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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0 1:-,

1. 제 목

원자력 경제성분석 연구

I I. 연구의 ‘북척 및 중요성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 이는 전력이 타에너지에 비하여 사용에 있어서 편리함이 있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원으로서의 전력의 역할이 증대하여 전력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 13%에서 1980년에 21%, 1990년에 28%

로 점차 증가하여 왔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환경오염부문인 발전부문에 대한 환

경측면에서의 명가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을 고려한 발전원간의 경제성명가 빛 전원구성율

도출하여 원자력의 위상을 규명함으로써 발전부문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

리척인 의사결정에 도울을 주고자 한다.

III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발전부문과 환경오염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부문의 경제성명가률 수행하는 데에 중점울 두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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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력과 환경과의 관계률 체계척으로 분석하였으며 전혁부문에 있어서

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외 요인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의 증가요인을 분석하

였다.

- 환경비용의 평가를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율

비교‘분석하였다. 석탄화력발천의 환경오염불질(비용화가 가능한)로

는 502와 NOx률 고려하였요며 502에 대하여는 FGD률. NOx에 대하여

는 5CR을 각각 환경오염방지설비로 선택하여 그 건설·운영비률 산

정하였다. 원자력발전의 환경오염불질로는 저춘위 방사성혜기물， 사

용후핵연료， 원자로폐지 등을 고려하였다.

- 선형계획법에 의한 전원개발모형을 개발하여 기존의 천원개발계획에

서 다루기 곤란하던 환경규제를 반영한 전원구성을 도출하였다.

- 4 -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가. 환경영향과 정책수단 및 제약요인 동의 유기적 관계률 고력한 전력정

책의 의사결정구조를 개발하여 다읍과 같이 제사하였다.

} 의사결정주혜 및 관련기관

황책결황뿔최환 |
목표(의사결정 기준) I =사염회|복쥐요지〈동1

-~ 에너지부문 분석 | 경제부문 분석

자깃원해명가 정정켜제저체l정잭
: 훌 졸，자료 구AI-조- 료

y 환경영향 분석 뉴-

-보환청커청여황하

조정 에너지/경제/환경 조정

상관관계 분석

수상준관별관/계정책분수석단

~ -까r τ;rt 정잭수단 뉴---

-지(거미((세개에구시시계너별수경경경국지준제제제가/천수추겸)력준준채「)문)
-직접규제 수단

상관관계
-경제적 수단‘--~

분석
-정보제공 및 자문

반영

제약요인 분석

정책수단 설정

정책수행

철 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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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원멸 환경비용 분석

- 우리나라의 주요발전원인 원자력과 석탄화력에 대한 환경비용을 분석

하였다.

(1) 석탄화력발전의 주요 환경오염물질언 SOx와 NOx에 대한 방지설비로

FGD와 SCR을 각각 고려하였는 바 이를 설비의 건설·운영비를 부착대상

발전소의 발천량과 관련시켜 비용화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IkWh)

자 iL녕一L 비 운전 유지비 합 계

구분

기준안 상 한 기준안 상 한 기준안 AJ 한

FGD 1. 96 2.93 1. 84 2.58 3.80 5.51

SCR O. 72 3.19 3.91

합계 2.68 3.65 5.03 5. 77 7. 71 9.42

(2) 원자력발전의 환경비용으로는 저준위폐기불쳐분비， 사용후핵연료쳐분

벼， 발전소폐지비용을고려하였으며 그 산출결과는 다읍과 같다.

연간 비용(백만원) 발천단위당 비용(원IkWh)

구

기준안 상한 기준안 상한

저준위 폐기물 456 623 0.074 0.101
처분비

사용후 핵연료 8, 564 12 , 202 1.387 1.976
처분비

원자력 발전소 700 1, 328 0.113 0.215
폐지비

합 계 9, 720 14 , 153 1. 574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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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과 유연한화력의 총발천단가 및 환경비용율 요약· 비교하면 다

읍과 같다.

(단위 : 원 IkWh)

원자력 유연탄화력

비용항북

기준안 상한 기준안 상한

저준위혜기불처분비 0.07 0.10 -

사용후핵연료처분비 1. 39 1. 98 - -

펴l 지 비 0.11 0.21 - -

FGD 설치/운영비 3.80 5.51

SCR 설치/운영비 - 3.91 3.91

환경비용합계 1. 57 2.29 7.71 9.42

(5.4%) (7.6%) (22.0%) (25.6%}

총발전단가

(환경비용포함) 29.25 29.97 35.05 36. 76

참고) 촬호안의 숫자는 총발전단가에 대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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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천원깨발계획용 선형계획모형을 개발하여 C02배출큐제하의 전원구성율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2006
구 1990

기준안 시나리오 1 사나리오2

발천셜바 원자력 7, 616 23 , 229 23 , 229 27.229
(MWe) 석 탄 3, 700 17 , 443 13 , 291 12 , 098

석 * 4, 815 1, 731 2, 731 1, 731
LNG 2, 550 9, 528 12 , 680 10 , 872

-까r 력 2, 340 5.800 5, 800 5, 800

합 계 21 , 021 57 , 731 57 , 731 57 , 730

발전량 원자력 52 , 637 150 , 753 150 , 753 176.087
(GWh) 석 탄 20 , 104 114 , 753 61 , 982 78 , 609

석 * 19.482 10 , 246 11 , 153 10 , 085
LNG 9 , 708 13 , 763 65 , 618 24 , 726

-ιι「 력 3, 331 3, 669 3, 650 3.650

합 계 105, 262 293 , 184 293.156 293 , 156

주) 시나러오1 : 2000년 이후 C02배출량 동결

시나리오2 : 2000년 아후 C02배출량 통결 + 신규원자력푸입제한 완화

총발천에서 석탄화력발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우라나라는 발천부문

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강화될 환경규제

하에서의 석탄화력발전의 환경비용율 평가한 결과 발천단가의 약 22 ‘ 26%

를 정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지구 온난화문제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문제률

검토해 본 결과 국내의 경우 현행의 전력수요성장 천망하에서는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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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율 현재 배출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은 불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상항은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선행기간을 감안할 때 1990년 후반까지도

거의 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2000 1견 이후에야 원자력 및 LNG화력발전

의 확대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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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L Project Ti tIe

Economic Analysi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 t is well-known that the demand for electrici ty increases in

parallel with improv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because the

electricity is one of the most convenient energy forms. As a result ,

the percentage of energy used for electricity generation out of total

energy consumption has increased over time. This ‘ tendency has

prevailed allover the world and , in Korea , the percentage has grown

up from 13% in 1970 to 28% in 1990 , and this figure is expected to

grow even higher in the future.

Under the circumstances of gr‘ owing international concerns about

the environmental impacts , electricity has a special place in estab

lishing strategies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 because it is quite

likely that many of the key issues related to 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can be resolved within the context of decisions on

electricity supply and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ol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of growing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impact and to help decision-making in electricity

sector.

In this study , efforts are made to estimate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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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cost of major‘ power opt ions by i ncorporat i ng add it i ona1

cost for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nd to suggest an

optimal plant mix in this cas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Systematic analysis of the interaction between electricity and

environment is performed. The trend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environmental pollutant emission in the electricity sector are

analyzed. The incremental factor analysis of C02 which is a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is also performed.

- Power generation cost of coal-fired power plant(CPP) and nuclear

power plant(NPP) incorporating environmental cost are estimated and

compared. It is assumed in the case of CPP that the environmental

cost includes installation cost of FGD and 5CR facilities to reduce

502 and NOx ,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 in the case of NPP ,

disposal cost of low level radioacti ve waste and spent fuel , and

decommissioning cost are included in the environmental cost.

- A model for electric system expansion planning is developed

using a linear programming model and through this model , optimal plant

mixes meeting appropriate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several

scenario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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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 A decision-making process of incorporating environmental and health

related impacts into a framework of dynamic interaction between

energy sector and economic sector as well as policy level and

instruments is developed and proposed as follows.

Decision-Makers
-Government. Utilities.
International Institu~
tions , etc.

-Environmental Protec
Effi댄

--i
”m

빠
싫·m
b
s

F
」---

%

양

Fr
Au

"'1 ciency. ~ocial Welta
etc.

r~ IEnergy Sector A떼ysis\ IEconomic Sector Analysis너 -

내e떼r않l l:'ι뻐，빠Ion 샤Economic'p‘이’1덩t
-Demand &Su탠ly Structure -Economic Structure
-Technical Alternatives &Data -Economic Data

녁Environmental Sector Analysis

I -Health &E빼。빼

Energy/Economy/Environment

Adjustment Correlation Analysis Adjustment

Po1icy Leve1/PolicylyInstruments
Correlation Analysis

{ Policy Level Policy Instruments •-

J(MM(l야려 L’때 -Direct RengIuIat。ry
World Economy) Correlation Instruments

-Macro Level ‘--~ -Economic
~atio~al ~conomy) Analysis Instruments

-Micro Level -Information & Con-
(Energy/Electricity) sultation Approach

•

Constraints

Policy Determination

Policy Implementation

Criteria & Ob
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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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vironmental cost analysis

Environmental costs of NPP and CPP , two major power options in

Korea , are estimated.

(1) The cost of construction and O~M of CPP including the cost
for FGD and SCR faci I i ties to reduce 50 2, and NOx which are a major
source of envi ronmental impacts are estimated. The resul ts are as
follows.

(unit: Won/kWh)

Construction o & M total
items

re f. alt ref alt ref alt

FGD 1. 96 2.93 1. 84 2.58 3.80 5.51

SCR O. 72 3.19 3.91

Total 2.68 3.65 5.03 5. 77 7.71 9.42

(2) Environmental costs for NPP are composed of low level

waste(LLW) disposal cost , spent fuel(5/F) disposal cost , and

decommissioning co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Annual cost(mil. Won) Generation cost(Won/kWh)
Cost items

Reference Alternative Reference Alternative

LLW 456 623 0.07 0.10
disposal

S/F 8.564 12 , 202 L39 1. 98
disposal /

NPP 700 1, 328 0.11 0.21
decommission

Total 9, 720 14.153 L 57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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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tal generation costs and environmental costs for NPP and CPP are

summarized as follows.

(unit: Won/kWh)

Nuclear Power Coal Power

Cost items

Reference Alternative Reference Al ternati ve

LLW disposal 0.07 0.10 - -

S/F disposal 1. 39 1. 98

Decommission 0.11 0.21 - -

FGD 3.80 5.51

SCR 3.91 3.91

Total environ- 1. 57 2.29 7. 71 9.42

mental cost (5.4%) (7.6%) (22.0%) (25.6%)

Total Gener. cost

(including 29.25 29.97 35.05 36. 76

environ. cost)

Notes) Values in parenthesis represent ratios to the total generation

cost.

4. Through a linear‘ programming model , plant mixes for each sce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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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up according to different C02 regul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2006
items 1990

reference scenario 1 scenario 2

Nuclear 7, 616 23 , 229 23 , 229 27 , 229

Coal 3. 700 17 , 443 13.291 12.098
Capacity Oi 1 4.815 1, 731 2. 731 1.731

(MWe) LNG 2.550 9, 528 12.680 10.872
Hydr。 2.340 5, 800 5, 800 5, 800

Total 21.021 57 , 731 57 , 731 57 , 730

Nuclear 52 , 637 150 , 753 150 , 753 176 , 087

Coal 20 , 104 114 , 753 61 , 982 78.609

Generation Oi 1 19.482 10 , 246 11 , 153 10 , 085

(GWh) LNG 9. 708 13. 763 65 , 618 24 , 726
Hydr。 3, 331 3, 669 3, 650 3.650

Total 105 , 262 293 , 184 293.156 293.156

reference

scenario 1

scenario 2

No r‘egulation for C02 emission

No C02 emission increase after 2000
All the assumptions are same as scenario 1 but higher

nuclear growth rate.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analyz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production and use of electricity. Based on the analysis , it is

tried to evaluate economic competitiveness of major power generation

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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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Korea heavi ly depends on coal-fired power generation , the

environmental impact from electricity sector has appeared very large.

Under the expected circumstances of even more stringent future

environmental regulation , estimated environmental cost of Boryoung

Uni ts 3 & 4 , scheduled to operate commercially in 1993 and 1994 ,

respectively , showed to occupy 22"'26" out of estimated total power

generation cost.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future volume of C02 emission ,

under the current prediction of future increase in electricity demand

it is rather impossible to hold the volume at current level ,

Since it is quite unrealistic to adjust short-term electric system

expansion planning due to the long lead time of power plant

construction , the policies on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impact by

electrici ty sector , which probably imply to expand LNG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instead of coal , would be effective only after yea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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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1 장 서 츠료
"--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에도 계숙되리라 전망된다. 전력이 l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버중은 1970년

에 13%에서 1980\건에 21% , 1990년 28"로 점차 증가하였는바 이눈 에너지로

서 천력의 역할이 점차 중대하고 있음을 악미한다.

천력은 일상생활의 면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천력생산과정에서 환경공해

물질울 방출하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의 기초가 되눈 경제성분석에서 환경비

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올바른 의사결정을 도출하지 못한다. 환경

오염은 일종의 외부비경체 (externality)로써 시장에 의한 합리척 자원배분

융 기대할 수 없는 시장실돼의 영역에 숙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척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러나라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정책파 ’ 70년대 두 차혜의 석유파동율

경험하면서 에너지의 질보파는 안정적 공급에 역첩율 두어 왔기 때문에 환

경보호측면은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 80년대 이후에 국민소륙

의 향상과 이에 따른 국민복지 향상에의 욕구분출에 의해 환경에 대한 관심

이 척극척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과거에는 환경문제가 국가적 차

원에서 인식되었지반 산성비，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퉁과 같은 환경영향

이 범세계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세계척인 관심사가 되었다.

발천부문과 관련된 주요 환경오염물질은 COz.SOz.NOx퉁이며 COz는 지구

용난화룹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제척인 규제의 용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S02와 NOx는 환경·보건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각국에서 자발척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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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방안으로는 에너지효율제고， 환경오염방지설비부착， 연료

대체， 산업구조개편(비에너지집약척 산업으로)퉁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효과척인 것은 연료천환과 환경오염방지설비의 부착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서 천력생산은 석탄화력과 원자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숙될 것으로 천망된다. 석탄화력발전의 주요 환경오염원으로서는

천력생산충 발생하는 C02 , sax . NOx둥이 있으며 원자력발전의 주요 환경오

염원으로는 방사성폐기물을 지청힐 수 있다 C02 에 대한 배출방자기술은 아

직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sax. 와 NOx에 대하여는 약 90%를 감소시

킬 수 있는 환경오염방지셜비가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02 배출방지 방안으로 연효대채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였

으며‘ SOx ， NOx 의 배출방지방안으로는 배기가스처리기술인 FGD와 SCR율 환

경방지설비로 각각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발전부문과 환경오염과의 관계률 분석하고 이륨 토대로 발전

부문의 경쩌1성평가룰 수행하는 더I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절에서는 천력과 환경과의 관계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력부

문에 있어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빛 천망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구

온난화의 요인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의 증가요인율 분석하였다.

제 2절에서는 환경비용의 명가를 충심으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천

의 경제성율 비교·분석하였다. 석탄화력발전의 환경오염불질(비용화가 가능

한)로는 S02와 NOx률 고려하였으며 S02 에 대하어는 FGD률， NOx 에 대하여는

SCR율 각각 환경오염방지설비로 선택하여 그 설치 ·운영비률 산정하였다. 원

자력발전의 환경오염불질로는 저춘위 방사성펴l 기불， 사용후핵연료，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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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동을 고려하였다.

제 3절에서는 선형계획법에 의한 전원개발모형을 개발하여 기폰의 천원

개발계획에서 다루기 곤란하던 환경큐제를 반영한 천원구성율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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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 1철 전력과 환경

1. 세계의 에너지 및 전력의 추이

가. 에너지의 현황 및 추이

효프 료료
1...-

세계의 1차 에너지 소벼량은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에 따라 1960 년대

이 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비록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oil

shock) 이후 수년 동안은 소비증가율이 다소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천

체적으로는 계숙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척 증가 추세에도 뿔구하고 지역척으로는 큰 차이률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일반척으로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

륙히 OECD 국가플， 그러고 소련 및 동유렵 국가들의 경우에 크게 증가한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척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은 반전되어 오히려 OECD

국가률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세계의 명균 증가율을 밑도는 반면 개발도

상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50년대 이래로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이 그동안 주요 상업용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을 대체해 왔는데 그 충에서도 천연가스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1970년대 초 이래로 에너지 소비 형태의 가장 큰 변화는 개발

도상국에서는 석유 및 석탄의 소비가 증가펀 반면 소련 빛 통유럽에서는 천

연가스의 소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세계의 l차 에너지 소비중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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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가 차지하는 비윷은 과거에 비해 약간 줄어률기는 하였으나 여천히 90%

(비 상업용 바어오매스 연료 제외)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표 2.1-1은 1960

년과 1989년의 세계의 l차 에너지 소비량충 각각의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

율율 나타내고 있다.

표 2.1-1 세계의 1차 에너지 구성 비율

에너지원 1960 1989

석. 탄 47% 28%

석 7。r 34% 39%

천연가스 13% 21%

수 력 6% 7%

원자력 0% 6%

총 사용량 2.930 MTOE 8 , 013 MIOE

자료) Enerdata , British Petroleum

이러한 1차 에너지 소비 추이와 관련하여， 륙히 1970년대 아래로 단위

경제활동당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되는 에너지집약도(energy

intensity)는 과거에 비하여 에너지소비 기술의 향상과 고부가가치산업의

발달로 인해 점차 감소하여 왔다. 비록 국가간 산업의 선진화 정도에 따라

에너지집약도의 크기는 커다란 차야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세계척

인 추세이다. 표 2.1-2는 1960년과 1987년의 지역별 에너지집약도를 비교

한 것이다.

세계가 화석연료인 석유， 천연가스， 석탄 동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화석에너지 자원률은 그 매장량에 한겨}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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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자원틀의 소비 증가율은 관심의 대상일 수 밖에 없었다. 얼마나 정확

히 추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화석에너지의 매장량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있는 화석에너지 매장량은 가격수

준， 매장량 확인기술의 발전， 지정학척 조건 및 기타 요인틀에 의해 변하고

있다.

표 2.1-2 셰계의 지역별 에너지 집약도

(단위 : PJ/US $80)

연도 OEeD 소련 및 동유럽 개발도상국 전 세계

1960 21. 6 64.9 40.8 28.4

1987 16.6 50.‘ 7 31. 2 23.8

주) 소련 및 동유럽은 쿠바， 몽고， 베트남 포함

자료) World Energy Council

일반적으로 화석에너지 자원플의 매장량 생산비율(매장량을 현재의 규

모로 생산할 경우 채취가능 연수)을 볼 때 석유와 천연가스가 자까운 장래

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표 2.1-3을 보면 총 소비량은 증가했

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매장량의 증가로 인해 매장량 생산비율은 과거 20년

통안에 오히 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3 세계의 에너지 자원 매장량

확인 매장량 매장량 생산비융
구 (l 09 TOE) (연수)

1970 1989 1970 1989

석 단 723 230

석 % 74 141 31 44

천연가스 34 106 41 56

자료) British Petrol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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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매장량에 대한 추정이 불확실성율 내포하고 었읍율 보여

주며 화석에너지의 채취가능 연수는 우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킬 것이라는 바률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화석에너지 중 석유와

천연가스는 향후 50년 청도가 지나면 매장량이 고갈상태에 이룰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석탄은

향후 100년 이상 동안 예상되는 수요률 충분히 만촉시킬만한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화석에너지 자원들은 지역적으로 연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는 충동지역에， 천연가스는 소련에， 그리고 석탄은 중국 및 미국

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런 지역률의 애너지 및 경체 상황을 다른 지역과 다

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 천력의 현황 및 추이

세계의 에너지소비량 중에서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비율은 1990년 현재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융은 앞으로도 계숙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는 세계의 천력소비량이 총에너지소비량 보다 계속해서 빠르

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4는 1990년 세계 각국의 총에너지 사

용량충 천력생산에 사용된 비율울 나타내고 있다.

표 2.1-4 세계의 총 에너지소비량중 전혁생산에 사용현 비옳

(단위: %)

연도 GEeD 소련 및 동유럽 기타 전세계

1990 37.8 27.8 24.2 31. 3

주) 소련 및 동유럽온 쿠바， 몽고， 베트남 포함

자료) Energy ,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10 , 1991.6. ,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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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 1988년에 OECD 국가들이 생산한 전력량은 세계 전력생산량의 60"

이상율 차지했다， 또한 표 2.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8년 OECD 국가률의

1언당 전력 생산량은 명균 7, 740 kWh로써 소련 및 동유럽의 4, 500 kWh와 그

밖의 지역의 590 kWh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가틀의 전력 소비 증가율은 세계 I영균 충가율율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5 세계의 1 인당 전력 생산량

(단위 : kWh)

연도 OECD 소련 및 동유럽 기타

1988 7, 740 4.500 590

세계의 천력 의존도는 지역에 따라 커다란 차이률 나타내고 있다. 예률

틀어 1 인당 천력 사용량은 일본 및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미국， 카나다， 그

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6 세계의 전력 집약도

(단위 : Wh/US $80)

연도 OECD 소련 및 동유럽 개발도상국 전 세계

1960 472 1.039 296 493

1987 659 1, 384 668 745

년간증가옳 1. 25 1. 07 3.06 1. 54

주) 소련 및 동유럽은 쿠바， 몽고， 베트남 포함

자료 ) IAEA, UN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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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2.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위 경제활동당 소비되는 찬력량으

로 정의되는 세계의 지역별 전력 집약도(electricity intensity)는 1960년

대 초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이는 앞서 셜명한 바와 같이 전력의

소비가 다른 에너지 형태의 소비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뚜렷이 나타앉다.

