업과 공동 출자하여 후쿠시

마현에 원전 해체 설비 생산 기업을 2025년경 설립할 예정임.
현재 도쿄전력은 원전 해체 설비를 후쿠시마현 외 지역의 기업에서 조달 중임. 새로운
회사는 이를 대체하여 제염이 필요한 폐기물을 파쇄하는 장비 제조와 해체 기술 연구
개발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또한, 사용후핵연료 보관 시설 정비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녹아내린 핵연료 반출·보관 업무도 담당할 예정임.
새로운 회사는 후쿠시마현 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도 기업의 최신 기기 제조
기술을 이전받을 계획임. 더불어 도쿄전력 이외에 간사이전력 등 원전 영구 정지를 결정한
일본 대형 전력회사의 원전 해체 설비 수주도 목표로 함.
공동 출자 기업 대상으로는 도시바·히타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총 투자액은
약 5,000억 엔(약 5조 원)이라고 신문은 전함.

◉

일본 간사이지역, 하절기 원전 가동 시 공급예비율 개선 예정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2021.06.11., 요미우리신문 2021.05.21., 05.24.,
간사이전력 2021.06.04., 일본경제신문 2021.06.09.

■ 간사이지역의 송배전 사업자인 ‘간사이전력 송배전(주)’는 2021년 7월 말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3호기(1,180MW, PWR)와 미하마 3호기(826MW, PWR)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2021년 8월
공급예비율이 기존 정부 발표보다 1%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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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5월 26일 2021년도 여름 10년에 1번 빈도로 발생하는 폭염에 대한 최대 전력
수요 발생 시 간사이지역의 8월 공급예비율이 3.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함.
간사이전력 송배전(주)는 정부가 전력 수급 전망을 위해 수치를 집계할 당시 오이 3호
기와 미하마 3호기의 가동 여부가 불확실해 미반영되었다고 밝힘.
- 오이원전 3호기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정기 검사를 시작했으며, 초음파 시험에서 원자로
냉각수가 지나가는 배관 등에 흠집이 발견되어 배관 교체 공사를 시작함. 오이원전 측은
2021년 6월 6일 공사를 완료하고 7월 30일부터 상업 운전할 예정임.
- 미하마 3호기는 40년 이상 가동한 원전으로 현재 가동을 위한 마지막 검사인 사용 전 검사
중임. 6월 23일 원자로 기동해 6월 29일 시운전 시작, 7월 27일 종합부하성능검사가 예정
되어 있으며 7월 27일 사용 전 검사 합격과 동시에 상업 운전 개시를 목표로 함.

◉

일본 시코쿠전력, 11월 상업운전 개시를 포함한 이카타 3호기의 가동 일정 발표
아사히신문 2021.06.17., 전기신문 2021.06.17.

■ 6월 16일 일본 시코쿠전력은 자사가 유일하게 운영 중인 이카타 3호기(890MW, PWR)의 향후

가동 일정을 발표함.
후쿠시마 사고 후 도입된 신규제 기준에 따른 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후 2016년 9월 7일
상업 운전을 다시 시작한 이카타 3호기는 현재 정기 검사를 겸하여 테러 발생에 대비한
공사를 진행 중임. 해당 공사는 90% 정도 진행되었으며 10월 5일 완료될 예정임.
시코쿠전력은 이카타 3호기에 대해 9월 18일∼9월 21일 연료집합체 장전, 10월 12일 원자로
기동, 10월 17일 발전 시작, 11월 12일 정기 검사 종료 및 상업 운전 재개를 목표로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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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4기 원자로는 완공 시 연간 376억 kWh의 전력 발전이 가능하며, 중국의 화석연료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연간 3,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됨.
Tianwan 원전은 중국 Jiangsu 성에 위치해 있으며, 1~4호기의 노형은 러시아의 가압
수로 VVER-1000이며, 5,6호기는 중국의 ACPR1000 노형임.
- 7,8호기는 각각 2026년과 2027년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임.

중국 Liaoning 성에 위치한 Xudapu 원전 1,2호기는 중국의 CAP1000 노형으로, 이번에
건설되는 3,4호기는 각각 2027년과 2028년 완공될 예정임.
러시아 Rosatom이 4기 원자로의 핵심 장비 및 핵연료를 공급할 예정임.

- !파키스탄은 Chasma 5호기로 중국의 ACP1000 원자로 건설을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