전력의 공급측면에서 볼 때， 표 2.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 현재

세계 각국의 발전원별 전력생산비율은 화석연료 64.48%. 수력 18.57%. 원자

력 16.61%. 기타 0.3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수

력 그러고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증가 추세흘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화석 에너지가 아직도 세계의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표 2.1-7 세계의 발천원별 천력생산 비율 (1 990 )

(단위: %)

구 화석연료 수력 원자력 기타

DEeD 58.07 17.66 23.93 0.33

소련 및 통유럽 77.50 11.09 11. 41 0.00

기타 68.54 26.84 4.03 0.59

전세계 64.48 18.57 16.61 0.33

주) 동톡은 소련 및 동유럽에 포함

자료)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10. 1991.6.. IAEA

2. 지구의 환경문제

인구의 증가 및 경제의 벌천으로 인한 에너지와 소비량이 늘어감에 따

라 야로 인한 지구의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문제가 근래에 틀어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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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들은 인류의 건강에

가시척이며 만성척인 혜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위협성율 수반하는 오

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미래에 커다란 재앙의 가

농성 마저 던져주고 있다.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지속척인 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인류의 경제활동 및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

경문제률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되지 않으며 따라서 에너지

사용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밝혀지

지 않은 부분이 많다. 현채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틀은 표 2.1-8과 같다.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은 지구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세계가 직변하고 있는 지구환경의 문제는 지구의

기후변화(온난화) .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대기오염， 오존충 파괴， 수립따

과， 산성버， 생물종류의 감소， 해양오염， 방사농 피해동을 틀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의 현상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

과거 100년통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0.3 - 0.6°C 정도 높아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C02 , CH4. 03 , NzO , 프레온 풍의 소위 옴실효과 유발가스들이 대기 중에서

일으키는 온실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오존충 파꾀

대기중의 오존충은 태양 광선충 자외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오존총이 CFCs , Halon 둥 오존충 파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급격

히 파괴되어 왔는데， 오존충이 파괴되면 피부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뿐 아니

라 인체의 면역체계률 손상사커고 육지 농작불 빛 해양 생태계에 큰 피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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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오염물질 인간에 의한 에너지 사용비에 (B)/(A) 에배출너지의 사구용성에비 의율한
배출 버율 의한 배출 율

(A (B)

502 45 (3 ) 40(3) 89(3) 석석탄연연소: 80(1)
유 소: 20( 1)

NOx 75(3) 64(3) 85(3) 운송타부문: 51 ( 1)
기 부문. 49( 1)

CO 50(3) 15-25(3) 30-50(3) 운기송타부 %
부문: 25( 1)

Lead 100(3) 90(3) 90(3) 운송타부문: 80(2)
기 연소부문: 20( 2)

부물입자유상질 운송력부 7
11. 4(3) 4.5(3) 39(1) 전 부문: 5( 1)

나무연소: 12 (1)

휘유발성흩기디ε
석유산업: 15 (1)

5(1) 2.8 0 ) 56( 1) 자가스산업부: 10( 1)
화합 동차 문: 75( 1)

핵 종 10(3) 2.5(3) 25(3) 우라늄채광

원및자및 분쇄 25(2)
력발전소
석탄연소 : 75( 2)

COz 4( 4) 2.2-3.2(3) 55-80(S) 천연가스 : 15(1)
석 유 : 45(1)
고처I 연료 : 40( 1)

NzO 37-58(3) 24-43(3) 65-74(3) 화석연료
연 소: 60-75(3)

바nH이오
A 연소: 25-40(3)

CH4 60(3) 9-24(3) 15-40(3) 협연가스 20-40‘3)
이오
스연소: 30 ‘ 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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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생물종류의 감소

지구상에는 약 5백만 종 이상의 동식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인감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의

해 생불의 서식처 파꾀， 생태계의 변화 및 인간에 의한 생물종의 남획에 기

인하고 있다.

@ 산성비

산성비는 석유， 석탄， 가스둥 화석연료외 연소시 배출되는 NOx 및 아황

산가스가 공기중에서 산화 반웅하고 이것이 대기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발생

하는 것으로 건물， 교량동을 부식시키고 토양， 수자원 및 생태계에 큰 영향

을 미친다.

수십년동안 전력 생산에 따른 환경영향은 많은 사람틀에게 관심의 대상

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심은 정치척 큐제， 나아가서는 세계의 공동 대처

라는 문체로까지 발전하여 왔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 수력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따른 위험성퉁이 정치척 규제의 대상

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1960년대발의 “환경운동”으로 구체화되었

다.

1972년에 발행된 로마를럽의 첫번째 보고서에서는 환경오염이 지구의

지속척인 발전에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안되었다. 1983년

에는 UN에 의해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구성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세계척 차원의 환경관리가 필요

하다는 것을 강초하고 있으며 지구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장기전략올 제안

하고 있다. 1987년에 이 위원회논 전 세계가 지구의 기온변화와 갈은 심각

한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

로 수십년에 걸친 천 세계의 일치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는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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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쩌l 안 중에서 이 위원회는 세계의 에너지원의 구성을 변화시킬 것을 강

조하였다.

1988년에는 많은 국가들이 오존충의 파과를 막기 위해 CFCs의 배출옳

제한하기로 합의한 “오존충율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얼 협약”이 있

었다. 이률 계기로 환경에 영향율 주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는데 대한

보다 광범위한 합의률 도총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계숙되고 았다. 예를

률어 1988년 6월에 토론토에서 열렸번 “대가변화에 관한 세계회의”에서는

전세계가 노력해야 할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쩨시되었다.

이에따르면 2005년까지는 C02 배출량율 1988 년 수푼의 약 80%정도 수준으로

짜지는 절감시켜야 하며 선진국들은 상호협약 또는 다자칸 협약과 국가에너

지 정책을 통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주도할 것올 결의하였다. 이러한 묶표

률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에너지률 효율척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

C02 절감옳 이루기 위하여 제시된 방법틀은 다음과 같다.

φ C02률 적게 배출하는 연료로의 대혜

@ 개량형 바이오가스 변환 기술 둥을 통한 채생에너지 사용의 전략

채검토

@ 안전성， 방사성혜기물， 핵무기 비확산동과 관련된 문제틀로 언해 소

외되었던 원자력 발전의 채검토

1988년에는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과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후원하에 30여 국가가 참여하여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를 창설하였는데 1990년

에 발표된 IPCC의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온난화는 지역의 온도. 강우의 돼

린， 태풍의 정로 빛 해수변에 끼치릎 파꾀척 영향과 빌첩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1992년 6월에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세계 각국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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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최될 예정여다. ‘환경영향이 없는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 ’ 이 라는 명체의 법 세

계척 실현과 종합척인 국제 환경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이밴 회의에서

는 ‘지구헌장’ 및 ‘ 21세기 지구환경보전캉령’과 ‘기후변화 방지협약’의 채

택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에 대한 세계의 공동대처라는 옵직임은 앞으로도 보

다 광법위하고 보다 구체척으로 천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발천원과 환경

여러가지 통계에 따르면， 여러한 세계의 환경문제에 있어서 천력이 미

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논데， 이는 세계의 주요 전력공굽

원인 석탄， 석유， 가스 및 원자력퉁이 전력의 생산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

틀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국가의 전력공급원에 대한 결정

은 환경영향뿐 아니라 그 나라의 특수한 사회척， 정치적 상황과 빌접한 관

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전력의 공급에 관한 결정은 중앙정부

의 장기계획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소 특야한 성격을 갖는다. 또

한 얼반적으로 전력공급에 대한 결정은 박대한 자본올 수반하는 대큐모 에

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세계가 만일 이러한 전력공급원에

대한 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세계의 환경영향을 줄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이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얼반적으로 천력을 생산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외 배출에서 비훗된다. 그러나 환경영향을 명가함에

있어서 천력의 경우 일반적인 환경영향 외에 전력의 생산 및 사용과정에서

- 39 -



인체에 미치는 보건영향(health impact)도 전력공굽원의 구성율 선택할 때

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보건영향과 얼반척인 환경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전력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직접영향(direct impact)과 간접영향

(indirect impact) 으로 구별되어 발생하게 된다. 직접영향은 지속척 또는

사고에 의한 일시적 오염물질과 유해붙질의 방출과 유출 풍에 기인하며， 야

에 의해 질병 또는 사망 뿐만 아니 라 생태계의 파괴와 기능상실 퉁이 유발

된다. 이와 같은 직접영향에는 원자력발전에 의한 방사선 방출 또는 화학적

발암물질과 같은 유해 불질에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보건영향

(direct health impact)과 산성 침전물에 의한 생태계 파괴 및 토양의 폐허

화와 같은 직 접환경 영향(direct environment impact)이 있다. 한면 간접영

향은 석탄발전의 C02 배출로 인한 지구옹난화와 산성물 침전과 같은 환경

변화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산성화된 금숙 퉁이 식량과 식수에 다량 함유

되어 보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후변화는 식량의 생산량

감소 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천력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고 전력을 생산하는 각각의 전력공급원이 미치는 환경에 대한 영향의 총류

와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전력공급원에 대한 위험도률 명가하

고 야를 고려하여 전력공급원을 결정한다면 세계가 직변하고 있는 환경문제

를 크게 줄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전력공급 시스템을 하나의 종합척인 위험도 명가지표

를 이용하여 우열을 명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다양한 환경 빛 보건 영향을 요소별， 차원별로 분리하여 평가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간접영향을 무시하고 인간과 환경의

직접 영향에 춧점율 맞추어 왔는데 이는 간접영향의 계량화에 어려옵이 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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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영향을 중심으로 요소멸， 차원별로 분리하여

명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지만. 환경 및 보건 영향별 척정 가충치

를 부여하는 방법론의 개벨이 이루어 진다면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는 가눔

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환경영향율 고려한 합리적인 미래의 전력공급원

선택과 구성울 수립할 수 있을 껏이다. 또한 종합적인 시스템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율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직접 · 간접척인 환경영향 및 사회경제

혹변과의 관계률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과 아울러 전력생산과 판

련된 환경 및 보건영향 비교률 위한 국제적 차원의 데이타베아스 구축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보건영향

아무리 엄격한 환경규제를 힐지라도 전 71 생산을 외해서는 연료주기별로

유해물질의 생산， 방출， 유출 퉁이 훨연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에 영

향을 끼치게 된다. 이와 같운 보건영향은 작업종사장에 근무하는 작업종사

자가 정규작업시에 환경오염원의 노출에 외해 피해를 받는 경우와 연료주기

별로 환경오염원이 대기 동으로 방출되어 일반이 피해를 보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펀 사고에 의해 작업종사자와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와

같은 세가지 경로(path)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보건영향의 피해대상은 크

게 작업종사자(occupational)와 일반국민 (public)으로 구분하여 명가하게

된다. 또한 이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건영향은 그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느냐 아니면 장기간이 져난 후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륙시효과

(immediate effects)와 지연효과(delayed effects)로 나누어 펑가하는 것이

일반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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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는 전력공급원멸 연간 lGWe의 잔기생산율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연료주기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업종사자와 일반국민의 치사율율 나타낸

것이다.

표 2.1-9 전력공급원별 보건영향 비교

(단위 : 사망자수IGWe • a)

작업종사자 (Occupational) 일반국민 (Public)
구

축시효과 지연효과 축시효과 지연효과

(Immediate) (Delayed) (Immediate) (Delayed)

석 탄 0.4-3.2 0.13- 1. 1 0.1-1. 0 2.0-6.0

석 ~ 0.22‘1. 35 - 0.001-0.1 2.0-6.0

가 ιl‘ 0.17-1. 0 - 0.2 0.004-0.2

원자력 0.09-0.5 0.13-0.37 0.001-0.01 0.005-0.2

추 1) 재래식 발전원(석탄， 석유， 가스)의 경우는 연료의 추출， 처리， 수

송， 발전소 건설 및 운전 동에 따른 치사윷임.

2) 원자력발천의 경우는 연료의 추출， 원광처리，변환，농촉， 성형가공，

수송， 발전소 건설 및 운천， 재처리， 페기불 처분 둥에 따른 치사

울임.

3) 작업종사자의 치사율에 있어서 석탄과 원자력온 지하채광시의 자료

이며， 석유와 가스는 해양추출 경우의 자료임.

치사율은 일반척으로 연간 100.000명당 사망자수로 나타내는데 이는 1

년 동안 일반국민이 사망할 펑균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천력공급 부

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력공급원별로 연료주기가 다를 뿐 아니 라 연료주기

각 단계의 노동집약도(labor intensity)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간 단위천

기 (표 2 ‘ 1-9의 경우는 1 GWe· a)를 생산하기 위해 천 연료주기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치사율로 표현하는 것아 더 합리척이라 말할 수 있다. 예률 들

어， 석탄 천력공급 시스템에 종사하는 작업종사자의 즉시 치사율 (im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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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al i ty rates)이 3.2라면 이는 석탄으로 l년간 lGWe의 전기흘 생산하기

위한 연료주기상의 총 치사자수가 3.2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념에 입각하여 이 표에 나타난 결과률 살펴보면 다읍과 같다.

(1) 작업종사자의 측시효과

석탄연료주기는 일반척으로 작업이 져하에서 이루어지는 풍 악조건의

작업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석유나 가스보다도

작업종사에 대한 위험도가 높음율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 경우는 척

은 양으로도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훨씬 높은 연료효울(이는 같은 양의 전

기생산을 가정할 때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연료가 훨씬 적게 소요됨을 의미

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채광에 종사하는 작업자가 그리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석탄화력의 작업자 위험은 원자력에 비해 5

배에서 35배 정도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낭다.

(2) 작업종사자의 지연효과

작업환경의 륙성상 석유나 가스의 경우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으로 명가되었다. 그러나 석탄은 연료의 채광， 수송， 처리과정에서 작업종

사자가 지숙척으로 오염원에 노출되어 누척에 의한 피해가 폰재하며， 원자

력은 주로 우라늄 채광과 천력생산 과정에서의 사고 동에 의한 누적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틀 에너지원에는 약간의 작업자 피해가 있는 것으로 명

가 되었다. 그러나 표에 나타난 결과처럼 버록 작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원

자력이 석한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작업종사자에게 댈 위험한 것으로 명

가되었다.

(3) 일반국민의 즉시효과

재래식 발전원의 경우 연료의 연소에 의한 환경오염원의 대기방출과 액

처l폐기물의 유출 및 많은 양의 연료수송 동에 의해 그 피해가 석유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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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당히 콤율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 경우는 우라늄 채랑과 발전

소 운천과정에서 약간의 방사농 밖에 방출되지 않고 연료의 수송물량이 척

기 때문에 그 영향은 석탄과 석유에 비해 11100-111 , 000 정도로 극히 미미

함올 알 수 있다.

(4) 일반국민의 져연효과

이 위협은 모든 전력공급원에 대해 앞에서 설명한 다른 어헌 위험보다

도 장기척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의 영향을 명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

성이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표의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과 가스에 의한 일

반국민의 장기척인 위협도는 비슷하며， 석탄과 석유는 그 위험도가 같은 것

으로 나타낮다. 그러나 석탄과 석유의 경우가 원자력과 가스에 비해 일반국

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이나 가스와 같은 전력공급원은 석탄과 석유률 이용

한 전력공급원보다 작업종사자와 일반국민에케 미치는 보건영향은 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환경영향

전기생산을 위한 연료의 사용에 따라 각 전력공급원은 표 2.1-10와 갈

이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의 배출에 의해 지구 환경에 많

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오염불절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단기간 또

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피해의 정도는 방출된 오염풀질의

양과 환경영향 요인의 획석， 져l 거 동을 위한 기술수준에 의해 화우된다고

볼 수 있다.

한연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한 환경영향을 비교 · 명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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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출된 오염원의 오염기간과 범위 동에 대한 산뢰할 만한 자료의 부혹과

합리적인 비교를 위한 일반척인 계량화의 어려움 및 환경오염원에의 노출과

이에 의한 피해와의 상관관계 파악의 한계 퉁 때문에 어려옵이 있다. 또한

다양한 환경오염원의 배출 및 유출운 다양한 환경영향율 유발하므로 일반척

기준에 의한 환경영향의 비교 및 명가는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다.

표 2.1-10 전력공급에 따른 주요 환경영향

에너지원

석 탄

주요 환경 영향

。 수질오염

。 토양파괴 및 생태계파괴

。 재 및 광물로부터 오는 중금속

。 대기룹 오염시키는 SOx 및 NOx 배출
。 C02의 배출로 부터오는 지구의 기후변화

。 산성비

석유 및 가스 l 。 해양 및 해안오염

。 토질변화， 수립파괴， SOx 및 NOx어l 의한 산성비

。수질오염

。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지구의 기후변화

수 력 l 。 토양파괴 및 칩전저해

。 생태계파꾀 및 생불종류의 감소

。 수질변화 및 해양계변화

。 주거환경 침해

원 자 력 l 。 수질오염(채광)

。 생태계 파괴

。 핵종에 의한 토양 및 해양 오염

재생에너지원 l 。 대기 및 수질오염

。 생태계 변화

。 풍력 터어빈에 의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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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어려옴 때문에 현재 환경영향 비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석탄， 석유， 원자력 둥과 깥은 연료주기와

환경오염원(대기， 수질， 토양)이 환경영향판(지구， 지역， 지방}에 마치는

환경영향의 순위를 명가하는 순위명가법 (assessment by ranking) 과 연료주

기별 단위 천력생산량당 환경오염 방출량을 산출하고 이률 비교하는 환경오

염방출량비교법 (emission values and ambient qual i ty indices)이 있는데

이 방법은 여기에서 산출된 자료를 근거로 환경수준 허용지표를 설정 (실제

로 미국에 있어서 도시의 대기오염 지표는 이 방법으로 설정하였음) 하는데

이용활 수 있다. 그러고 환경오염의 허용치나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에반

환경영향으로 취급하는 목표 및 임계수준 접근법 (target and critical

level approach) 둥이 있다.

이 세가자 방법중 에너지원별로 환경영향의 비교 및 명가는 환경오염방

출량 비교법이 가장 척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 방출량 비교법율 이용하여 에너지원별 발천량으로 환산한 환경영

향을 살펴 보았다.

다양한 연료와 기술별 환경오염 불질 배출량과 유출량을 파악하게 되면

이틀에 대한 환경영향의 잠재성을 알 수 있다. 그립 2.1-1은 연료별로 연간

I GWe율 생산할 때 발생하논 환경오염원별 환경영향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

에 나타난 환경오염 물질 방출량의 자료는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수행한 포괄적인 환경영향 비교연구의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이 그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감이 화석연료(석탄， 석유，

찬연가스)의 총 환경오염 불질 배출량은 거의 유사하며， SOz 방출은 석탄

(대부분 변환단계에서 발생)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에너지원파 비교하여

천연가스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천연가스 추출과정에서 많

은 양의 S02 가 방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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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에너지원별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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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석연료들의 전 연료주기에서 연간 1 GWe당 배출되는 총 C02 양은

다른 에너지의 연료주기에서 배출된 총 C02 양의 2배 정도가 더 배출됨율 알

수 있다. 그러고 화석연료들 중에서 전기생산과 관련된 석탄연효주기의 연

간 1 GWe 당 총 C02 배출량운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2배 정도 더 배출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척으로 지구차원의 지구온난화， 산성버. 오존충 파괴 둥은 주로

SOx. NOx. C02와 같은 환경오염원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

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그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 환경오염원은 거

의 대부분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률에 의해 발생하기 때

문에 이들 연료가 환경영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에 원자력의 경우는 대기， 수질， 토지오염 둥 전반적인 분야에서 거의 환

경영향을 끼치지 않는 청정에너지암을 알 수 있다.

4. 환경과 정책

가. 의사결정 구조

에더지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지향상을 위한- 휠수 불가결한 요소야기

때문에 국가척 안보 차원에서도 충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에너지는 생산， 수송， 천환 및 사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환경파꾀나 오염물

질을 배출하게 되는 륙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에너지시스템 중， 륙히 천

기는 최종사용자의 입장에서 깨끗하고 현러한 에너지야기 때문에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천기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천력공급시스템

(원자력， 석탄화력， 석유화력 풍)에 따라 고유의 연료(핵연료， 석탄， 석유

둥)가 필요하게 되고， 이와 칼은 연료의 연소에 따른 공해물질의 배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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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보건에의 비가역적인 영향율 끼치는 동 전기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 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

을 겪으면서 에너지의 질보다는 안정척 공급에 역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환

경보호 축연이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 80년대 이후에 국민소륙 수준의 향

상과 이에 따른 국민복지 향상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환경에의 환심이

고조되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환경문제가 국가척 차원에서 얀식되었지만

대기오염， 산성비， 지구온실효과， 오폰충 파괴와 같은 환경영향이 지역척，

혹은 법세계척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문채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운제가

아닌 법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력공급원에

의한 환경과 보건에의 영향 풍은 전력공급 정책과 의사결정시에 주요 요인

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전력부문은 에너지부문의 일부분이며， 에너지부문운

전체적인 사회-경제시스램의 한 부문이기 때문에 전력부문의 정책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전력부푼의 환경 및 보건영향울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얼이지만 환경관련 기술 대

안의 선택와 의사결정기법을 이용하면 가능하며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이률

이용하고 있거나 개발중에 있다. 그러므로 전력부문의 정책수립과 외사결

정은 전력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종합척인 시스템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만 생활수준의 개선과 향상을 이룰 수 있고 경제·사회 발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정책의 의사결정 구조흘 살펴보면 그림 2.1-2와 같다. 이 그림은

지숙적인 천력부문의 개발을 최종목표로 할 때 이에 상웅하여 발생하는 환

경 및 보건영향을 전체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며， 여기에는 각

수준별 환경영향 저감과 관련된 정책수단과 이의 실행상 제약요언을 포함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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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천력정책 수립과 관련된 최종 정책입안자인 정부나 전력회사와 칼

은 의사결정 주체기관은 정치단체， 산업체， 공공단체， 국제기관， 다국적기

업， 국제상업은행. 비정부조직 둥과 같은 다양한 관련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는 사실율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들 각 의사결정 주체기관과 관련기판의

북표 및 판단기준은 경제적 효율성제고， 사회북지 실현. 공급의 안정성， 환

경보존 둥과 같이 다양힐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경제척 효율성과 성장 및

에너지의 안정척 공급과 환경보폰 동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반

(trade- off)관계에 있읍을 인지해야 한다. 결국 전력정책은 과거와 같이

전력부문에 국한된 시스템 최적화에서 벗어나 다묵죄 (multiobjective)， 다

기준(multicriteria)이 포함된 종합척인 계획구조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한편 전기부문은 에너지부문과 기타 경제부문율 포함한 전 사회부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은 이틀의 구조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뿐

반 아나라 환경영향은 국가 또는 지구수준에서 어펀 정책수단율 설정하느냐

에 따라 탈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련 각각의 정책수단은 장점과 단점옳 공

유하는.것이 얼반적이고 각 수춘의 정책수단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경우에 있어서 가장 효올적인 전략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우션 확

실한 기준에 근거하여 펑가하여야 하며， 합리척이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가능하면 반복척으로 장해요인윷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환경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중가와 환경 및 보건영향의 기

술진전과 경제성명가의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수단은 이런 변화률 척

웅시카기에 충분한 융통성을 가져야 합은 물론 장기에 걸쳐 척합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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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문 분석 | | 기타 경제부문 분석 ~

-자원형가 -경경경제제제청잭
TA밝술조 구자조
-기 대안，자료 - 료

환경영향 분석 뉴-

-보건영영향향
-환경

조정 에너지/경제/환경 조정

상관관계 분석

정책상수관준관계/정 분책수석단

- 정책수준 정잭수단 -

-지거((미(개세어구시시1 계별너경수경국지경제준제제가/전수겸수)력재준준부)문)
-직접규제 수단

상관관계

‘--~ -경제적 수단
분석

-정보제공 및 자문

우 ‘F

제약요인 분석

정책수단 설정

정책수행

그럼 2.1-2 종합척인 의사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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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수단

현채 ;r;: J 구는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폰충파괴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

로 몸살율 앓고 있는 반면에 환경문제는 동척인 상황에서 발생하고 전 사회

분야와 관련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률 완

전히 해결할 수 있는 종합척인 정책수단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하

여 현재는 주로 환경오염원별로 정책수단율 이용하여 환경보호와 관리를 하

고 있고 몇개의 보완적인 정책수단올 활용하여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

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환경오염원은 서로 유기척인 관련성이 있고 북합척으로 환

경에 영향윷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원 각각에 대한 정책수단보다는

종합적인 환경영향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힐 것이다. 또한 지역간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원반히 해결하

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쌍무협정 또는 다자간 협약 동의 개발과 실행이 요

구되며， 국가칸 또는 한 국가내에서 조차 정책수단과 환경규제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관관계의 분석과 아울러 의견조정 기관의 설립 동 다각

척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에너지부문에 대한 환경영향을 명가하기 위하여는 에너지부문에 영향을

주는 환경관련 정책수단율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하여 본 연구에서

는 현재 많은 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환경관련 정책수단에 대해 살펴보았

다.

직접규제 수단(direct regulatory instruments)은 환경에 영향율 주는

활동에 대해 인위적으로 통쩨하거나 규제하는 “명령과 통제”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환경오염 물질의 방출 허용치률 구혜척으로 큐정할 수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그 실효를 거룰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 규제

치 이하로 오염물질율 배출하기 위한 자발척인 동기유발을 제공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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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환경오염 절감을 위한 지식습륙과 기술깨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율 소

지가 다분히 있다. 이와 같은 직접규제 수단에는 환경기준치 규제， 사용연

료 큐제， 사용연료 품질큐처IJ. 배출량 규제. 규정기술사용 큐제， 인허가 큐

제， 부지사용 규제 풍이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표 2. 1-11과 같다.

표 2.1-11 직첩규제 수단의 종류와 주요내용

정책 수단

。 환경기준치

규제

。사용연료

규제

。사용연료

품질규제

。배출량

큐제

0 규정기술

사용규제

주 요 내 용

·륙정지역내의 각 오염물질에 대해 일정기간을 통해 허

용될 수 있는 명균 허용농도를 환경기준치로 설정하고

아를 어용하여 규제하는 방법입.

-대기， 수질， 생태학， 노출 기준 풍 광범위한 법위에서

이용됨.

-륙청지역의 심각한 오염수준 해결윷 위해 저공해 연료

를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임.

-특정지역의 대기오염 절감과 계절척인 오염문제의 해

결이 가능함.

-사용연료와 연효의 이용분야를 연계하여 사용연료의

품질을 큐제하는 방법임.

-많은 나라에 있어서는 포괄척인 규제수단으로서 대기

부문 환경기준치， 방출량 규제치와 연계하여 이 규제

수단을 사용하고 있읍.

-각 분야(수송， 발전소， 산업 둥)에 대해 각각의 오염

물질에 대한 최대 방출허용량을 설정하여 규제하는 방

법임.

-대기， 수질， 폐기물관리 전략에 유용하며， 이는 일반

으로 대기， 수질 환경기준치와 같은 다른 규제수단과

병행하여 사용됨.

-저공해 관련 규정기술을 설정하여 관련분야에 이 기술

을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임.

-너무 엄격한 규제로 인한 융통성 결여로 거의 이용되

지 않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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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단 주요 내 용

。 인허가 -설비의 건설， 운천， 판매에 대한 인허가를 통해 규제

규제 하는 방법임.

-환경영향 평가는 인허가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기 때문

에 사천， 사후척 판점에서 명가되어야 함.

。 부지사용 -산업시설(주로 대규모 에너지 관련시설)에 따른 환경

규제 영향을 통제하거 위한 수단으로 부지사용올 규제하는

방법암.

-부지사용 유제와 인허가 규제(륙히 운전인허가)는 밀

접한 관계에 있음.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은 공식척 인 환경규제치 법주내에서

조차 환경판련 비용을 추정할 수 있고 공해유발 활동율 통제하고 절감사키

기 위한 인센터브의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척으로 환경영향율 통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이 수단은 직접큐제 수단에 비해 전반척인 환경통제

부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시장기눔과 직접규혜 수단과의 합리척인 고리형성

이 이루어 진다면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 질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경제적

수단이 가장 오래천부터 또한 지금까지도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분야는 수질오염 관리부문이며. 소읍 및 폐기물관리 부문에서도 이용이 가

농하지만 혹정과 실행상의 난점 때문에 별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수단에는 과세 및 부과금 제도， 투자 및 금융재원 지

원 제도， 시장창출 동이 있는데 이틀 방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

2.1 ‘ 12와 같다.

그러고 정부가 객관척인 입장에서 환경오염치 및 기술자료 둥과 같은

정보를 관련거관에 제공 또는 자문해 줌으로써 직접규제 수단과 경페척 수

단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자문 풍의 정책수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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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 경제적 수단의 종류와 주요내용

정책수단

。 과세 및 부과금 제도

주요 내 용

-배출부과금

제도

-제품부과금

제도

-과세 및 차둥

과세제도

-환경으로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이나 질을 기준으로 하

여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질관리에는 유용하

게 쓰이나 에너지 생산과 사용부문에는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예를 들어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대기오염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률 수행중임.

·제품의 제조나 소비단계에서 오염물질율 유발하는 제

품의 가격에 부과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에너지산업

부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음.

-예를 들어 덴마크를 제외한 EC 회원국과 핀란드는 윤

활유에 제품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읍.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세급을 부과하여 이의 소비률

억제하는 방법임.

-주로 수송분야의 수송수단과 연료에 이 제도가 이용되

어 왔으며， 예를 틀어 일본의 경우 강화된 NOx 규제치

를 준수한 차를 구매할 때 차둥과세를 도입할 예정입.

。 투자 및 금융재원 지원제도

-투자재원

지원제도

-금융재원

지원제도

-새로운 환경뮤제 강화에 따른 필요 장비의 구매 동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임.

-주로 수질과 폐기물관리에 투자재원이 집중적으로 이

루어 지며， 대기오염관리 부문도 지원이 되고 있음.

-환경영향 저감기술의 개발을 위한 RD&D 금융채원을 정

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임.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배출부과금 수익올 재원으로

하여 새로운 "clean energy" 기술개발에 척곡지원중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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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주요 내 용

。시장창출

-Emmission -배출부과금 제도의 대처l 척인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trading 기준치 여하로 오염물질율 배출하는 기업은 기준치

와 배출량과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오염배출 권리

률 기준치 아상으로 배출한 기업 또는 지역에 판때
또는 trade 힐 수 있는 제도임 .
-예를 틀어 미국에서는 대기오염 통처l전략으로 이 제도

를 허용하고 있음.

-책임보험 ·책임보험에 가입한 환경오염 관련 산업체에서 오염물
가입제도 질 방출에 의한 피해률 발생시킨 경우 피해의 보상을

발생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하는 방법임.

-보험료 산정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탈라지게 되는데， 예를 틀어 미국의 경우

대규모 에너지 관련 산업인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설비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다. 제약요인

환경 및 보건영향과 관련된 정책수단과 의사갤정이 효율척으로 수행되

지 못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방법론 미확럽， 고급인력 부촉， 제도구조의 부

적합성， 합리척 재원배분의 애로점 및 대중안식과 일관된 정책의지 결핍

퉁이 장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각각의 제약요인이 의사

결정시에 톡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복합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사결

정자는 이를 파악. 종합적인 의사결정 구조내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율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불확실성

전력부문용 전력부문 이외의 경제부문과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일반척으로 장기간의 리드타임 (lead time)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문의 계획은 불확실성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 구조내

에 존재하는 불확실한 경제， 기술 자료 때문에 미래의 전력공급원 선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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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입안자 또는 의사결

정자는 확률척 방법을 아용하여 명가와 결과의 신회도률 눔이든가 광멈위하

고 다양한 전력공급원에 대한 몇 개의 가능한 대안을 설정하여 미래의 불확

실성을 신축척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방법론 미확럽

지금까지 수많은 계획수립과 관련된 수학척 모형셜정과 자료 펑가방법

폰이 개발되어 옹 것은 사실이나 천력환경 부문파 같슨 다북척

(roultiobjeetive) , 다기준(mul tied teria)이 연계된 의사결정율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에는 적극척이지 못하였다. 비록 이 새로운 방

법론이 결코 완벽하게 개발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을지라도 모형내에 환경

및 보건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차세대에 대해 현 세대가 안고 있는 필연적인

의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 및 보건 영향

을 과연 어떻게 화혜의 형태로 계량화하며， 객관성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다. 알례로 환경영향에 의해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도 그 사람의 나

이， 직업， 농력， 국별상휩 퉁에 따라 천차만별의 사회척 가치를 지나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첩이 환경 및 보건영향의 비용화 및 모델 설정에 큰 꽤

약 요인이 됨은 사실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

으로 수행되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과거의 1차원적인 의사

결정에서 벗어나 다목척， 다 기준이 포함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의사결정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천연자원， 고급인력， 재원의 부족

천연자원과 고급인력 빛 재원의 부촉은 정책수행의 장해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 있어서 고급인력의 개발과 훈련은 정책수단을 효율

척으로 수행힐 수 있는 능력윷 체고시키고 전력공급 시설의 효율개선과 환

경 보호측면의 제고률 위한 필연척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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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채발과 훈련은 전력부문과 연계완 고굽 과학차. 기술자， 경쩨학자가

답당하게 되는데 주요 훈련분야에는 자료 구축 빛 분석， 수학 모형 이용과

개발l 에너지와 전력시스템의 계획 및 관리. 사회 ·경제 방법롱 습륙 둥과

같이 광법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고급인력과

재원이 큰 문제가 휠 수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국자원에 의한 공급

의 안천성율 최우션 북표로 하고 있는데 이련 묵표는 가장 효흘척인 천략설

정의 장해요소7t 휠 수 있다. 그 만홉 천연자원의 존재 여부논 그 나라의

전력과 환경의 연계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건설척인 전략설정율 위한

의사 결정에 큰 영향융 미치는 것이다. 또한 최상의 전략아 설정되었다 하

더라도 이의 실행을 위한 재원이 부축하다면 그 전략은 가치를 상설하꺼I 되

는 것이다. 그렇7\ 때문에 정책수행기환은 환경푼제의 완전 해결올 위한 재

원확보 방안을 다각척으로 강구해야 할 것어다.

@ 채도구조의 부척합성

너무 약하거나 또는 너무 강한 부척합한 제도구조하에서는 정책수행의

저해와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천력부문 뿐반 아니라 지망이나 충앙정부

의 체도구조 형태논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수단의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올

끼치게 된다. 일본과 프항스와 강이 종앙집권화된 제도구조를 지난 의사 결

정혜에서는 정책의 얼관성 유지와 i장기계획수립에 유리한 면이 있으나 이런

제도초작혜에서는 계획의 효율성 제고흘 위해 경칙성윷 버려야 하며， 소큐

모 단쩌l나 활동 부문의 륙정한 관심분야에 구l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할 훨요

성이 있다. 한편 분권화된 제도구조를 지닌 의사결정체는 의사결정이 각 하

위부문과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정잭수행이 가능

하케 되벼， 조직체간의 협력이 용야한 점이 있다. 그러나 조직체간에 훔척

과 기준이 서로 다룰 때 얼관성이 부촉하여 이툴 사이의 초청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책염전가 풍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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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척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국 제도구조가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의사결정자는 각각의 형태가 지난 장·단점을 고려하

여 운영하여야만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합리적인 재원배분상의 문제점

천력부문의 재원부문은 크게 천력수요관리 축면과 전력공급 측면에 이

루어진다. 륙성상 전력공급 측면은 중앙집핀적인데 반해 전력수요관리 혹연

은 매우 분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천력공급 분야에 이루어 지느

냐 아니면 전력수요관리 분야의 기술 혁신에 이루어 지느냐에 따라 그 효과

는 다르게 나타난다. 축， 천자의 경우는 환경오염원이 적은 전력공급원의

선택과 엄격한 환경오염 규제치를 충촉셔킬 수 있케 하며， 후자의 경우는

좀 더 효윷적이고 공해유발 효과가 척은 기기의 생산과 소비를 혹진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한

정된 재원하에서 환경과 관련한 효과를 최대로 얻기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

분 방법을 보색해야 할 것이다.

@ 대중인식과 일관된 정책의지 부재

과거 수년에 걸쳐 대중인식과 일관된 정책의지의 결핍운 천력시스템의

정책 수행에 커다란 장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대

충의 참여는 건전한 정책수럽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신뢰구축에 따라 정

책율 지숙척이고도 원훨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정책수행 기관

의 얼관된 정책의지는 다양한 경제주체에서 설정된 의사결정이 효율척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툴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국가간의 문화

와 의식구조의 차이 또는 한 국가 내에서 조차 다양한 계충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를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의 해결

을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펀성을 지닌 대중참여 기준의

설정과 의사결정에의 합리척인 연계방안이 확럽되어야 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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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오염물질 배출추이 및 전망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의 이용에는 오염물질이 수반되며 이

에 따른 환경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에너지이용에 따

른 오염물질 배출추이와 전망율 분석함으로써 환경문제률 고려한 전원정책

의 형 가자료률 제공하고자 한다.

가.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표 2.1-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 현재 국내에서 사용한 총에너지

논 석유환산 93 ， 192천론으로 이충 원자력 14.2%, 수력 1. 7%를 채외한 84. 1%

는 석유， 석탄， LNG , 신탄 풍의 화석에너지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표 2.1-13 국내 1차 에너지소비 (1990년)

(단위 :천TOE ， %)

석탄 석유 LNG 신탄 수력 원자력 합계

24.385 50.175 3.023 797 1.590 13, 222 93 , 192
(26.2) (53.8) (3.2) (0.9) 0 , 7) 04.2) (100)

자료) 에너지통계연보(1991) ， 동력차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오염물질로는 지구옴난화 및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S02 , NOx , CO , C02 , HC，분진 풍의 대기 오염물

질과 온배수방출 및 미량중금속에 의한 수질오염 요얀과 고체폐기물-퉁이

있다. 국내의 연도별 대기 오염물질 배출현황은 표 2.1-14와 같다.

1986년에서 1990년 기간중 1차에너지소비는 1. 52 13H, 연명균 8, 7%씩 증

가한 반면에， 표 2.1-14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 오염물질은 탄화수소가 1. 5

배， 기타물질은 아황산가스가 1. 3배， 이산화질소는 1. 2배 증가하였다. 륙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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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 연도별 대기 오염불질 배출량

(단위 : 펀폰)

연도 502 먼지 HC CO N02

1986 1. 241 342 146 1, 449 782

1987 1, 041 352 162 1, 479 837

1988 1, 401 390 196 1, 476 876

1989 1, 446 386 191 1, 530 1, 122

1990 1, 611 420 221 1.991 926

자료)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1 990) ， 1991. 10. , 환경처

아황산가스의 배출은 석유화력의 감소와 저유황유공급에 따라 1985년 이후

감소해 왔으나 1988년 이후에는 산업， 발전 및 수송부문에서와 석유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산화질소의 발생은 수송부문이 대부

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유연탄발천의 증대에 따라 전력부문에서의 비

중이 증가하고 있다. 부문별， 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은 표 2.1-15에 나타난

바와같다.

한연 최근에 률어와서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요인으로 지북받고 있는

C02 발생량은 아직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홉정해 본 적은 없으나 에너지 소

비량을 근거로 하여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1-16의 화석에너지 소비량율

이용하여 추정한 C02 발생량은 1990년 현재 271 백만론이며， 이중 발천부문

에서 배출되는 C02 의 양은 38백만톤으로 총 C02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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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5 부문별， 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톤)

구 τ냥r 1986 1988 1990

전 력 306 , 874 231. 116 279 , 967
산 업 470 , 864 666.818 805 , 605

부 502 수 송 88 , 621 145.451 188 , 907
난 ~J 374 , 212 373.896 336 , 481

1IE그:

총 계 1, 240 , 571 1, 417 , 281 L 610 , 960
별

천 력 60 , 529 53.767 129 , 108
배 산 업 47 , 731 60 , 112 203 , 193

N02 수 송 620 , 190 808.778 535 , 396
출 난 방 53, 409 56, 085 58, 368

량 총 계 781 , 858 978 , 842 926 , 065

유 * 610 , 619 686.597 929 , 527
원 502 무연탄 339 , 442 328 , 514 265 , 409

유연탄 290 , 510 407 , 170 416 , 024
별

총 계 1, 240 , 571 1, 417 , 281 1, 610 , 960
배

유 류 724 , 194 921. 947 706 , 803

출 N02 무연탄 57 , 358 56 , 366 46 , 457
유연탄 306 429 172 , 805

량

총 계 781 , 858 978. 742 926 , 065

자료 1) 에너지경젝연구원， 전원투자정책연구，1990.4

2)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1 990).199 1. 10. , 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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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6 화석에너지 소비 추이(석유환산)

(단위 : 천 TOE)

구 ";r님} 1986 1987 1988 1989 1990

석 탄 23 , 330 23 , 639 25 , 162 24 , 493 24 , 385
총

에 석 유 28 , 498 29.653 35 , 390 40.523 50 , 175
너

7.1 LNG 68 2, 104 2.718 2, 630 3, 023
-님「

신 탄 1, 480 1, 319 1, 164 1, 033 797

합계 53.376 56 , 715 64.434 68.679 78 , 380

석 탄 4, 271 3, 739 4, 654 4, 372 4, 603
전

력 석 유 3, 216 1.220 2, 687 3, 398 4, 398
-님r

LNG 58 1, 972 2, 445 2, 146 2, 242

합계 7, 545 6, 931 9, 786 9, 916 11 , 243

자료) 에너지통계연보(I 991), 동자부/에너지경제연구원

표 2.1-17은 총 에너지부문 빛 전력부문의 C02 발생 추정량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천력부문의 C02 배출은 1987년 일사 감소하

였으나 이후 석유화력 발전량의 급격한 증가와 화력발전량의 증가에 따라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현채 발전부문에서의 C02 배출은 석탄

이 52% , 석유가 36% , LNG가 12%를 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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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7 이산화탄소 발생량 추정

〈단위: 천폰)

구 1986 1987 1988 1989 1990

석 탄 100, 786 102 , 120 108, 700 105, 810 105, 343
총

에 섹 % 88 , 629 92 , 221 110 , 063 126, 027 156.044
너

지 LNG 138 4, 271 5, 518 5, 339 6, 137
-님「

신 탄 5, 787 5, 157 4, 551 4, 039 3.116

합계 195, 339 203 , 770 228.832 241 , 214 270 , 640

석 탄 18, 451 16 , 152 20 , 105 18 , 887 19.885
천

력 석 % 10, 002 3, 794 8.357 10, 568 13, 678
「님-

LNG 118 4.003 4.963 4, 356 4, 551

합계 28 , 570 23 , 950 33 , 425 33.811 38 , 114

주) C02 배출계수 (ton/TOE) 는 석탄 4.32 , 석유 3.11 , LNG 2.03 ,
바이오매스 3.91 적용 (Lawrence Berkeley Lab)

또한 표 2.1-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의 GNP당 C02 발생량을 보면

총 에너지 부문에서는 2톤/백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력부분은 0.3

론/백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1 인당 C02 발생량은 총에너지 부문에서는

1986년의 4. 7폰/언에서 1990년의 6.3폰/인으로 연명균 7-8%씩 증가하고 있

으며 전력부문에서는 1986년의 O. 7론/인에서 1990년의 0.9톤/인으로 연명균

6%씩 증가하고 있다. 전력생산당 C02 발생량은 1986년의 0.44론/kWh에서

1990년의 0.35폰/kWh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원자력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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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8 국민총생산 및 1 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

구 1986 1987 1988 1989 1990

GNP (1985년 불변 88.197 99.612 111.980 119.577 130.374
가격， 단휘 : 조원)
인구수(천명〉 41. 184 41.575 41.975 42.380 42.869

발전량(GWh) 64.695 73.992 85.462 94 , 472 107 , 670

C02 발생량(천톤)

- 1 차 에너지부문 195.339 203 , 770 228 , 832 241 , 214 270 , 640
- 천력부문 28.570 23 , 950 33.425 33.811 38.114

GNP당 C02 발생량
(론/백만원)

- 1 차 에너지부문 2.215 2.045 2.043 2.017 2.076
- 천력부문 0.324 0.240 0.298 0.283 0.292

1 인당 C02 발생량
(론/인)

- 1 차 에너지부문 4. 743 4.901 5.452 5.692 6.313
- 전력부문 0.694 0.576 O. 796 O. 798 0.889

발전부문 C02 0.442 0.324 0.391 0.358 0.354
(론IkWh)

한편 표 2.1-19의 장기에너지 수요전망에 외하면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수요는 1990년의 93.192천TOE에서 2000년까지는 연명균 5.8%씩 증가하여

159 ， 159천TOE에 이르며 이후 증가율이 2.6%로 둔화되어 2010년에는 204 , 936

천TOE에 야를 껏으로 천망된다. 이릅 근거로 대기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

배출올 추정하여 보면， 표 2.1-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건의 1 ， 611펀론

에서 2000'건에는 2, 706천폰으로 연펑균 5.3%씩 증가하고 이후 10년간은

3.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산화질소의 배출은 1990년

의 926천톤에서 2000년에는 1 ， 674천톤으로 연펑균 6%씩 증가하다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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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준으로 둔화되어 2010년에는 2 ， 120천론에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 온

실효과가스중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명가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은 1990년 268백만론에서 2000년에는 445백만론으로 연명균 5%씩 증가하다

가 이후 2% 수준으로 배출량 증가폭이 줄어 툴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19 장기에너지 수요천망

구 1990 2000 2010 2030

석유(백만 bbl) 356.3 650.8 815.4 1, 000

천연가A( 백만톤) 2.3 7.9 10.5 16.1

석 탄(백만론} 43.4 57.3 68.2 92.5

- 무연탄 21. 5 12.1 6.3 1. 9

- 유연탄 21. 9 45.2 61. 9 90.6

수 력(천 GWh) 6.4 3.9 3. 7 4.6

원자력(천 GWh) 52.9 81. 7 116.2 183. 7

신채생(백만 TOE) 1. 0 1. 4 3.3 21. 1

총 에너지수요(천 TOE) 93.192 159. 159 204.936 282.172

자료 1) 유치철，“지구의 온난화와 한국의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협의회보， Vo1. 20 , 1991. 9.
2) 에너지통계연보(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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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0 총 에너지부문 원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전망

(단위: 천폰)

구 부} 1990 2000 2010 2030

석유 929.527 1, 697 , 166 2, 126.412 2, 607.815

천연가스 -

S02 무연탄 265.409 149.169 77.666 23.423

유연탄 416.024 859.585 1, 177.175 1.722.974

합계 1.610.960 2, 705.920 3, 381. 254 4, 354.212

석유 706.803 1, 290.508 1. 616. 903 1, 982.956

펀연가스 0.037 0.124 0.165 0.252

N02 무연탄 46.457 26.110 13.595 4.100

유연탄 172.805 357.048 488.966 715.676

합 껴l 926.102 1.673.790 2, Il9. 628 2.702.985

석 유 156 , 044 284 , 9Il 356.971 437.786

천연가스 6.137 20 , 817 27 , 668 42.424

C02 무연탄 52 , 250 29.366 15.290 4.611

유연탄 53.093 109 , 699 150, 230 219 , 884

합계 267 , 524 444. 794 550 , 159 704. 706

주 1) 신탄은 계산에서 제외

2) 1990년의 S02 및 N02 배출은 표 2.1-15 부문별 ·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사용

3} 1990년의 C02 배출은 표 2.1-17 의 발생량 추정 사용

(무연탄 및 유연탄의 C02 배출량은 표 2.1-19 장겨에너지수요전망의
무연탄 및 유연탄 수요에 비례하여 배분)

4) 천연가스의 S02 배출은 0.031kg/ton , N02 배출은 15.68kg/ton 적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천원투자정책연구， 1990.4.)

5) 2000년대의 원별 배출량은 표 2.1-19 장기에너지수요전망의 원멸
에너지수요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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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 동력자원부에서 발표한 1991 년의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발

전설비 건설계획의 기본방향은 첫째 발전연료의 다원화를 통한 안전공급，

둘째 국내가용자원의 척극활용， 세째 전력공급의 신뢰도향상， 네째 환경공

해의 최소화로서 장기적인 발천설비 구성비률 원자력 40". 석탄 30", 석유

빛 LNG 20% , 수력 및 양수 10%의 비윷로 잡고 있다. 이러한 기본 천제하에

동자부에서 예혹한 발전용 화석연료의 소비전망을 보면 표 2.1-21과 같다.

표 2.1-21 발전용 화석연료 소비전망

연도 유연탄 무연탄 중 π。 7J% LNG
(천톤) (천톤 ) (백만리터 ) (백만리터 ) (천톤)

1990 6, 516 2.013 4, 226 256 1. 719

1991 7.013 2, 171 5, 418 I , 015 1, 811

1992 6, 832 2.147 7.765 858 2, 265

1993 9, 011 2.359 9.098 750 2.141

1994 12.144 2.257 8.652 611 3, 044

1995 13.981 2.125 8, 118 328 3.839

1996 17 , 103 2, 107 6.430 233 4, 457

1997 20.634 1.290 5.492 220 4, 722

1998 22 , 387 1, 230 5, 107 281 4, 386

1999 22.653 1. 216 4.823 175 4.601

2000 23.491 1, 153 4, 647 121 4, 753

2001 25 , 898 1, 153 4, 432 122 4, 524

2002 26 , 524 1, 139 4, 287 104 4. 766

2003 26.293 1. 117 4, 004 27 5, 000

2004 25 , 821 1, 105 3.519 18 5. 701

2005 27.279 765 3, 199 37 5, 853

2006 29 , 257 797 1, 732 67 5.972

자료) 장기전력수급계획 ( 안) (1991-2006) , 1991. 3. , 동력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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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2 발천부문 대기오염 물질 배출전망

(단위: 천톤)

연 도 S02 N02 C02

1991 331 182 48 , 581

1992 415 217 55.993

1993 489 253 66 , 086

1994 497 288 75 , 433

1995 487 308 80 , 058

1996 451 324 85 , 086

1997 433 341 91 , 340
/

1998 435 346 94 , 324

1999 425 348 94 , 444

2000 424 355 96 , 416

2001 438 371 102, 015

2002 438 378 103 , 914

2003 424 376 102 , 738

2004 400 376 101 , 700

2005 396 385 104 , 666

2006 360 386 106, 251

주 1) S0 2. 배출량은 유연탄은 9.5kg/ton( 유황분 0.5%) ,
무연탄은 19k9/ton(유황분 1% ), 중유는 38kg/kl(유황분 2% ),
경유는 17kg/kl(유황분 1% ), LNG는 0.013kg/ton 을 척용하여 산출

2) NOz 배출량은 유연반 및 무연탄은 9kg/ton , 중유는 12.6kg/kl,
경유는 2.8kg/kl , LNG는 15.68kg/ton을 척용하여 산출

(에너지경제연구원， 천원투자정책연구， 1990.4. 참조)

3) C02 배출량은 석탄은 4.32 ton/TOE , 석유는 3. 11 ton/TOE ,
LNG는 2.03 ton/TOE 를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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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1의 발전용 화석연료 소비천망율 이용하여 발천부문에서 배출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면 아향산가스와 경우 1990년대 중반까

지 증가하다가 야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아황산가스의 가장 큰 배출원인

충유화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설노후화로 폐지되어 껴l통에서 차져하는

비중이 줄어 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산화질소 빛 이산화탄소 배

출은 이외 가장 큰 배출원인 유연탄화혁의 확대에 따라 계숙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자세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천망은 표 2.1-22와 같다.

나. 원착력발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논 폐기물도 기혜， 액체， 고체혜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기체혜기물은 일단 빌펴l탱크에 압축·저장된 후 방사능준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홉착필터를 거쳐 대기로 방출된다. 액체폐기물

은 원자로건물내의 수중기가 웅축되거나 기기를 세척한 물에서 발생하게 되

는데 저장조에서 증발시키거나 이올교환수지로 갤러내어 시멘트고화 처리후

드럼으로 저장된다. 고체폐기불은 원자로건물에서 나온 부숙품， 가계률 손

질할 때 사용한 공구나 결레， 착업북 및 장갑 풍과 방사선관리 구역에서 착

용한 방호북 및 선발 둥으로 일청장소에 보관한 후 압축하여 ←부따를 최소한

으로 줄인 후 드럼으로 밀봉하여 저장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

오는 혜기물은 방사농준위에 따라 중저준위폐기물과 고준위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폐기불들은 보통 중저준위혜기물로 분류되며 고준

위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후 발생하는 혜기율을

지칭하고 있다. 통상척으로 1000 MWe급 원자력발천소 l까를 1 년간 가동하고

나면 사용후핵연료 25론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약 500톤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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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3 중저준위폐기불 발생현황

(단위 : 200리터 드럼 )

구분 운천기수 1990년발생량 총누계 저장농력

고리원자력 4 2, 491 23 , 385 32 , 906
월성원자력 231 1, 306 9, 000
영팡원자력 2 1, 296 3 , 170 13, 330
울진원자력 2 924 1, 682 5, 000

계 9 4, 942 29 , 543 60 , 236

자료 1 ) 방사성혜기물관리 장기추진방향의 정립을 위한 연구，

과학기술처 . 1991. 3
2) 1990년도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 한국천력공사， 1991. 6.

중저준위폐기울응 또한 내용의 륙성에 따라 크게 잡고체， 농축폐액고

체， 폐수지고화체， 혜필터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잡고체폐기물

이 약 50% , 농축혜액고화체가 45% 정도률 차지하고 있으며 준위가 놓은 폐

수지와 혜훨터는 5% 미만이다.

표 2.1-23 및 표 2.1-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 1 년간 국내 원전에

서 발생한 충저준위폐기물은 총 4 ， 942드럽이며 사용후핵연료는 194톤으로

국민 1 인당 24그램의 중저준위폐기물과 5그램의 사용후핵연료를 발생한 셈

이다. 또한 총누적량은 충저준위폐기물어 29 ， 543드렴이며 사용후핵연료는

총 1 ， 336론이다. 국내의 경수로 1가당 평균발생량은 연간 700드럼 수준으로

미국이나 프랑스의 연명균 800 내지 1 ， 000드럼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원으로 고려하여야 힐 또 하나의 요

소는 수명이 다하여 운천정지된 원자력발천소 자체의 처리문제이다. 측 고

준위 방사능을 띠고 있는 원자로를 포함한 1차계통과 운천중 방사화펀 각종

시설， 장비틀은 궁극척으로 제염되어 환경에서 격리되어야 할 것이다. 우

러나라도 2010년을 전후하여 고리 1호기를 필두로 원자력발천소의 폐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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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야다.

표 2.1-24 사용후핵연료 발생현황

(단위 : 론 우라늄〉

구분 운전기수 1990년발생량 총누계 저장능력

고리원자력 4 38 445 1, 233
월성원자력 95 699 923
영광원자력 2 40 148 632
울진원자력 2 20 44 578

계 9 193 1, 336 3, 366

자료) 1990년도 원자력발천소 운영현황， 1991.6. ，한국천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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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온난화， 산성1:1) 동을 바롯한 환경파괴현상은 경제성장의 외부버

경제효과로써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게 됨에 따라 환경의 충요성율 크게

부각셔켰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운 환경오염불질의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

정하는 추세이며 규제와 관련된 정책추진을 구체화시격 나가는 단계에 있

다. 이러한 여건은 국내의 발전부문에도 영향을 주께 되어 현재 국내의 주

요 발전원인 원자력과 유연탄화력의 발전비용명가에도 환경비용이 추가로

고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척으로 강화휠 전망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오염물질별 환경큐제수준 및 방법이 확립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오염물절에 대한 규제를 어느 청도로 정해야

할 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 있는 환경규제기준을 비롯하여 원자력과 유연

탄화력의 환경비용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자료는 선진국에서 추천하는 자료와 국내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였다.

1. 환경큐제

가. 국내회 환경규혜 기준

환경기준은 환경행정의 척도가 되는 환경북표로서 환경행정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자체가 행청상 규제대상이 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기준야 초과되어도 국민이나 사업자가 적접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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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책임울 지는 것은 아니다. 축， 환경기준은 환경규제 행정의 목표로서 많

은 과학척 조사에 근거하여 셜정된 것이므로 피해의 정도를 알고 이률 고려

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환경기준 설정사에는 사람의 건강보호 뿐만 약니라 생활환경의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 이률 위하여 공중의 건캉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대기중의

오염물질의 폰재와 관련하여 이미 알고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영향으로부

터 공중의 북지률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구분하여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척으로 사람의 건강보호률 위한 환경기준 설정이 보롱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대기오염청정법”에서 아황산가스， 부유분

진，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및 납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

고， 일본은 “공해대책기준법”에서 아황산가스， 부유분진， 이산화질소， 일

산화탄소， 욱시단트를 설정하고 있으며， 톡일은 “연방오염방지법”에서 아황

산가스， 이산화질소， 부유분진， 얼산화탄소에 대하여 각각 환경기준을 설정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사람의 건캉보호를 위한 1차 기준과 동 • 식물， 생

태계보호룹 위한 2차 기준율 설정하고 있으나， 톡일， 일본， 우리나라 퉁 대

부분의 나라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국내외 주요 대기환경 기준울 비교하면 표 2.2-1과 같은데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낮으므로 향후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른 공해증가 추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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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국내외 주요 대거환경 기준 비교

오염물질 한 국 미국 카나다 일 j1깅ii!. WHO

총쁨부-지」 150 75 ·70 90
( μg/m3 ) (300) (260) (120) (100) (230)

아황산가스 0.050 0.030 0.02 0.022
(S02)
(ppm) (0.150) (0.140) (0. 11 ) (0.04) (0.056)

질소산화물 0.050 0.050 0.05 - -
(ppm) ( - ) ( - ) (0. 11 ) (0.040) ( - )

일산화탄소 20.0 B.6 13 20.0
(CO)
(ppm)

주) 연명균기준치를 나타내며， 괄호내는 24시간 명균치를 의머합

(일산화탄소 제외). 한편 일산화탄소의 경우는 8시간 명균치

기준임.

한편 규제기준은 환경기준율 달성 •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각종 수

단의 하나로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들 수 있다‘ 배출허용

기준은 개별척인 오염물질배출 업소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배

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배출허용

기준은 오염물질에 대한 작접규제수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환경기

준과 배출허용기준은 목척과 수단이라는 상호관계가 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

은 환경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발전소는 규모가 크고 규제대상인 발전소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

잔부문에 대한 큐제는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척으로 용이할 뿐 아니라 규제

의 효과가 크므로 환경규제의 일차적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발전부문의

규제추세는 천세계척으로 강화 일로에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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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것이 확실시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표 2.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혈재 화력발전소에 대한 허용

기준치는 점차 캉화되어 왔으나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면 아직도 완화된 상

태임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둥 급변하는 국제무역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의 환경기준도 점차 선진국 수준으

로 강화하고. 오염불질 배출허용기준도 연차척으로 강화되어야 힐 것이다.

표 2.2-2 대기부문 배출허용거준의 국내외 비교

오염물질 S02 (PPm) NOx(PPm) 분전 (mg/Sm3 )

국별 중 유 석 탄 중 유 석탄 중 유 석탄

한 국 850-1.400 700-1.700 250 350 150 250

미 국 410 510-540 220 350-380 45 35-40

일 효'--깅L 70 - 190 130-150 200 40- 50 50-100

톡 일 140 220 440 50

대 만 1, 100 - 1.400 1, 000 700
(500) (350) (25)

(주) 괄호내는 ‘ 90년부터 신규설비에 한한 기준임.

나. 국외의 환경뮤제 정책

현재 환경영향에 대한 세계 각국의 큐제는 지구차원에서 가장 섬각한

환경 문제인 지구 온난화와 산성비 부문에 춧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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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온난화 부문의 규제는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효

과 유발가스(C02 ， CH4. N20, 03 동)에 대한 규제룹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는 1988년의 토론로 회의 및 1990년의 IPCC 보고서에서 논의된 바 있

다. 그려나 현재까지 환경규제률 위한 특별한 방법 또는 수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조차 북표설정 또는 협

정에 의한 환경규제를 설시하고 있는 형면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온실효과 유발가스 규제 목표를 2000년 내

지 2005년까지 현재 수준 또는 현재 수준보다 약 20% 정도 줄이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선전국률이 추진하고 있는 장

기 정책은 나라별로 차이률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φ C02 배출규제률 위한

기금마련 국가(네델란드)， @ 정책추진상에 조건 및 잠정조항이 부가된 국

가(톡일， 영국)， @ 경제성장에 따라 유동적인 목표를 설정한 국가(스페인，

포루루칼， 그러이스)， ® C02 배출규제 혼합정책 추진국가(미국)로 대별된

다. 세계 각국의 온실효과 유발가스에 대한 규제 정책의 주요내용을 요약

하면 표 2.2-3과 같다. 여기에는 온실효과 유발가스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성비 부문은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S02 및 NOx가 주

요 큐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율 막기 위해서는 미

리 방출 규제 목표량을 설정해 놓고 그에 따라 방출량 또는 방출 비율올 큐

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전력 부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출

이기 위하여 저공해 석탄연소 기술개발파 연료의 효율 향상， 저 유황탄으

로의 연료 전환을 촉진시키는 정책과 경제성율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탈황

및 탈질 설벼를 설치하는 정책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산성비 관련 오

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선진국들의 규제 정책을 요약하면 표 2.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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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세계 각국의 온실효과 유발가스 규제정책

국 가
~

T 요 내 용

미 국 I - C02 20" 삭감의 포괄척인 큐제률 목표로 하논 여러가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됨.

- 석탄연소효율 향상 및 가스화동의 연구개발 강화륜 강조

하여 24억불의 연구개발비 루입 계획

- 국가에너지 전략과 연계하여 규제정책 추진

캐 나 다 I - 1988년 6월 토론토 회의를 주최. 2005년까지 C02 20% 삭감

선언율 성립시킴.

- 1989년 8월 상기 공약의 추진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에너지장판회의 개최， 배출삭감안은 합의되지 못하였읍.

(20% 삭감에 1.080 억불이 필요하나， 소비자는 1.920억불

절약가놓)

- 토론토 회의 후속조치로 오타와 회의률 개최， 기본조약의

골자안으로 대지신탁기금의 설립제안(1989년 2월)

영 국 I - 하원 에너지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얀율 검토중(과세，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 헤너지정책 채검토중 환경차관이 제안한 과세안을 국제척

으로 검토중

- C02 에 대한 2005년의 규제목표를 1990년 수준으로 유지

시킬 계획임.

프 랑 스 I - 국내적으로는 자국의 C02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주로

국제척 협약문체 퉁에 얼성척으로 참여

- EC를 중심으로 설립추진 구상충인 유럽환경기구에 동구의

참가 척국핀유 합의

- CO，에 대한 2000년의 규제 목표률 1990년 수준으로 유지

사킬 계획임.

톡 일 I - 종합대책을 정부내 위원회에서 심의후 1989년 보고서 제출

- 따라 정상회탑에서 하우스만 경제장관은 C02 배출 삭감은

극히 중요하나. 에너지 기본정책은 석탄사용 폐기에 있지

않고. 석탄연소시 유해물질제거 연구의 훨요성을 주장

- 1990년 5월 지구환경문제 해결율 위한 에너지기술 국제

회와 주최

- C02 에 대한 2000년에 규제 북표률 1987년 수준에서 2591>

감축시킬 계획임.

(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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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z.
"I 요 용

내텔란드 I - C02 배출의 동결 또는 삭감소멸채안을 지향， 향후 4년간

8% 삭감안이 유력， 에너지 효올향상에의 지출 증가

- 지구온실효과에 따른 해수면상승 가농성으로 국민의 관심

이 급증. 1989년 9월의 총선에서 국민들은 경제성장율 희

생하는 형태로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환경보호계획안

(C02 배출량율 2000년에 1989. 1990년 수준에 동결하고，

국내의 환경오염율 70" 감소)율 기대

스 웨 댄 I - C02 배출의 현수준동결 계획， CO2 배출세 부과

-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효율의 향상 @ 척극척 에너지

절약 @천연가스의 도입을 기본으로 함.

일 본 I - 일본정부는 1990년 10월 지구온난화 방지 행동계획율 결정

CD 환경보전형 사회의 형성(정신적인 규정)

@ 환경의 보천과 경제의 안정적인 발천의 양립

@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

- 1 인당 C02 배출량을 2000년이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

한다는 목표 설정

스페인

포르루칼

그리이스

- EC 협정에 의한 온실가스 규제정책 수행예정

- EC 협정은 해당국이 EC의 포괄척인 목표하에서 추진되게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EC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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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세계 각국의 산성비 관련 오염물질 규제 내용

국 가 주 요 내 용

미 국 I - 캐나다와의 외교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간 환경파과 방지

몹척으로 석탄화력과 자동차의 배기가스규체 뭉율 골자로

하는 대기 정화법안 개정안율 발표

- 대기오염물질의 장거 리 국가간 이동방지조약에 기초한

NOx 규제 협정서에 합의

캐 나 다 I -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환경문제에 적극척으로 대처함.

- 1984년 몬트리올 환겸각료회의에서. sax 배출량율 기준년

대비 30" 줄이자는 “ 30" 클럽”율 탄생시킴.

영 국 I - 산성비 피해의 수출국으로 북유럽국가의 비난율 받고 있는

영국도 1984년 런먼정상회탑 이래， 화력발전소의 탈황대책

동에 몰두하기 시작

- 최근에는 집핀 보수당이 공해대책， 생활의 질 향상 동에

주안점율 둔 산환경법의 제정율 표명

프 랑 스 I - 파리 정상회담에서 C02 배출제한지지， 산성버 대책을 위한

다국간 협력추진， 열대립 보유국가에 대한 자금 및 기술

협력 지원둥 지구환경문책가 폭넓게 포함된 경제선언 채택

묵 일 I - 초기에는 산성비문쩨에는 소극적이었으나 국내의 삼림

피책가 심각해Al 자. 1989년 9월 ‘·시장경제와 환경보전“

이란 보고서률 롱해 환경보호률 위한 기본초치의 하나로

세제 개혁을 지지하는 방침율 밝힘.

스 웨 덴 I - 산성비 문제률 최초로 제기. UN 환경개발회의 개최를 제창

- 그후에도 유럽경제위원회 국가간 대기오염방지 조약체결，

1982년 스룩흘름에서 산성비 대책 관련 국제회의 주최둥과

같이 항상 국제여론 형성， 국제협력 및 제도 수립에 션도

척인 역할 수행

얼 본 I - 1990년 6월 종합에너지조사회에서 21세기률 천망한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을 보고

- 이 보고서는 금후 일본의 에너지정책 수립시 차원제약문제

와 환경문제률 고려할 것율 강조합.

- 그 결과 에너지절약과 비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대쩨

에너지로 전환

E C 1- 유럽전역의 환경자료 수집과 보전대책안을 수립 •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유럽환경청’ 설립 제안을 채택(198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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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부문의 환경비용

가. 원자력발전과 환경오염

전력공급의 기술 혹은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무엇이건 간에 천력을 생산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에 비경제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천력공

급을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대기， 수질， 토양 동에 대한 오염물질

또는 폐기불의 방출 및 쳐분은 단기적/장기적 지간에 걸쳐 다양한 총류의

요소졸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자력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은 대부분이 방사성물질율 통한 것으로써

지표수， 지하수， 토양 풍의 오염 및 이를 통한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륙징이며 원자력벌잔의 싸이를과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및 비용부분율 요약하면 표 2.2‘5와 같다.

표 2.2-5 ‘원자력발전의 환경오염

단 계 환경오염(물질) 주요환경비용

선행핵연료주기 토양，수질 ’

(주로 채광단계)

전력생산과정 수질，부지 저준위 방사성

저준위 방사성혜기물 폐기물처분비

후행핵연료주기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처분비

시설의 폐지 해체폐기물 폐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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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율 통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화력발전의 경우와는 달러 발

생원으로부터 일정범위내에 있는 국지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조사로 인해 안체에 직접척인 영향을 주는 위생척

효과 륙， 방사선조사선량의 규처l 에 따른 효과 및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생

활환경에 관련된 환경오염부분율 중심으로 언굽하고자 한다.

나. 각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

국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성폐기불윷 방사능의 정도와 포함된 방사

성핵종의 반감기를 기준으로하여 5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

에 대한 취급방법 또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율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둥으로 분류하였는데 이틀의 륙성을 간단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준위폐기물은 방샤션의 자폐와 함께 상당량의 발생옐로 인해

어떤 쳐리를 하기 전에 먼저 냉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또는

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의 얼부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둘째， 중준위폐기불운 방사선의 차폐는 필요하나 냉각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유지·보수 및 원전의 해혜시에 발생되

고 있다.

세째， 저준위혜기물은 취급， 저장이 용이하고 일반 묶성폐기물과 비슷

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운천 및 유지보수과

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방사성폐기물이 이에 속하며 원천의 해체사에 발

생되는 혜가불의 많은 부분이 이에 속하고 있다.

저춘위 방사성혜기물의 영구처분은 이미 여러나라에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율 하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혜기물 묶， 사용후핵연료 또는 재처리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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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의 영구처분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진행은 아직 미

진한 상태에 있다. 현채 세계 각국에서는 중· 저준위 및 고준위 폐기물악

영구처분시설올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국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장 계획을 요약하면 표 2.2‘6과 같다.

표 2.2-6 각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국 가 기본 계획 관현 기관 쳐분 방법

。 DOE 핵혜기물정책법 1982에 。 NRC: 상업용 。저준위폐기불

의거하여 1993년부터 MRS시설 폐기불을 처분시 천총

의 건설을 착수할 계획이며 판장합. 매몰방법을

1998년부터 MRS시설을 운영할 。 DOE: 정부주관 채택하여

계획이다. 사업(국방，에 왔으나 이에

미 국 。 저준위폐기물의 처분장으로서 너지연구계획) 대한 신뢰도

현재 네바다，사우드 캐롤라이나， 관련 폐기물을 가 첨차 약화

워싱턴주의 3개가 운영중임. 판장함. 되고 있음.

。 상업용 저준위혜거물을 A ， B ， C로

구분하며 157R소의 신규 폐기물

처분장을 개발할 계획임.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 원자력산업 。 현재 발생중인

국내전략의 개발책임은 방사성폐기물 혜기물은

환경부장관에게 있음. 관리회사 Drigg 처분

。 NIREX는 Dounreay와 (NIREX) 시설에

Sellafield 두 지 역에서 천충매몰시킴.

여。 국 중 저준위폐기물의 처분장 건설을

위한 부지조사작업을수행중이며

현재의 계획으로는 2005년에 처분

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았음.

。 BNFL은 20년의 저장용량을 갖는

저준위폐기물저장시설을1990년

부터 Sellafield에서 운전개시 .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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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기본 계획 관련 기관 처분 방법

。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는 재쳐 리 。 최종적인 책임 。 최초의 처분

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구 은 정부가 짐. 장은 암염폐

처분은 재처리의 보완개념임. 왕 이었으며

。 방사성폐기불은 모두 심충암염 현재는 혜철

충에 처분하도록 되어있읍. 광산울

톡 일 。 실험적인 Asse처분장에 이어 개발중임.

‘
상업규모의 충· 저준위처분장으로

1990년대 중반에 운영예정인

Konrad철광산 처분장이 계획됨.

。 고준위 발얼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혜기뭄처분장으로서

Gorleben 처분장야 2008년경에

가동예정임.

。 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이 。 일본핵연료 。 지충쳐분 및

로카쇼푸라에 1990년 11월부터 산업주식회사 해양루기처분

일본원연산업(JEFI)애 의해 시작. (JEFI)

。 고준위폐기물의 지질학척 처분을 。일본동력로

일 본 우l 하여 일본동력로핵연료개발 핵연료개발

사업단(PNC)과 일본원자력연구소 사업단

(JAERI)가 연구를 수행중임. 。 일본원자력

。 PNC는 훗카이도의 Horonobe시 설에 연구소

고준위혜기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 방사성혜기묻에 관해 정부가 관여 。 원자연료· 。해져동굴처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정책임. 폐기물관리

o 중· 저준위폐기물처분장인 SFR운 회사(SKB)

A웨댄 1988년부터 운영이 시작됨. (수송.처분，

。 1992년까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저창 담당)

후보지 3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2020년경에는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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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어서 방사성폐기불 관리사업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의 표 2.2-7과 같다.

표 2.2-7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계획

구 내 용

。 기본방침

(제 220차

원자력위원회

결정，’88.7)

o 사업계획

(제 221차

원짜력위원회

의결，’ 88.12)

。 사업개요

- 중· 저준위 방사성혜기물 완리를 위하여 지충매몰식

의 영구처분시설을 ’ 95년 12월말까지 건설한다.

- 사용후핵연료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율 ’ 97년 12월말

까지 원전부지 이외의 장소에 집중식으로 건설한다.

- 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가동시까지 원전의

중· 저준위 밤사성폐기물 빛 사용후핵연료는 한국천

력공사가 원전부지내에 관리한다.

- 관계부처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을 협조한다.

- 기본방침에 따른 사업계획은 ’ 88년 9월말까지 수립

한다.

- 계획기간: ’ 85년 - 2000년

- 루자규모: 7, 006.6 억원

- 재원: 방사성폐기물 관러기금

- 종합관리시설 건설 운영 . " ..... " '3 ， 298.9억원

* 부지확보: 150만명(임해지역)

* 영구처분시설: 25만 드렵， 동굴처분

* 중간저장시설: 3.000론， 습식저장

- 기본지원시설 확보 , •.•.••.• 1 ， 200.7억원

- 연구개벨 " ‘ “‘ ‘ 483.9억원

- 국민이해·지역협력 " 50.0억원

- 인건비， 일반관리비 , •••. ····1 ， 527.7억원

- 예비 비 445.4억 원

겨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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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환경비용

원자력의 환경비용과 관련된 비용요소를 져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비，

고준위 방사성혜기물 처분비， 원전의 폐지비용(decommissioning cost)동으

로 구분하여 천개하고자 한다.

(1) 발전단가와의 관계

천력생산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쐐기물은 대부분 저준위이고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나 재처리공정의 일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핵확 정책에 따라 재처리는 하지 않으므

로 고준위 폐기물로는 사용후핵연료만 해당되고 있다. 현재 전원별 경제성

명가에서 이용되고 있는 총발전단가의 세부 분류형태와 원자력발전의 환경

벼용요소와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 2.2-1에 나타나 있다.

볼리척 흐름도 발천탄가 구성도

폐기불휴류 처리단계 2찬릎료 1찬릎릎

원

자

력

발

전

저준위

폐기물

--) 자

까、

-‘-

고준우!

혜거물

:그-

본비 τ。r

전 총
거비 끼。T r--

지 발
기물처리비- 비

r-- 천

단

행핵연료버- 핵 가

여‘- 뉴--

료

행핵연료비- 비

자본투자비(건설비)

(사용후

핵연료)

그림 2.2-1 원자력 환경비용과 발전단가와의 관계

- 86 -



위의 분류형태는 국별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률 들면 GEeD국가들의 발전단가를 비교힐 경우에 펴1지비용(철거비}율 별

개의 비용항북으로 분류하고 있거나 후행핵연료주기 부분에서 재처리가 포

합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세분확 항목 둥에 의해 붙류형태 빛 바용의 고려사

항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2) 방사성폐기물관리비의조성

우리나라에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수입을 재원으

로 하여 한전 자체척으로 관련 기금을 충당금 형식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사

업의 운용 및 사업비 지출은 과학기술처 및 원자력환경관리센타를중심으로

하여 수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준위 및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련된 기금의 조성과정

과 원자력환경관리센타가 방사성폐기물사업비률 조달하는 경로는 어떠한

가에 훗점을 맞추어 전개하고자 하며 또한 위의 과정을 통하여 적립된 비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방사성혜기불 사업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방사성폐기물 판리사업의 지침에 의거하여 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

시설의 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자금의 공급원은 한국

전력공사임-

- 방사성혜기물 처분충당금은 한전의 회계계정중 사후처리충당금계정을

근거로 하여 한전 자체적으로 매년 척립해 오고 있읍.

- 원자력환경관리센타의 방사성폐기물사업비는 매년 과기처를 .통하여

조달받게 되고 과기처는 훨요 비용을 한전에 세금의 형태로 분기별

로 요구하고 있으며 한전은 자헤척으로 적립된 척립금중애서 위의

비용율 지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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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의 박사섯혜기볼 기름척련과청

회계계청 (A)세부계젓한폭 (B)기픔조생

사언비 초탑과첫

..--

•-- 당해년도 방사성

사 I-- 폐기물처분충당굽

한 후

국 처

전 f-- 리 뉴-- 당해년도 사용후

력 비 뉴-- 핵연료처분충당금

공 총

사 당

금 I--- 당해년도 발전소

•-- 철거비충당금

-

(C)

한죄 자금요챙 과 사업벼요청 원

기
/

학 /
자、 、

기 력

의 술 환

적 자금조달 처 사업벼조달 켜U

립
、 、‘ 관/ /

~l 〈’ 89년-현재〉 c]
〈한전자체적 금 셰‘~

으로 운용〉 관 타

〈’ 83년--현재〉 리

밖사섯폐기를꽉 ~l기뮤운용부분

그립 2.2-2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조성 현황

위의 그럼에서 나타난 (A) , (B ), (C)의 내용율 구체척으로 살며보면 다

음과 같다.

(A)의 비용항목별 당해년도 충당급울 산출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당해년도의 방사성폐기물처분충당끔(저준위폐기물처분비) :

= 누계발생량(드럽) X 301.700원 X 물가상승률 - 기착럽액

<301. 700원은 ’ 84년 불변가격으로써 드럼당 비용임〉

〈물가상승률은 ’ 84 년 시점부터 당해년도까지의 수치입〉

• 당해년도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충당금:

=누계발생량(kgU) X 462.550훤 X 불가상승률 - 기척랍액

(462 ， 550원은 ’ 84년 불변가격으로써 kgU당 비용임〉

〈단， 중수로의 누계발생량은 실발생량의 25%률 적용함〉

〈물가상승률은 ’ 84년 시점부터 당해년도까지의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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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에 있는 한전의 연간 기금척럽의 현황 및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관련 요율을 비용항목별로 요약하면 아래의 표 2.2-8과 같다.

표 2.2-8 한전의 방사성폐기물기금 적립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저준위혜기물 처분바

1983 25.490(2.843) 722(0.086)
1984 28.540(2.420) 383(0.032)
1985 35 , 231(2.104) 1.494(0.089)
1986 41. 347( 1. 460) 784(0.028)
1987 67 , 584( 1. 719) 1, 163(0.029)
1988 92 , 149(2.298) 1.287(0.032)

주) 괄호안의 숫자는 원자력의 발전량에 대한 관련 요율(원IkWh)임.

(C)의 방사성폐기물 환리사업비 요청단계에서 과기쳐로부터 한전에 제

출된 연간 자금 및 관련요율 현황을 보면 다읍과 같다.

연도 요구액 요울

1989 198. 11억원 1. 411 원 IkWh

1990 667.18 억원 1.335 원 IkWh

1991 543.46 억원 0.998 원 IkWh

1992 0 0 원IkWh

주) ’ 89년 요구액 및 요율은 ’ 89년 하반기 부분만울 고려한 것임.

단， (C)의 요옳산정단계에서 사용왼 연간 원자력발천량은 차기년도에

대한 예측된 발전량이기 때문에 실적발전량과는 약간의 차아가 았으므로 요

율을 비교· 명가힐때는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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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원계획에서의 환경비용

동력차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여 매년 수립·보완하는 장기천원개

발계획에서의 전원별 경제성명거에 사용되는 자료중에는 앞의 원자력발전

환경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계획에서는 미래의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기 때둔에 현재 회계적으로 지출되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기준율 설정하여야만 한다.

고준위 및 저준위의 방사성펙기물 처분비와 원자력발전소의 폐지비에

있어서는 방사성혜기불처분과 원전 펴l지경협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에 대한 비용율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외국 특히 일본의 수치를 참고로 하

여 천원계획에 척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원계획용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운전유지비와 핵연료비에 각각 포함되어 있고 이를 산정하는 삭은

한천의 회계계정인 사후처리충당금에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전원계획(WASP 입력자료)에서 척용되는 환경관리비용의 산출식과 사용

근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져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비

。 기본천제:

구 PHWR 700 MWe PWR 1, 000 MWe

폐기불발생량 500( 드럽/년) 1 ， 500( 드럼/년)

드럽당 쳐분비 301 ， 700원(’ 83.1271 준)

물가상승률의 기간 ’ 84년부터 계획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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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로(PHVlR 700MVle급) 폐기불처분비용{비용/년. kWe)

500( 드렴/년) X 301 , 700 X물가상승률
-

700 , OOO(kWe)

。 경수로 (PWR 1 ， 000MWe급) 폐기불처분비용(비용/년. kWe)

1 ， 500( 드럽 /년 ) X 301, 700 X물가상승률

I , OOO , OOO(kWe)

• 사용후핵연료처분비용

당해년도의 사후처리비충당급에서 매년 산출되는 척럽금액율

차기년도의 천원계획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척용된 실

척치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mi 11 s/kWh)

구 PHWR 700 MWe PWR 1, 000 MWe

’ 88년 천원계획 3.02 2.03

’ 90년 전원계획 3.65 3.04

• 철거버

사후처리충당금 계정에 의해 매년 적립되고 있는 금액은 원전

펴1지비용에 관한 일본 통산성자료를 인용하여 계산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산출방식과 척립금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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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도 철거비충당금 산출을 위한 거본전제

용 량 1, 100 MWe

비 용 99 , 420 백만원 ( ’ 84년 불변가격 )

불가상승률 ’ 83년 12월부터 계획시점까지

。 당해년도 철거비충당금(비용/년)

--
99 ， 420백만원X불가상승률X용량보정계수X경과년수

- 기척립액

25

〈용량보정계수: 0.2352 + 2.173 X 10- 4 X 열출력 (MWt)

0 한천에서 매년 척립하고 있는 원자력발천소 철거비용의 척립금

현황을 보면 표 2.2-9와 같다.

표 2.2-9 철거비 척립금 현황

연 도 적립금(백만원) 요율(원IkWh)

1983 6.212 0.693

1984 6. 764 0.574

1985 24 , 334 1. 453

1986 17 , 383 0.614

1987 19, 452 0.522

1988 26, 08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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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완자력발전소의 폐지비용

{가) 폐지의 개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폐지의 정의는， 어펀 설비를 본래의 서버스

기능으로부터 철수시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actions)을 지청하며 원자력발

전소악 폐지를 정의할 경우에는 폐지의 궁극척인 목적율 부지내의 모든 방

사성 물질울 정화시켜서 방사능에 대한 규제 없이 부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데에 두고 있다.

원전펙지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기술적 수명기간의 종료， 운전율

불가능하게 하는 사고，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안천성조건의 미비， 운전의

벼경제성 동을 옐거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도 비경제성으로 인한 경우가 폐

지의 주요 원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원자력시설의 폐지에 대한 경험은 상업용 원천율 제외한 경

우 상당량 축척되어 있으며 완료 혹은 진행충인 원자력시설 폐지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약 1507£ 에 이르고 있다. 이에 관련된 보고에 따르면. 20세기

말까지 약 6071 의 원자력발전소 및 25071 정도의 연구용 원자로가 폐지 대

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수명기간의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30년의 수

명기간을 가정할 경우 혜자되어야 할 연구용 빛 발전용 원자로률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2.2-10과 같다.

폐지비용은 건설비와 비교할 때는 작은 비용어지만 폐지작업을 수행하

는 시점에서의 절대적인 큐모로 볼 때 커다란 채정척 부담을 주게 되기 때

문에 버용에 대한 예측과 비용조탈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전력사

업의 채무척 건천성 유자 뿐만 아니라 향후의 천원개발계획에도 충요한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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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0 20세기말까지 폐지예정인 원자로의 누적현황

(단위:기수)

연 도 연구용 원자로 발천용 원자로

1991 137 17

1992 154 21

1993 172 22

1994 195 25

1995 210 33

1996 226 38

1997 233 44

1998 242 48

1999 244 59

2000 256 64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륙성 혹은 폐지작업활동과 관련된 세부척 사항에

중점을 두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폐지비용의 산출을 위한 펴I지계획수립의 총

체척인 문제률 중심으로 하여 계획수립 및 비용추정에 관련된 요인과 경제

변수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나) 폐지계획수립

원자력발전소의 폐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전략의 수립， 해혜기술

의 현황， 자금의 소요량 및 조달 풍을 비롯하여 여러 정책적 요인율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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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요인들의 범주와 개별적 륙성을 요약하면 아

래의 표 2.2-11과 갈다.

표 2.2-11 폐지계획수립의 고려사항

1차 분류 2차 분류 관련 내용 계획수립에의 영향

국가의 。 정책결정자，규제기관， 。 관환큐정.기준의

원자력 큐제， 폐지수행자들 사이의 법휘안에서 폐지

정책적 개발 정책 책임한계(업무범위) 활똥의 결정.륙，

=톨르T -」L〈ji 요인 。 방사선방호 및 폐기물 설비륙성에 비해

처리에 관련된 기준 및 기준이 엄격할

규정 때에는 해혜시기

。 방사성폐기물 관련정책 의 지연이 필요

(설비건설 및 관리정책)

설비특성 。 설비내의 잔류방사농 。 예상 혜기물량，

요인 위치 및 종류， 양 총휴，방사선의

。 구조불의 채질， 운전 종류에 따른

~~ι~ 접근법의 차이

방사생

물 질 환경，작업자 。 방사선노출을 척정수준 。 혜치단계별 시기

=E=r 처。 안전성보호 까지로 제한하여야 합. 및 방사성 물질

요인 。 ALARA(As Low As Rea- 제거방법의 변화

sonably Achievable)

방사성폐기불 。폐지조치사 발생하는 。 폐기물저장，처분

관려 요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시설의 확보여부

처분을 위한 시셜의 에 따라 폐지전

확보 략 및 시기 결정

기술적 폐지기술 。 기술진보에 따른 작업 。 향상된 기술척용

=f프T -JtL」i 진보 요인 자 피폭， 비용 동의 으로 해체시기의

감소가 기대됨. 조정 가농

(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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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분류 2차 분류 관련 내용 전략결정에의 영향

폐지비용 。 펴l지활동단계별로 。 폐지천략의 선택

확보요인 소요되는 자금의 확보 에 따른 비용규모

및 조달과정 여부 및 지출시점 변화

경제적

륙 성 부지사용 。 천원시설부지의 조건을 。 부지의 가용성，

요인 이미 갖추었음 사용의 긴급성에

。 송·배전시설의 기확보 따라 천략조정
i

비용환경 。 인건비 상승옳 。 상승율에 따른

요인 。물가상승율 전략우위성 변화

。 폐기물처분비 변화 。 단계별 작업시기

의 변화

사회적 0 폐쇄된 발천소의 방.*} 。 공중인식조화 및

사회척 요인 에 대한 인식된 위험 설칙 상태의 지

-E=r A。4 의 변화 연을 유발하는

。 고용자로서 피고용인 폐지전략 구사

에 대한 사회척 책임

폐지계획의 수립은 판련 요인률의 척절한 결합(혹은 가중치)을 고려함

과 동시에 폐지계획의 사잔척인 요인 뿐만 아나라 활동의 수행에 따른 사후

척인 효과률 총체적으로 분석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위의 각

각의 요인(특생)들은 서로 톡힐척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륙히 경제척 륙성

에 포함된 여타의 륙성변수와 긴멸한 관련성율 갖게 된다.

위에 분류한 표릅 중심으로 하여 폐지계획(전략)수럽에 영향융 주는

각 요인들의 상관성을 개략척으로 나타내면 그립 2.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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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륙성 요인 f---

、 방사선 요인 : 제엽， 방사성폐기불의 양
/

/ 、

r>- 폐지활동수행 여건 및 종류

/
수송，처분 풍의、

Infrastructure

폐지비용(착업활동중심)

비용환경요인:

인건버상승율， I폐지비용 확보여부 l불가상승올
、 /
/ 、

정책척 륙성: 방사성폐기물

큐제，개발환련
、

폐지계획(천략)수립
/

관리요인/ 、

정책 : 처분시설

사회척 요인

그림 2.2-3 폐지계획수립의 요인별 상관도

(다} 폐지 대안(alternatives)의 비교

원자력설비의 수명기간이 종료한 후에， 설비률 방사능에 대한 위험이

없는 안천한 상태로 만툴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의 방법에 따라 폐지의 대안

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7.1 금까지 보고된 폐지대안(단계)은 대학 세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문헌에 따라 통일한(또는 유사한) 방법에 대해서 각각 다른 용어률 사용하

기도 한다. 륙， IAEA에서는 Stage 1, Stage 2. Stage 3 동으로 분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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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 보고서 에서는 SAFSTOR , ENTOMB , DEcor‘J 풍으로 나누었으며 , AIF 보고

서에서는 Mothballing , Entombment , Prompt Removal/Dismantling 둥으로 분

류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통일한 대안에 대해 명칭만 탈리 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툴 용어중에서 가장 낼리 통용되고 있는 IAEA 분류방

식 용어률 기준으로 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서 말하

는 단계 (stage) 란 최종운전정지후에 처읍으로 플랜트에 취해지는 조치의 형

태(플랜트의 불리척 상태， 보호조치)에 의해 구분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식해야 할 것은 이툴 폐지단계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혜지활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Stage 3에 해

당하는 조치가 최종척으로 취해져야 합율 천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척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머지않아 직면하게 될 가용 자

원의 부축 혹은 기술의 발천 동올 고려하여 폐지단계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축， 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폐지전략의 수정이 단계척인 채원의 준

비를 거쳐 최종적인 해체철거가 언제쯤 가농할 것인가 또한 사용 가눔인력

의 확보문제는 어떠한가 둥의 문제틀 종합척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 2.2-12에서는 위에 설명한 세가지 폐지때안의 주요 륙성율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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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혜지대안별 륙성 비교

구 Stage 1 Stage 2 St앵e 3

。 원자로에 대한 1차 。 원자로에 대한 l차 。 기준치 이상의

플랜트 오염보호벽은 유지 오염보호벽은 최소 방사농율 포함

및 。 격납용기 (CB) 건물 한으로 축소됨. 한 물질，기자

기자채 내의 습도，방사능 。 쉽게 해체가능한 재，건불 둥은

상 EH 은 조절가농케 함. 부분은 제거시키고 모두 제거함.

。 CB 건물내의 접근 제염후에는 CB 및 。 다른 북척으로

통제 통풍시스템이 수정 의 부지사용이

또는 져l 거 가농합. 허용됩.

。 부지내외의 강시가 。 외부환경 및 보호 。 방사능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됨. 벽에 대해 주기적 인한 접큰제한

보호 。 계속척인 검사를 인 검사를 수행함. 이 없읍.

빛 수행합(방사능 누출 。 봉인된 부분의 。 더 이상 감시

감사 혹 방사선조사선 외부겸사 수행 가 필요 없읍.

량검사 및 외부침입 。 CB에 대한 방사농

의 통제). 누출측정은

펄요 없음.

Stage 1 --) Stage 3 Stage 2 --) Stage 3 St앵e 3

소요 。 준비기간(9 - 12) 。 준비기간 (27 - 39)

기간 。 휴면기 간( <600) 。 휴면기간( <1200) 。 총(66 - 84)

(개월) 。 지연된 해체작업 。;xl 연된 해체작업

(58 - 76) (55 - 72)

(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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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Stage 1 Stage 2 Stage 3

。 시간，비용，작업자 。 Al 연된 해체작업 。 부지 및 시설

조사선량，방사성 수행사 방사농의 의 재활용

장 폐기물저장소 동의 현격한 잠소로 。 당해시설에

최소화 해헤작업 (Stage 3) 이 익속한 숙련

。 주변 원전시설의 가장 용야합. 된 인력의

폐기물저장사설 。휴면기간 동안의 활용

점 부혹시 이용 보호.통제조치가 。 부지 및 설비

。 지연펀 해체작업 Stage 1 에 비해 의 감사가

수행시 혜기불 및 척음. 필요 없음.

방사농의 감소로

인해 작업 용이

。부지 빛 설비에 。 부지，설비에 래한 。 작업착의 방

대한 지숙적인 주기적인 검사 및 사농노출이

단 보호.감시가 필요 보호가 요구됨. 섬합(작업의

。외부환경보호， 안전 。 휴면기간 동안의 어려옵) .

성의 확보가 휠요 부지활용이 제한됨. 。 일시에 많은

。 지연된 해체작업 。 지연된 해체작업 비용이 소요

처l:1 ·수행시 당해설비에 수행시 당해설비에 。 방사성폐기물

익숙한 인력의 부촉 숙련된 인력의 부쪽 처분장소가

o 휴면기간동안 부지 대규모로

의 활용이 제한됨. 필요합.

。 미래의 규제조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라) 혜지비용의 분석

1) 비용 요인의 분류

여러 기관에서 분석·보고된 폐지비용의 예측치는 서로 간에 많은 차이

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차척으로 정잭척 요인， 부지륙성적 요인， 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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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척 륙성요인， 작업활동의 내역， 방법론 동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폐지수행을 위한 작업활동의 법위 및 예비비의 비율차이 동을

지칭하는 비용항북 그 자체의 변화정도에서 원인율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큐모 상업용 원전의 폐지경험이 천혀 없다는 점이

폐지작업의 내용 빛 작업의 비용추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현상율 만틀어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실제척인 폐지작업의 활동분석에 춧점율 두지 않고 각 작업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단계의 요인율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였다. 수행

될 작업의 분류 및 체계화는 IAEA , NESP 보고서률 통하여 어느 정도 세분화

되어 있으며 이논 발전소의 운영 및 설비륙성과 제염， 해쳐l 퉁에 관련된 상

세한 기술척 내용을 종합척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분석은 보다 많은 노력과 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래의 폐지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범주별 내용과 비용 관련 요인의 위

상율 요약해 보면 표 2.2-13과 같다.

표 2.2-13 폐지비용의 단계별 분석 내용

제 1 반계 1)비용영향요인 2)폐지활동 3)폐지비용항목

분석

- 전략적 요인 - 제염 - 제염비용

- 규제적 요인 - 절단 - 혜기물처분비용

- 경제척 요인 #“ - staffing costs

- 기술척 요언 - 계획 및 완리 - 안전，보안유지비용

- 부지특성요언 - demoli tion - 구조물 해체비용

제 2 만계 - 1)과 2)의 요소별 상관도 구축 및 효과

분석 - 2)와 3) 의 요소별 상관도 구축 및 효과

- 1)과 3)의 요소별 상관도 구축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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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비용의 결정 및 변화정도는 여러 요인틀의 합수식에 의하여 표시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요인률이 톡럽척인 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상호

간에 서로 관련성(피이드백 특성)율 갖고 있는 것이 일반척이다.

다음에서는 비용에 관련된 요인의 포괄적인 분류에 대한 내용율 설명하

였다.

가) 전략척 요인

폐지전략외 설정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픈 요인률에 비해 절대척이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거시척 관점에서 판단하면， 대부분의 요인틀에게 직접

척안 영향율 주게 된다. 륙히， 수행시점에 따라 변화가능한 요인률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혜지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Stage 3의 해채률 실시하기까지의 천략 분류 :

- 륙시 Stage 3을 실시합.

- Stage 1 수행 --) 휴면기간 --) Stage 3 수행

- Stage 2 수행 ‘-) 휴면기간 --) Stage 3 수행

툴째， 위의 혜지전략에서 나타난 단계별 수행시기의 결정에 관한 것

으로써 휴면기간의 장단에 따라 륙정자워지며 이는 처분될 방

사성폐기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위의 휴면기간 선택은 방사성핵종의 반감기를 고력하여 결정하는데 전

체적인 폐지비용과 방사능의 종류 및 양의 감소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천략별로 서로 다로께 결정되어진다.

나) 수행활동의 범위 (activity range)

정해진 폐지전략에 따른 단계별 폐지활동의 내용은 수행자체에서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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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의 활동범위 빛 비용에도 영향을 주게 된

다. 축， 현채의 제염활동 정도에 따라 미래의 작업자 방사선조사량 및 야

에 관련된 비용율 감소서킬 수 있으며 Stage 1 수행의 경우 custodial ,

passive , hardened 등의 선택에 따라 이후의 감사， 보호 활동의 비용에 영

향을 주게 된다.

다) 부지특성 요인(site-specific factor)

펴1져 대상인 설비의 불리척 륙성 빛 플랜트의 입지 조건에 따라 수행휠

작업량 및 범위， 지역적 륙성울 고려한 인건비， 수송비 풍의 요소가 많은

영향율 받게 된다. 이에 포합되는 주요 내용율 혈거하면 다음과 같다.

- 완자로의 형식 및 설계 (type and design) : PWR , BWR , HWR 풍의

구분에 따른 차이

- 규모 및 운전이력 (size and operating history) : 시설용량과 운전

기간중의 출력형태에 따라 방사성 핵종의 종류 및 양

의 추측이 가능합.

- 부지내의 기수(numbers of unit on site) : 기수의 증가애 따라

폐지활동의 효율성 증가에 영향을 줌.

- 위치(location) : 인구밀집지역으로 부터의 거라정도에 따른 보험

비용( insurance) , 인건비의 차이 폰재. 혜기물 수송

비의 차이 초래

라 ) 큐제 륙성 (regulatory characteristics) 요인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및 작업자의 방사선 조사량 제한 둥을 포함

한 혜져활동 관련의 큐제기준은 폐지작업량 및 루입인원수， 작업시간 동의

요소에 영향을 주게 되며，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처분에 대한 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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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 shipping , transportation 비용 및 단계별로 요구되는 폐기물저장

부지의 확보 및 혜기물의 형태별 저장방법 조건 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factor)

제업 및 해체를 바롯하여 폐지에 이용되는 작업영역은 상당히 많은 종

류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틀 각각의 영역은 사용되는 기술에 따라 비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륙히， 원격 조정， robotics 풍의 분야에서 깨발되

는 새로운 기술은 작업자 방사션조사량 감소 빛 작업의 효율성 증가를 통하

여 혜지비용의 감소에 커다란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71 발생장치(S/G)의 절단 갯수에 따른 처리비용(packing， shipping ,

burial 비용)의 증감운 사용하는 기술에 따른 비용효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원자로 용기 및 방사농에 심하게 오염된 설비의 비용예혹에 있어서

는 비용변화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요인들이 폐지비용에 어떠한 경로룰 롱하여 어떻게 효과

률 주는가를 전략적 요인 변화에 한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흐름도률 도시하

면 고립 2.2-4와 같다.

대안 A) : Stage 3의 즉각척 시행

대안 B) : Stage 1 또는 2 시행 ----) 휴변기간 ----) Stage 3의 시행

〈흐름도의 내용 : 대안 A)에 대한 대체안으로써 대안 B)률 선택했율 경우

의 상대적인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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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 B)

비용감소 효과 I I 비용증가 효과

부지륙성

요인

- 원자로형식

및 설계

- 운전여력

설비내의 방사농 종류

써 및 양의 감소

- 제염의 양 감소

- 원격조정의 양 감소

- 작엄자의 방사선보호

조치 감소

- 방사성폐기물의 수송，

처분 양의 감소

- 노동생산성 증가

(기술의 발달에 의합)

필요 작업량의 감소

연간지출비용

- 안천성，보험，

유지에 대한

연간고정비

- licensing

fees

혜기물처분비 및

경제환경변수의 변화

->

」녁 대안 B) 의 효과비교 뉴}

그립 2.2-4 천략설정에 따른 효과분석

2) 혜지비용의 구성 및 추정현황

원자력발천소의 혜지비용에 대한 예륙은 폐지경험의 부혹으로 인하여

아직 성숙한 단계에 있지는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예측치를 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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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비용추정율 위한 기본척인 것으로써 비용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

는 각국의 경쩨상항과 기술수준 빛 원차력정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서 아래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대표척인 사례로서

미국과 일본의 비용구성 예혹치률 설펴보고차 한다.

표 2.2-14 폐지벼용의 구성 내역

‘〈미국의 경우(l) <자료원:AIF-NESP， 1986.5)

비용구성항폭 PWR 1, 100 MWe BWR 1, 100 MWe

- 폐기물매립 13 % 17 %

-포 장 1 % 2 %

- 인건버 21 % 14 %

-제 여1:1 1 % 2 %

- 해 체 31 % 35 %

-수 송 1 % 1 %

- 기 타 11 % 6 %

- 예비비 20 % 20 %

총비용 2억 2천만 US $ 2억 6펀 4백만 US $

주) 운전정지후 륙시 해체철거하는 Stage 3의 조치률 하는 경우암.

〈미국의 경우(2) <자료원 :NUREG/CR-0130， NUREG/CR-0672， 198B)

비용구성항목 PWR 1, 300 MWe급 BWR 1, 300 MWe급

- 폐기물처분 30.5 % 26.8 %

‘ 인건비 13.9 % 21. 3 %

- 에너지 6.4 % 5.4 %

- 기 타 29.2 % 26.5 %

- 예비비 20.0 % 20.0 %

총비용(’ 86년 달러 ) 1.035억 US $ 1.317억 US $

주) 운전정지후 즉시 해채철거하는 Stage 3의 조치를 하는 경우임.

- 106 -



〈일본의 경우> <자효원:일본원자력학회지， 1991. 5>

비용구성항북 PWR 1.100 MWe BWR 1, 100 MWe

- 벌혜란리비용 2.5 " 2.6 "
‘ 해처l철거버용 97.5 " 97.4 "

。 인건비 44.3 " 38.1 "
。 설비자재비 26.1 % 35.4 "
。 방사성폐기물 8.3 " 5.6 "
수답용기비

。가타 18.8 % 18.2 "

주) 5년 동안의 밀혜관리 (Stage 1)후 해체철거 (Stage 3)하는 경우의 비용

상업용 원전의 폐지비용에 대한 각국의 추정치는 폐지경혐의 부혹 빛

각국의 경제，기술，자원척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쌍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으며 최근에 수행완료단계에 있는 미국의 Shippingport원전(7.2만 kWe)은

약 9.830만 달러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각국에서 예측된 폐지비용의 결과는 표 2.2-15와 같다.

표 2.2-15 각국의 폐저비용 예측 결과

예측 기완 대상 시설 비 용

미국NRC추정치 130만 kWe급 PWR 1. 03억 $ 0986년

(Battell e Lab. ) 130만 kWe급 BWR 1. 31 억 $ 달러)

미국천력회사의 ’ 84- ’ 90년에 운천개시한 PWR 1. 3억 $( ’ 88, ’ 89 , ’ 90

명균떼지비용 ’ 73- ’ 78년에 운전개시한 PWR 1. 4 억 $ 탈러 북합)

- Stage 3율 1, 200 MWe PWR 3.90 억 DM(2.2 억 $)

서톡 NIS 축시 실시 800 MWe BWR 4.65 억 DM(2.64 억 $)

( ’ 89년에 조사) - Stage 1 이후 1, 200 MWe PWR 3.80 억 DM(2.15 억 $)

30년 휴면 800 MWe BWR 4.18 억 DM(2.37 억 $)

Stage 3설시 (’ 88년 가격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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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혹 기관 대상 시설 비 용

일본 110만 kWe굽 경수로 300 억엔
(5년밀폐후 Stage 3) (1 984년 가격임)

영국 Magnox형 GCR 11. 3억 $

(잔디밭으로 전환)

천원별 경제성명가에서 이용되는 원전의 폐지비용운 단위전력당 비용

(원 IkWh)으로 전환되어 비교하게 된다. 경제성멍가에서는 통일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지출시점이 늦율수록 더 적은 버용으로 명가되는 특성이 있기 때

문에 원전혜자의 전략선택에 따라서 많은 차이률 나타내케 된다.

DEeD에서 발표한 각국의 펑준화폐지비용(Levelized decommissioning

cost)의 현횡을 살펴보면 표 2.2-16과 같다.

표 2.2-16 각국의 명준화폐지비용(1984년 1월의 가격)

(단위 : mi 11 s/kWh)

국 가 노 ~ 축시해체철거 Stage 1I3D년 Stage 2/100년

(Stage 3) 휴면IStage 3 휴면IStage 3

미 그「 PWR 0.2 0.1 D. 1
BWR D.2 D.1 0.2

톡 일 PWR 0.3 D.1 -
BWR 0.4 0.1 -

A웨덴 PWR 0.2 -
BWR 0.4 -

핀란드 PWR 0.2 -
BWR - 0.1 -

캐나다 HWR 0.3 - -

(주) 수명기간: 25년， 펑균이용률:73% ， 할인율:5%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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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요윷로 표시펀 버용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

타나 있으며 휴면기간율 소요하는 축， 비용의 지출시점이 늦춰지게 되는 전

략선택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명준화폐지비용이 총발전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별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많아야 2"를 냄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것도 또한 휴면기간의 천략선택에 따라 점유율의

커다란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원전폐지비용

원천의 폐지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아직 미약한 상태이며 폐지비용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또한 특별하게 수행된 것이 없다. 본문에서는 PWR

1 , 000 MWe급(영광 3 ， 4호기를 가정함)의 폐지비용율 IAEA 빛 국제적으로 가

장 적절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Trojan 발전소(I， 175 MWe) 예축치블 참

고로 하고 국내의 물가상승률 빛 Seal ing Equation을 적용하여 기준치를

설정하였다.

가) 기본 전제

• 경제성명가의 입력자료

화폐가치의 표시방법:

가격의 기춘시점:

실 절 할 인 옳(%/년) :

실질 에스컬레이션율(%/년) :

수 명 기 간(년) :
이 용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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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안율 위한 인용자료의 특성

• 비용예측에 인용된 발전소: 미국 Trojan 발전소， 1175 MWe
- 1986년 1월의 환율: 888.7 원 1$

- 국내의 물가상승율( ‘ 86.1 - '88.12): 10.87% (GDP Deflator)
- 국내의 혜지비용예축 참초발천소: 영광3 ， 4호기. 1000 MWe(3000 MWt)
- Sεaling Equation: 75 + 0.0088 MWt (million dollar)

• 설정된 4가지의 폐지전략

- 전략 SA : 운천정지후 Stage 3율 직접 수행함.

- 전략 SBI : Stage 1 --) 30년 동안의 휴면(저장)기간후 Stage 3 수행
- 천략 SB2 : Stage 1 --) 50년 동안의 휴면기간후 Stage 3 수행
一 전략 SC : Stage 2 --) 100년 동안의 휴면기간후 Stage 3 수행

• 입력된 폐지비용자료

미국의 폐지비용 변환과정 기준안 폐지비용

전 략 ( ’ 86.1 백만달러 ) (환율，물가상승율 (할인천 비용，

추가 적용 필요) ’ 88.12 백만원)

SA 103.508 Scaling 99 , 909.6
Equation 이용

SB1( 30년 )
- Stage 1 27.448 용량비례식 22 , 987.9
- Dormancy 0.128{ 연간) 의 적용 107.2
- Stage 3 69.4 (1 000/1175) 58 , 122.9

SB2{50년 )
- Stage 1 27.448 용량비혜식 22 , 987.9
- Dormancy 0.128( 연간) 의 척용 107.2
- Stage 3 40.5 (1 000/11 75 ) 33.919.0

SC (1 00년 )
- Stage 2 60. 1 용량비혜식 50 , 334.1
- Dormancy 0.074{ 연간) 의 적용 62.0
- Stage 3 65.5 (1 000/1175) 54 , 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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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 결과

위의 기본 제가정율 근거로 하여 산출한 폐지비용의 기준안은 아래의

표 2.2-17과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루자바에 대한 벼울 혹은

병준화혜지비용율 볼 때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에 미치는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2.2-17 기준안의 결과

할인전 기준얀 (8% , 30년， 75%)
비용의

전략 총계 폐지비용 (a) 명준화 (b) 비율 (c)

폐지비용

(백만원) (백만원) (원 IkWh) (%)

SA 99 , 910 8. 191 0.11 0.39
(7.01) (0.57)

SB1 84.327 2, 314 0.032 0.11
(5.92) (0.16)

SB2 62.267 2, 017 0.028 0.10
(4.37) (0.14)

SC 111 , 388 3, 871 0.05 0.18
(7.82) (0.27)

주) 괄호내의 수치는 영광 3, 4 루자비(건설비)에 대한 비율율 의미함.

(a) : 상업운전시점으로 할인펀 비용을 의미합.

(b) : 형준화폐지비용〈원 IkWh)을 의미함.

(c) : 총발전단가중 명준화폐지비용의 비율(%)을 의미합.

천원별 경혜성의 민감도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변수는 할인율. 수명기

간， 이용률 동으로써 야들은 경제척 환경， 기술적 수준의 변화에 따라 민감

하게 변화는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안의 결과중에서 혜지바용(a)과

명준화폐지비용(b)에 대한 할인율 및 수명기간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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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8 할인율에 대한 폐지비용(’88.12의 화혜가치로 표시됨)

(단위 : 백만원)

천략\할인율 o % 3 % 5 " 8% 10 %

SA 99.910 38.229 20.462 8.191 4, 512
(7.01) (0.57)

SB1 84.327 17.684 7.273 2.314 1.177
(5.92) (0.16)

582 62.267 12.407 5.561 2, 017 1.085
(4 ‘ 37) (0.14)

SC lll , 388 20.317 10.097 3.871 2.087
(7.82) (0.27)

주) 팔호내의 수치는 영광 3 ， 4호기 투자비에 대한 비울을 의미함.

표 2.2-19 할인율에 대한 명준화혜지비용(’88. 12의 화폐가치로 표시됨)

(단위 : 원 IkWh)

전략\힐언율 3 % 5 % 8 % 10 %

SA 0.31 0.21 0.11 0.07

S8l 0.14 0.07 0.032 0.019

SB2 0.10 0.06 0.028 0.018

SC 0.16 0.10 0.05 0.03

주) 영팡 3.4호기의 총발전단가는 할인율 8%의 경우

29.07 (원 IkWh)이고 5%의 경우는 26.69 (원 IkWh)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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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0 수명기간에 따른 폐지비용(’88.12의 화폐가치로 표시됨〉

(단위 : 백만원)

전략\수명기간 20년 25년 30년 40년

SA 17 , 684 12 , 035 8, 191 3, 794
(1. 24) (0.84) (0.57) (0.27)

SBl 4, 996 3, 400 2, 314 1.072
(0.35) (0.24) (0.16) (0.08)

SB2 4.534 2, 964 2, 017 934
(0.32) (0.21 ) (0.14) (0.07)

SC 8, 536 5.687 3.871 1.793
(0.60) (0.40) (0.27) (0.13)

주) 괄호내의 수치는 영광 3.4호기 투자비에 대한 비율임.

표 2.2-21 수명기간에 따른 명준화 폐지비용(’88. 12의 화혜가치로 표시됨)

(단위:원IkWh)

천략\수명기간 20년 25년 30년 40년

SA 0.28 0.18 0.11 0.05

SBl 0.08 0.05 0.032 0.014

SB2 0.07 0.04 0.028 0.012

SC O. 13 0.08 0.05 0.023

주) 영광 3.4호기의 총발천단가는 할인율 8%의 경우

29.07 (원 IkWh)이고 5%의 경우는 26.69 (원 IkWh)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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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외 민감도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할인율 및 수명기간이 변합에 따라

혜지비용 및 명준화폐지비용의 비중이 크체 탈라Al 게 된다. 민감도효과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할인율의 변화에 따른 효과는 명준화혜지비용보다 펴il~l

비용 자체에 대한 껏이 크게 나타났으며 수명기간의 변화에서는 혜지비용

자체보다 명준화폐지비용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힐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할인율 및 수명기간의 변확가 전략멸 할인 및 자본

회수계수외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원자력발전의 환경비용 분석

원자력발천으로 인한 환경비용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준위 방사성폐

기물처분바， 사용후핵연료처분비， 원천폐지비의 세가지로 한정하였으며 여

기에서는 이률 비용변수의 변화 전망에 따른 총발전단가에의 영향도률 분석

해 보고자 하였다.

위의 비용항목에 대한 각국의 추정치는 지질적 환경 및 정책에 따라 많

은 차이률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치 나타난 비용항북별 현황을 요약하면 다

읍과 겉다.

- 저준위폐기물처분비: 미국，스웨펜，영국， 프랑스 동을 비롯한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주로 천충매몰방식율 사용하여 저준위폐기물율 처분하

고 있으며 처분시설의 개념 및 저장방식， 용량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른 각국의 처분비용을 정려하면 다

음의 표 2.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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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2 각국의 저준위폐기물 처분비 현항

국 가 처분방식 용 량 비 용(원/드럽)

스웨텐 동굴공학처분 45만 드럼 415 , OOO( ’ 88년 가격 )

(건설비가 76"차지)

프랑λ 콘크리 E공학 500만 드럽 138.000( '88년 가격 )
(L ’ Aube 처분 (건설비가 3.6". 운영

처분장) 비가 57" 차지)

얼 후、-경t 콘크리트공학 100만 드렴 605 , OOO( ’ 87년말

(아오모리 처분(안천성이 가격)

처분장) 우선척임)

한 국 동굴처분 25만 드럼 304 , 214( ’ 88년 천원계

(사업계획 ) 획입력자료임)

- 사용후핵연료처분비: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또는 영구처분에 대한

국가별 정책방향은 원자력선진국에서도 아직 뚜렷한 계획이 확립되

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문에서는 재처리를 하지 않고 영구쳐분

할 경우의 비용을 추정하고 있는데 저준위폐기불과 마찬가지로 처

분방법， package의 종류， 발멸정도에 따른 저장방법 동의 차이에

의해 국별로 상당한 차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과거에 예륙한 수

치와 최근에 발표되는 자료에서도 강화된 규제여건 및 경제·사회환

경의 변화에 의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져 보고판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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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3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의 추정현횡

구 비 용 기 타.

OEeD 보고서 350 달러 IkgHM 150달러에서 550달러

(1 985년 ) 〈’ 84년 1월 가격) 까칙 민감도분석

일본에너지경제 0.06 - 0.12 앤 IkWh 고춘위폐기물의 처분

연구소의 조사 ( ’ 81 년-’ 84 년 가격 ) 비용을 기준으로합.

(1 988년 )

NUKEM 760 달러 IkgHM 연구개발 10"，수송 7%,
Market 스웨텐 (1989년 가격 ) 중간저 장 27%,포장 30%

Report 최종처분 26%로 구성됨

(1 991. 2) .
체코슬 1200-1300 달러 IkgHM 소련에서 회수해가는

로바키 (1990년 7월 이후) 비용임.

아

466 , 250 원 IkgU 사용후핵연료처분충당

한 국 (한전기준’88년 가격) 금 계정에서 사용된

수치임.

- 원자력발전소의 폐지비용: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각국의 비

용현황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가) 기본 가정

원자력환경비용이 전원별 경제성명가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발전단가(원

IkWh)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률 위해서는 가격의 기준시점 및 할인

퉁율 비롯한 경제척 변수와 셜비와 관련된 기술적 변수를 정의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한다. 분석에 적용된 기본 가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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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척 자료

- 화폐가치의 표시방법:

- 가격의 기준시점:

- 현가화시점(상업운천시점) :

- 실질할인율:

- 실질에스컬레이션옳:

- 환율(’ 88.12):

• 기술척 자료

- 참조 발전소;

- Type &용량:
- 수명기간:

- 이용율:

- 소내소비율:

• 환경비용별 륙성 자료

불변화혜가치

1988년 12월

1995년 9월

8 ("I년 )
o ("I년 )

861. 4( 원/달러 >

영광 3 ， 4호기

PWR , 1000 MWe
30년

75%
6%

구 분 대안별 바용(’ 88.12 가격 ) 척용 배경

저준위 기준안 : 304 , 214 (원/드럼} - 천원계획에 이용되는 저준위

폐기물 폐기물처분충당금 산출석

처분비 상한 : 415 , 000 (원/드럼 ) - 스웨덴의 추정치

사용후 기준안 : 466.250 (원IkgU) - 전원계획에 이용되는 사용후

핵연료 핵연료처분충당금 산출식

처분비 상한 : 654 , 664 (원IkgHM) - A웨벤의 추정치

원자력 기준얀: 99 , 909 백만원 - 미국 NRC의 추정치(국제적으

발전소 (’ 86년 1. 03억 달러} 로 인정하는 기준치임)

폐지비용 상한 : 189 , 508 백만원 - 서톱 NIS에서 ’ 89년에 조사

(펴l지시점) ( 2.2억 달러 ) 한자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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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륙성 자료

- 저준위폐기물 발생량:

-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 원자력발전소 폐지전략:

1 , 500 (드럽/년)

18, 638 (kgHMI년 )

운전정지후 축시해체철거 (Stage 3)

(나) 산출 결과

져준위혜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쳐분비용은 연간 운천비용의 륙성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연깐 발전량과 직접척으로 연계시킬 수 있으나 원전의 펴l지

비용은 발전소의 수명기간후에 발생되프로 운전개시시점(상업운천시점)으로

할인하여 투자비의 성격으로 명가하여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위와 기본 가정에서 체시된 자료률 통해 산출한 비용과 각 환경비용별

발천단가률 산출하면 표 2.2‘ 24와 같다.

표 2.2-24 원자력 환경비용별 발천단가

구 분 대안별 연간 비용 연간발천량 발천단가(원IkWh)

저준위 기준안: 456 , 321 천원 기춘안: 0.074

혜기물

처분비 상한: 622 , 500 천원 상한: 0.101

사용후 기준안: 8, 564 백반원 6 , 175, 800 기준안: 1. 387

핵연료 (net MWh)

처분비 상한: 12 , 202 백만완 상한: 1. 976

원자력 기준안: 700 백만원 기준안: 0.113

발전소

폐지비용 상한: 1, 328 백만원 상한: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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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탄화력발천의 환경비용병가

석탄올 연소시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분진. 802. NOx 풍의 환경오염물질

이 방출된다. 이러한 환경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방출하는 것율 억제하기

위하여 연소천， 연소중， 연소후에 각각 오염물질율 차단하는 방법이 깨발되

어 왔다. 분진은 칩진장치률 롱하여 연소후에 관리할 수 있고 802는 연소

천에 황함량이 적은 연료로 대체하거나 세척율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요며.

또한 연소중에 sorbent를 투입하거나 연소후 배기가스를 쳐리함으로써 감소

시 킬 수도 있다. NOx는 연소중에 연소개선 (combustion modification)울 롱

하거나 연소후에 배기가스의 처리률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소반계별 환경오염방지 기술을 요약하면 표 2.2-25와 같다.

표 2.2-25 연소단계별 환경오염방지 기술

오염물질 연소잔 연소충 연소후

혹u츠~ ~ - - 전기집진기
- bag filter

802 - 저유황연료로 교체 - sorbent 투입 - 배기가스처리
- 석탄세척

NOx - - 연소개선 - 배기가A처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또 다른 기술로 Clean Coal Technology(CCT) 가 있

다. CCT는 에너지생산과 환경오염의 측면에서 기존의 화력발전기술보다 우

위에 있는데 이는 연소효율이 높으며 질이 낮은 연료 사용이 가농한 것이

륙정이다. 또한 802와 NOx의 방출량이 적어 엄격한 환경규제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연탈횡설비나 배연탈질설비의 부착이 필요없다 이러한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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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Fluidised Bed Combustion ,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둥이 있는데 현재 선진국율 중심으로 연구·개발단계에 있고 아직 상용화되

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ceT률 환경오염방지설비의 대안으로 설정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발천부문 환경규제 현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이률

충혹시커끼 위하어 표 2.2-26에서와 같은 환경오염방지 설비률 설치·운영하

고 있다.

표 2.2-26 우리나라 발천원별 환경관련 설비

발전원

오염원 LNG 중 유· 무연탄 유연탄

SOx :;L 연 률

수절 종합혜수 처리시설

소음 소 읍 기

NOx 배기가스 재순환 2 단 연소설비

저 NOx 버너 저 NOx 버너

전기 집진기

ξ1l￡‘ ~ - 천기 집진기 방 진 망

살수설버

주) 현재까지 502에 대하여는 방지설비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다만 유황

함유량야 척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옵.

자효) 동력차원부， 1989.10

그러나 앞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환경오염방지 설비에 대한 막대

한 루자가 예상된다. 한국천력공사에서는 배연탈황설비로 FGD률 1995년부터

루입할 예정이며， 배연탈질설비로는 SCR율 2000년부터 설치할 것율 계획하

고 있다. 이는 FGD와 SCR이 802와 NOx의 대기충 방출량율 캅소시키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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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척인 방법으로 세계척으로 낼리 사용되고 있는 보편척인 방법아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FGD와 SCR율 발전설비에 부착시킬 때에 추가되는 발

전단가분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가. 배연탈황시설 (FGD)의 기술현횡

배연탈황시설 (Flue Gas Desulfurisation:FGD)은 S02외 대기방출율 억제

하는 대표척인 방법으로 여러나라에서 낼라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연

소가스를 배출하는 단계에서 S02률 제거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에 sorbent

륨 촉매로 S02와 화학반웅을 유도하고 이 과청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율 세청

하는 방법이다. FGD기술의 종류눈 다양한데 기술의 선택은 비용， 운전륙

성， 석탄의 질， 그러고 부산물의 종류 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FGD.기술운 SOz의 져l거후 발생되는 부산불에서 반용불율 재생하여 상품

가치가 높은 황화합물의 회수여부에 따라 벼재생(non-regenerable)법과 재

생 (regenerable)법으로 구벌된다. 이롤 기술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보면 세

청과정에서 폐기불율 발생샤키는 FGD기술을 제 I세대 기술이라고 하며 1셰

대 기술에 산화과정율 첨가하여 상품가치가 있는 부산물인 석고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FGD기술을 제 2세대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이둘 기술은

사용한 sor-bent를 다시 사용하지 않는 버재생산법의 법추에 속한다. 한연

해 3세대 기술로서 아직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부산물에서 황이나 항산

을 촉출하여 다시 사용하고 또한 보다 척은 부산물을 반드는 채생법도 개발

되었다.

또 다른 혹변에서 반웅체의 형태와 부산물의 쳐리방법에 따랴 습식， 건

식， 그러고 반건조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중 습식방법(wet scrubbing)

은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S02를 연올에서 알카려성 sorbent용액의 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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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에 통과시켜 화학반웅율 유도하고 이 때 발생하는 부산물을 용액 또는

slurry 형태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배출가스에 포함된 S02률

90"이상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척인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 방법울 이용하고 있다. 반면에 이 기술의 단점으로는 셜치에 많은 공간

이 필요하며 기존의 설비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조에 많은 비용이 툴고

다량의 부산물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반건조식(semi-dry)방법은 석회를 분쇄하여 홉수용기에 투입

하고 이 때 발생한 S02와의 액상 반웅불율 증발시켜 건조된 분진을 여과과

정을 거쳐 모은다. 이 기술의 장점은 에너지 손실이 척고，부산물의 취급이

용야하며 그리고 건설·운영비용이 척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 기술은 저

유황연료률 사용하는 경우 기술척으로는 90"이상 S02률 체거할 수 있으나

보통 상용설비의 경우 70~80%의 S02를 제거할 수 있다. 반면에 이 방법의

단점으로는 무톡성이기는 하지만 건조한 형태의 부산물율 만틀어 낸다는 점

을 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식 (dry)법은 건조한 혹매충이나 반웅페의 분사로 배기가

스의 S02률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때 부산물은 집진기에서 제거한다. 이 방

법은 설비와 운전이 간펀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반면 반웅숙도가 느리고 S02

제거 효옳이 낮고 따라서 경제성도 떨어지는 방법으로 아직 연구개발단계에

있다. DECO국가에서 석탄화력설비에 이용하고 있는 FGD기술 유형율 살펴

보면 다음의 표 2.2 ‘27과 같다.

나. 배연탈질시설의 기술현횡

이 방법은 연료의 연소후에 생기는 배기가스중 NOx률 제거하고 대기에

방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습식과 견식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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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7 OECD，국가의 FGD기술 유형별 활용현황

이용기술 기수 용량(GWe)

Wet scrubbers waste 164 66.3
gypsum 141 58.5

Spray dry scrubber‘ S 68 13.3
Sorbent injection 12 1. 3
Dual alkali 9 3.8
Activated carbon 0.3
Wellman-Lord 13 3.3
Magnesium oxide 3 o. 7
설치예정발전소〈사용기술 미정) 17 15.0

합 계 428 162.5

건식방법은 다량의 암모나아를 이용해 간단하게 NOx률 제거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방법은 공정이 비교적 간만하고 설치 및 유지 비용이 저렴하며 NOx

제거 효율도 우수하다. 그러나 이 기술의 효율이 배기가스 륙성에 많은 영

향을 받고 또 많은 양의 암모나아가 소모왼다는 것이다. 반면에 습식방법

음 배기가스에 포함펀 NOx를 수용액에 홉수시키는 방법으로 건식법에 비해

다소 공정이 북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나 건식법이 NOx만율 제거하는데

비해 습식법은 S02도 높은 효율로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배기가스에서 NOx룰 줄이기 위해 선진국에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기술이 있는데， 이 방법은

암모니아와 배기가스를 동시에 촉매충을 통과시켜 NOx를 질소와 수증기로

바꾸어 준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NOx제거효율이 기존의 연소개선법(50%

이하)에 비해 SCR법은 90%이라는 것(일본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1980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소개선법과 병행해 가동할 때 90%의 효율을 얻을

수 있었읍)과 부산불이 천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연소개선법

에 비해 설치 및 운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은 있으나 최근의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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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화추세에 따라 사용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소후 배기가

스의 NOx룰 줄이는 또다른 방법은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율 툴 수 있다. 이 방법은 SCR법과 탈리 혹매충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기가스에 암모니아를 루입하기 때문에 NOx제꺼 효옳은 반웅온도에

매우 만감하다. SNCR법의 장점으로는 혹매충이 없기 때문에 설비가 간단하

고 따라서 설치·운영비가 비교척 저렴하지만 아직까지 NOx쩨거 효율이 50"

정도이고 부산물(황화암모늄)이 발생하며，그리고보일러의 수명을 단축시키

는 부식둥 기술척 문체점이 지적되어 유류나 가스연료를 이용하는 소큐모

설벼에 척용한 청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 배연탈황시설의 비용분석

S02의 대기중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북적으로 FGD률 화력발전소에 부착

할 경우 발전소의 건설과 운천에 여러가지의 어려옵을 초래하게 된다. 세정

기 (Scrubbers)의 신뢰도가 발천소의 다른 설비의 신뢰도에 비해 더 낮다는

것여 EPRI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발전소의 불시정

지률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정기의 여유분율 설치

하도룩 하고 있다. 또한 FGD의 부착으로 인한 기술상의 북잡성으로 말미암

아 발전소의 운전유지비가 상승하며 FGD 자체에서 에너지률 필요로 하므로

발전소의 연료비가 상숭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발전소에 대한 환경큐제는 곧

발전의 건설비와 운전유지비에 영향율 미치게 된다. 환경관리비용은 환경억

제설비의 종류와 규모， 연료의 종류， 연료의 질 그리고 큐채청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 FGD의 S02 감소 효율은 이론척으로는 90" 수준에 이르고 있

으나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노후화， 부식 동으로 인

해 80"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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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FGD의 기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FGD기술의 선택은 연료

의 질과 규제정도에 주로 영향을 밭아 결정된다. 따라서 연료의 질과 규제

의 정도가 다르면 FGD비용도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나라에 따라 배기가

스의 처리방법이 크게 다르다. 예률 틀면 일본과 톡일에서는 부산물로 석고

룰 생산하는 습식 석회석 세청방법 (wet limestone scrubbing)율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침전물율 생산하는 습식 석회석 세정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이 경우 생산된 참전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처분바와 건설 ·운전

비가 소요된다. 영국운 Wellman-Lord 재생공정 FGD률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이상의 방법에 비하여 건설비가 더 많이 소요되지만 부산물로써 상

품가치가 있는 항과 횡산을 생산한다. 스웨멘에서는 spray dryer 방법과

바닷물 세청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건설비가 저렴한 것이 륙징

이다. 이 방법의 단첩으로는 non-toxic dry waste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톡

얼에서는 상품성이 없는 폐기물생산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 방법율

톡일과 같은 큐처l국에서는 채택할 수 없다. EPRI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

산물로써 침천물을 발생시키는 습식 석회석 세정방법의 FGD 건설비률 1로

하였율 때 spray dryer 방법의 FGD 건설비는 0.8 이며 Wellman-Lord 재생공

정의 FGD 건설비는 1. 5로 나타났다.

FGD비용은 석탄의 황함량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한다. 황함량이 높

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부착된 FGD는 주어진 규제수준을 충촉시키기

위하여 고성능의 세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01국의 연구에 의하면 황함량이

4%인 연료를 사용함 경우의 FGD는 황함량이 2%인 경우에 비하여 건설비가

1. 4배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화력발전소에 FGD를 부착하고 있지 않으나 천

원개발계획의 수립율 위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예상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개략척으로 추정하여 고려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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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픔까지 천원개발계획에 있어서의 FGD비욕 사충 박볍

건설비 ; 발천소 건설비 (overnight cost)의 20%

운천유지비 : 소내소비율 3% 증가분

그러나 이와 같은 비용추정은 자세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따

라서 이러한 추가비용이 전척으로 FGD률 부착하는 데 기인한 비용으로 해

석할 수 있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S02를 포함하여 전체척인 공해물

질 배출에 대한 일종의 환경비용으로 해석해야 힐 것이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변서 환경큐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어미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대부분의 화

력발천소에 FGD를 부학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FGD 부착은 신규발천

소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발전소에도 확대·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러나라

에서도 현재의 장기천원개발계획에 의하면 1995년부터는 신큐화력발천소에

FGD률 설치하여 발전으로 인한 환경공해률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FGD외 건설·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비용분석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OECD/lEA에서 쩨시하고 있는 비용자

료를 참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FGD의 건설비로는 침전불율 발생시키는 습식 석회석 세정방법을 사용할

경우의 FGD비용을 기준안으로 하였다. 이러한 비용은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

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데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해

Wellman-Lord 재생공정율 사용해야 한다면 건설비가 1. 5배 상승할 것으로

예견된다(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또한 현재의 기술수준하에서는 FGD의

신뢰도가 발천소의 신뢰도보다 더 낮으므로 FGD의 부착으로 인한 발전소의

불서정지 현상율 완화시키기 위하여는 FGD의 여유분율 동시에 부착해야 한

다(미국에서는 FGD의 여유분을 부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FGD 건설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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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요인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FGD건설비를 기준안과 상한으로 나누어

상한의 경우는 기준안에 비하여 건설비가 50" 더 상승하는 것으로 하였다.

FGD의 건설과 운전유지에 따라 지출되는 모든 비용은 FGD가 부착되는

발전소의 수명기간동안의 발천량에 분배시킴으로써 산출결과를 원IkWh로 도

출하도록 하였다. 경제성분석 방법으로는 발전원칸의 경제성비교에 낼리

사용되고 있는 명준화비용법을 사용하였으며 할인의 기준시점은 발천소의

상업운전개시년의 연초로 하였다.

(1) 기본입력자료

@ 발천량에 관한 자료

- 대상발전소

-시설용량

-이용율

- 수명까간

- 상업운전시점

보령 3 ， 4호기

500MW X 2

75%

30년

1993 년 4월

쳐
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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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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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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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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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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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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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반

실

화

환

띠

일

----

@

8"
1988년 12월

1986년 12월

1986년

1987년

1988년

861.40(원 1$)

142

147

153

® FGD 건설·운영에 관한 자료

- 건설기간 3년

- 비용지출계획 건설기간의 중간시점에 모두 발생함

- 건설비 (overnight cost) 150 $/kW(기준안) , 225 $/kW(상한)

- 운전유지비

o 변동비

에너지

sorbent

총에너지비용의 1"

O. 25mi 11 s/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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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비 건설비 (overnight cost)의 연 7')(,

(2) 산출 결과

이상의 입력자료률 이용하여 FGD의 비용을 다읍과 같아 산출하였다.

표 2.2-28 FGD관련 비용 산출 결과

(단위 : 원 IkWh)

비 용

항 북

기 준 안 상 한

자 효L경i!. 비 1. 96 2.93
운전유지비

변동비 0.36 0.36
고정비 1. 48 2.22

합 계 3.80 5.51

FGD의 비용은 기준안의 경우 3.80원 IkWh， 상한의 경우는 5.51원 IkWh로

도출되었다. 기준안의 경우는 국내에서 척용된 기존의 FGD비용인 3.65원

IkWh(건설비의 20% , 소내소비율 3"증가〉 보다 0.15원 IkWh 더 많은 것이며

상한의 경우는 1. 86원 IkWh 더 많은 것이다.

라. 배연 탈질시설의 비용분석

배연탈철사설중 SCR은 NOx의 대기중 방출율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척인

기술이다 SCR이 개발되거 전에는 NOx의 방출감소률 위하여 연소개선

(combustion modification)방법어 일반척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연소

개선방법으로는 NOx 방출감소율이 50"에 불과하여 강화된 환경규제를 충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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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킬 수 없게 되 었다· SCR은 부산물율 생산하지 않으며 NOx감소에 매우 효

과척인 반면 운전유지비와 건설비가 연소개선방법에 비하여 매우 높은 단점

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화력발천소에 SCR이 부착되어 있으

며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를 만혹시키기 위하여 SCR율 설치하고 있는 나

라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천력공사에서는 앞으로 NOx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비하

여 2000년부터 푸입되는 화력발전소에 SCR율 부착하도록 현재의 장가전원

개발계획율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IIEA에서 제시한 비용자료를

참조하여 SCR의 비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FGD의 경우와 동일하다.

FGD의 비용분석에서 가정한 기본업력자료중 발전량에 관한 자료와 일반경제

자료는 SCR의 비용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SCR의 건설 ·운영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입력자료

CD 발전량에 관한 자료

- FGD의 비용분석과 동일

@ 일반 경제자료

- FGD의 비용분석과 동일

총에너지비용의 0.2%

O. 44mi 11 s/kWh

건설비 (overnight cost)의 연 7%

sorbent

。 고정비

@ SCR 건설·운영에 관한 자료

- 건설기간 3년

- 비용지출계획 건설기간의 종간시점에 모두 발생함

- 건설비 (overnight cost) 55 $/kW

- 운전유지비

o 변동비

· 에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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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매 채투입

71 타

표 2.2-29 참조

건설비(overnight cost)의 연 3%

표 2.2-29 훔배 재루입 (catalyst reinvestment) 내용

항 북 내 용

혹매의 수명 12.000 시간
혹매의 벼용 35($/kW)
재투입 계획 초기 재투자이후 3.000시간마다

홉매량의 25%를 교체

(2) 산출 결과

이상의 입력자료률 이용하여 SCR의 비용을 다음과 강이 산출하였다.

표 2.2-30 SCR판련 비용 산출 결과

(단위 : 원IkWh)

항 목 비 용

자 본 비 o. 72
운천유지비

변동비 0.43
고정비 2. 76

합 계 3.91

SCR의 비용은 3.91원 IkWh로 FGD의 기준안의 비용에 비하여 0.11원 IkWh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CR의 경우 건설비는 비교척 저렴하나 고정비가 차

지하는 비율이 옳은데 이는 혹매의 바용이 놓고 수명기간이 짧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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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석탄화력발전의 환경비용

이상의 FGD와 SCR의 건설·운영에 관한 비용을 종합하면 표 2.2-31 과 같

다.

표 2.2-31 FGD와 SCR관련 비용 결과(종합)

(단위:원IkWh)

자 i、-경!. 비 운천유지비 합 계

기준안 λ。l 한 기준안 상 한 기준얀 상 한

FGD 1. 96 2.93 1. 84 2.58 3.80 5.51

SCR 0.72 3.19 3.91

합계 2.68 3.65 5.03 5. 77 7.71 9.42

표 2.2-31에서와 같이 FGD의 경우는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를 고려하

여 건설비가 기준안에 비하여 1. 5배 상숭하는 것율 가정하여 상한을 설정하

였으며 SCR의 경우는 기준안반율 설정하였다. 석탄의 환경관리버활 FGD와

SCR의 건설·운영비로 해석할 경우 석탄의 환경관리비는 기준안의 경우 7.71

원 IkWh이고 상한은 9.42원 IkWh이다.

4. 천원별 환경비용의 비교

앞에서 분석한 원자력과 유연탄화력의 환경비용은 동알한 기준에 의거

하여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 비교룰 통해 환경비용이 전원별 경

제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척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천원계획에서도 환경비용이 원자력과 유연탄화력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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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가에 포함되어 왔지만 비용의 고려방법에 있어서 더욱 체계척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비용에 관한 선진국의

추정결과률 참고로 하고 국내의 발천소 비용실척울 기초로하여 국내에서의

환경비용 비중과 앞으로의 천망을 요약해 보고자 하였다.

표 2.2-32에서는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원자력과 유연탄

화력 발전단가를 보여 주고 있으며 표 2.2-33에서는 원자력/유연탄화력 환

경비용의 명준화발전단가를 보여 주고 있다.

표 2.2-32 천원별 발전단가(환경비용 제외)

(단위 : 원 IkWh)

비용 항목 원자력 유연탄화력

자본비(루자버) 19. 72 10.64
운전유지비 4.25 4.18
연료비 3.71 12.52

총 계 27.68 27.34

표 2.2-33 천원멸 환경비용 결과 요약

(단위 : 원 IkWh)

원자력 유연탄화력

비용항북

기준안 상한 기준안 상한

져준위폐기물처분비 0.07 0.10 -
사용후핵연료처분비 1. 39 1. 98 ’

폐지비 0.11 0.21 - -
FGD 설치/운영비 - 3.80 5.51
SCR 설치/운영비 - - 3.91 3.91

환경비용합겨I 1. 57 2.29 7.71 9.42
(5.4%) (7.6%) (22.0%) (25.6%)

총발천단가

(환경비용포함) 29.25 29.97 35.05 36. 76

주) 괄호안의 숫자는 총발천단가에 대한 비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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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겉이 환경비용이 총발전반가에서 차지하는 버

중은 원자력에 비해 유연탄화력이 월둥하게 높으며 이는 현재 국내의 천원

계획에셔 사용되고 있는 수치와 비교할 때 커다란 차여가 나고 있다. 이의

주요 원인은 지금까지의 천원계획에서는 탈황설비비 및 운영비만 고려한 것

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SCR비용을 추가로 반영시킨 데에 있다.

기준안을 근거로 하여 비교할 경우 원천 건설비(투자비)가 현재의 약

30%까지 증가한다 할지라도 유연탄화력에 대한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우위성

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환경비용 역시 전력정책과 원자력에 대한 공중인식 여하

에 따라 부지의 확보 및 안전성확보 문제 둥율 통해 상당한 비경쩨척 효과

륨 유발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율 고려할 때 유연탄화력

뿐만 아니라 원자력 부문의 환경비용 중감요인에 대한 체계척 분석율 통해

비교연구의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위의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원자력과 유연탄화력의 경제성 비교는 유연

한화력의 환경비용 절감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큐체가 더욱 심각해 질 미래의 전력환경을 고려할 때 신규 천원의 선택

을 결정해야 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충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천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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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부문에 있어서의 C02 증가요인 분석 및 천망

C02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C02 배출억제률 위

한 정부찬 회 의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뭉율 롱하여

‘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한 국체협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1992년까지 UN획의 (World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지구온난화 방치를 위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협약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은 큰 영향율 받게 되며 우

리나라의 총 C02 발생량의 약 114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부문에 미치는 효과

도 섬각하리라 예상된다.

발천부푼의 C02발생량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CD국내총생산 (GDP) @GDP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전력소비량 @전력

한단위 소비당 C02 방출량.

따라서 C02 방출식율 다읍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02 발생량 천력소비량

발천부문의 C02 발생량 = X X ~

전력소비량 GDP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발전부문의 C02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천력소비량당 C02 발생량과 GDP당 전력소비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전력소비

량당 C02 발생량은 사용하는 연료의 C02 발생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C02

륨 척게 방출하는 연료로 대체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GDP탕 전력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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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경제외 에너지집약도를 의미하는 바 이률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에너지

공급·전환·최종사용 기술상의 효율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생산요소 측 노동

과 자본봉으로 에너지루입을 대혜하거나 산업구조률 저에너지소비 산업으로

개편해야 한다. 따라서 GOP를 주어진 것으로 볼 경우 발천부문의 C02 발생

량율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에너지 공급·전환·최종소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동시에 C02 발생을 척게 하는 연료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Yoshiki OGAWA의 , “ An Analysis on Factors of C02

Emissions Resulting from Energy Consumption"(Energy in Japan No.107 ’

Jan. , 1991)에서 사용한 방법론율 원용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부문에 있어서

의 C02 발생량 증가요언율 분석하기로 한다.

가. 방법론

과거의 C02배출량을 연료대혜 (fuel swi tching). 에너지절약(energy

intens i ty ), 경제성창(economic growth) . 인구증가(population growth) 동

의 요인의 변화로 설명하기 위한 방정식올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기호설명:

U = C02 배출량 (C)I전력소비량 (E)

s =전력소비량(E)/GOP

G = 일인당 GOP

P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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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식:

C=UXSXGXP

= (C02/E) X (E/GDP) X (GDP/P) X P - (l)

(1)식의 양변에 log를 취하여 펀미분하면 (2)식이 도출된다.

도출식:

aU oP
C + -- C

p

‘‘,‘,η
ι

i
.‘‘aC =

U

여기서

aU
--C 는 연료대쳐~(fuel switching)요인

U

as
--C 는 에너지절약(energy intensity)요인

S

aG
--C 는 경체성장(economic growth)요인

G

aP
--c 는 인구증가(population growth)요인

P

식(1)의 관계식은 항상 성립하는 항동식이다.

식 (2)는 식(1)로 부터 도출펀 껏으로 총 C02의 변화분은， 연료

대체에 의한 C02 변화분 , 에너지철약에 의한 C02 변화분 ，경제

성장에 의한 C02변화분 그러고 인구증가에 의한 C02 변화분으로

각각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36 -



나. 우리나라 발전부문의 C02 배출 요인분석

(1) 과거의 C02 배출에 대한 요인분석 (1 972 - 1990)

1972년부터 1990년까지의 과거 발전부문의 C02방출량에 대한 요인율 분

석한 결과는 그립 2.3-1과 같다.

그립 2.3-1 율 살펴보면，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부문에 있어서 C02배출

량 변화에 가장 영향율 많이 미친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연료대체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율 알 수 있다 C02배출의 증가요인으로는 경제성장이 두

드러져게 나타났으며 연료대체는 COz배출의 감소요인으로 1986년부터 작용

하고 있는 데 이는 이 시기부터 집중척으로 투입되거 시작한 원자력발천에

71 인한 것으로 품이된다. 또한 2차 석유파동율 계기로 연료철약효과가 지

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가 C02배출량이 완만하게 지숙척

으로 증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미래의 C02배출에 대한 요인분석(1991 ‘ 2006)

현재외 장기천원개발계획(1991. 4)에 의한 C02 배출량. 천력소비량 여!

측치와 GDP. 인구 둥악 예측치를 활용하여 C02 배출의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

과는 그립 2.3-2와 같다.

그림 2.3-2에서와 같이 향후 2006년까지 우리나라 발천부문의 C02 배출

량은 계숙 높은 증가율율 나타내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역시 경제성장

인 것으로 나타낮다. 연료대회l 요인은 과거에는 C02 배출 감소요인으로 두

드러지케 작용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그 효과가 둔화되다가

2000년경부터 다시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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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원자력발전량과 밀첩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1995년 이전에는 신규루

입되는 원전이 없고 2000년 이후에는 원전의 신큐투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C02배출량을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의 C02배출량 중가요인

분석의 결과 2000년 이후에 연료대체요인이 두드러지게 작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그럼 2.3-3 >. 이러한 연료대체와 부합되는 천원구성율 도출하기

위하여는 C02 배출량 제약하의 최척천원계획모형이 휠요한데 이에 판하여는

다음 항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 138 -



1000TON

4α)00

C02 방출량 경제성장요인

‘·30000

20000

10000

0

-10000

~20000

·30000

二Z럼2.3-1 과거의 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요언분석(1972 - 1990)
n

- 139 -



1000 TON

Iα)()oo

80000

6α)00

40000

20000

0

-2α)Q()

-40000

에너지절약요인

/

그림2.3-2 미래의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요인분석(1991- 2006)

- 140 -



1000 TON

1 ooסס0

ooסס8

하)()oo

OOסס4

20000

0

-2α)00

-4αlOO

C02 방출량

에너지절약요인

1980

그럼2.3-3 200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동결하의 요언분석 0991- 2006)

- 141 -



2. 이산화탄소 배출제약하의 천원계획 검토

가. 전력 LP 모형의 구성

현행의 천원계획 모형율 살펴보변 주로 일정수준의 전력공급의 신뢰도

만혹이라는 제약하애서 비용 최소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는 전력공급치장확률이 년간 O. 7일 이내라는 조건하에서 발전소 건설비와

‘운영비의 현가화된 합계률 최소화할 수 있는 건설 계획안율 우선 몹표로 두

고 있다. 이러한 관계률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Minimize L L ( Ct i Xt i + Ot i Gt i )

t i

Subject to Rt ~ Ro

Ct i : t년도에 투입되는 i 형식 발전소의 건설반가의 현가(잔존가치 고려)

Xt i : t년도에 루입되는 i 형식 발전소의 추가 시설용량

Ot i : t년도에 투입되는 i 형식 발전소 운영비의 현가

Gt i : t년도에 루입되는 i 형식 발천소의 발천량

Rt : t년도의 천력공급 신뢰도

Ro : 기춘공급신뢰도

그러나 근래에 틀어와서 에너지의 사용규모 확대에 따른 반대 급부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천원계획 부문에서도 이에

대한 대웅 방안울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축， 전력부문에

서도 보다 강화된 환경규제 여건율 반영한 천원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

다. 천력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제

어할 수 있는 분야와 아직 기술개발 단계인 분야로 나누어 볼 때. S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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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x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둥운 전자로 C02는 후자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찬원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도 기술 수준이 충분히 확럽된 SOx.

NOx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문운 이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율 보다

엄밀하게 산정하여 경제성 명가자료로 반영하여야 할 것어며 아직 기술수준

이 확립되져 않아 비용으로 환산하기 곤란한 C02 부문과 같은 경우는 새로

운 제약 요인으로 전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아래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inimize L L (CtiXti + Oti Gti + Pti)

Subject to Rt ~ R。

Et ~ Eot

Ct i : t년도에 루입되는 i 형식 발전소의 건설단가의 현가(잔존가치 고려 )

Xt i : t년도에 투입되는 i 형식 발전소의 추가 시설용량

Ot i : t년도에 투입되는 i 형식 발전소 운영비의 현가

Gt i : t년도에 투입되는 i 형식 발전소의 발전량

Pt i : t년도에 소요되는 i 형식 발전소의 오염배출 저감 비용

Rt : t년도의 전력공급 신뢰도

Ro : 기준공급신뢰도

Et : t년도에 배출되는 통제 불가능한 오염 배출량

Eot t년도 배출기준에 의한 오염배출 규제 수’

본 연구에서는 그림 2.3-4와 같은 관계를 선형모형화 한 천력 LP 모형

을 수립하여 천원계획 부문에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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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전력부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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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천력 LP 모형의 구성도

- 144 -



나. 전력 LP 모형의 운용

천력 LP 모형의 운용을 위한 기본입력 자료는 ‘ 91 년 동자부에서 작성한

장기전력 수급계획(안)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애 의할 경우 최대천력 수

요는 1992년 20 ， 924MWe에서 2006년에는 48 ， 108MWe로 중가하고 있으며 이

값을 첩두부하， 중간부하， 기저부하의 3단계로 구분 션형화하여 사용하였

다.

표 2.3-1 전력수요 예측

(단위 : MWe)

구
1::1 1992 1996 2000 2006l!:"

최대부하 20 , 924 28, 111 37 , 860 48, 108

중간부하 15, 434 20, 734 27, 926 35, 485

기저부하 9.943 13.358 17 , 992 22, 862

경제성 자료로 사용한 수치는 표 2.3-2와 같은바 건설 이자율 빛 할인

융은 8%률 적용하였으며 원자력발전은 혜가불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비， 철

거비가 포함되어 있고 유연탄 화력은 탈황설비 비용이 고려되어 있다.

한면 지구의 오염에 따른 대 71 영향율 형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IPec에서

는 C02 배출 억페률 위해 DEeD 국가의 겸우 향후 10년 이내에 C02 배출량율

줄이거나 정체시키며， 동구권 국가는 향후 20년에 갤쳐 C02 배출 증가추세

률 둔화하고 개도국은 경제 성장율 유지하면서 C02 배출 증가세를 연 3"에

서 2%로 둔화시키는 방안율 검토하고 있다. 여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공해

배출 물질에 배출 비용울 부과하는 방법， 환경개션 활동에 지원금을 지굽하

는 방안 둥이 거론되고 있으며 배출허용 기준 및 할당 기준에 대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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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 2 원별 경제성 륙성자료

( '91 년 불변가격)

구‘분 정수로 중수로 유연탄 LNG 북합
(100MWe) (700MWe) (700MWe) (400 MWe)

건설단가 1, 246 1, 356 696 433
(펀원 IKWe)

연료비 3. 78 2.39 14.82 27.22
(원 IKWh)

운전유지비 2.696 4, 319 2, 939 1.000
(원 IKW· 월)

자료) 한국천력공사， 중 · 장기 원자력발천소 건설계획(안)

(설명회자료)， 1991. 4

진행충에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안은 첫째 모든 국가가 2005년까지 배출량

율 안정시키는 방안， 둘째 1988년 또는 2005년의 인구에 비혜하여 허용 기

준율 할당하는 밥안， 세째 1988년 또는 2005년의 GOP에 버 혜하여 허용 기준

율 할당하는 방안， 네째 GDP와 인구를 함께 고려하여 허용거준율 할당하는

방안 풍이 있으나 작국의 입장과 이해가 상충하여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하

고 있다. 또한 1990년 10월에 개최된 제2차 세계 기후회의 (SWCC) 에 앞서 서

방선진 각국은 C02 배출량 삭갑 북표치를 발표하였는데 프랑스， 영국， 카나

다， 스웨텐， 노르웨이， 일본， 이탈리아 둥은‘ 1990년 수준으로의 C02 동결옳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일， 덴마크，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네벨란드， 미국

풍은 현재 방출 수준보다 더욱 낮은 값으로 져감사키는 것을 묵표로 하고

었다.

한편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에 따

른 C02 배출 총량은 1990년 268백만톤에서 2000년에는 445 백만론으로 증가

할 것이 예상되는 바， 서방 선진국의 C02 배출 삭감 북표치 제안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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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 배출량율 현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안은 현설척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

는 설정이다. 전력부문의 C02 배출량도 1990년의 38백만론에서 2000년에는

96백반폰으로 2.5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바 C02 배출 억제를 위하여

신규셜비릅 C02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천으로 모두 충당한다는 것도 현실적

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률 시행한다 하더라도 C02 배출올 ‘90년 수준으로

져감시킨다는 것은 불가농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받아블일 수 있는 현실척인 큐

제안을 2000년 이후의 C02 배출량을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의 천원구성 변화를 C02 큐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다. 천력 LP

모형의 운영 결과 C02 큐제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안의 경우에는 2006년의

천원설비 구성이 원자력， 유연탄， 기타가 각각 40 , 29 , 31%이며 발천량 구

성은 원자력， 유연탄， 기타가 각각 51 , 39 , 10%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부터 C02 발생량이 동결된다는 시나리오하에서는 2006년의 천원설비 구성이

원자력， 유연탄， 기타가 40 , 22, 38%이며， 발전량 구성은 원차력， 유연탄，

기타가 51 , 21 , 28%로 변하였다. 축 C02 규제 시나리오하에서는 유연탄 발

천을 억제하고 이풀 C02 배출이 상대적으로 척은 LNG 발천으로 대쳐1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연 C02 배출율 저감시키기 위한 보다

척극척인 대책으로 원자력발전의 연간 신큐시설 용량을 경수로 1000MWe급 3

기， 중수로 700MWe급 1기로 허용하는 시나러오 하에서는 2006년의 전원설비

구성어 원자력， 유연탄， 기타가 47 , 20, 33%로 발천향 구성은 원자력. 유연

탄， 기타가 60 , 27. 13%으로 냐타났다. 이를 보면 원자력발전올 확대할

경우 C02 규제하에서도 LNG 발전량울 대폭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고가의 LNG

소비절감은 계롱 전혜의 비용감소 효과도 가져옵율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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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기준안 설비구성 및 발전량

구 1990 1996 2000 2006

발전설비 원자력 7.616 9.616 15.581 23.229
(MWe)

유연탄 2.680 8, 420 11.751 16.843

무연탄 1.020 1.020 800 600

중 % 3.662 4.665 3, 930 1, 410

켜。 유 1, 153 1. 121 1.106 321

LNG 2.550 5.967 5.967 9.528

수 력 2.340 3.100 3.800 5.800

합 계 21, 021 33.909 42.935 57. 731

발천향 원자력 52.637 61 , 409 100.648 150.753
(GWh)

유연탄 17.552 56.942 79.469 113, 904

무연탄 2.552 1, 520 1, 132 849

중 유 16.246 32.366 24.116 9.782

켜U % 3, 236 - 386 464

LNG 9, 708 17.993 8, 619 13. 763

4- 력 3.331 3.650 3, 650 3, 669

합 계 105, 262 173, 879 218.020 29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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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C02 규제시 발전설비 및 발전량

구 1990 1996 2000 2006

발전설비 원자력 1, 616 9.616 15, 116 23 , 229
(MWe)

유연탄 2.680 8, 420 10, 026 12 , 691

무연탄 1.020 1.020 800 600

중 유 3.662 4, 665 3, 930 1, 410

켜U % 1, 153 1, 121 1, 106 1, 321

LNG 2, 550 5.961 7, 692 12 , 680

수 력 2, 340 3.100 3, 800 5, 800

합 계 21.021 33.909 43 , 070 57 , 731

발전량 원자력 52 , 637 61.409 101, 607 150. 153
(GWh)

유연탄 17, 552 49 , 190 67 , 803 61.133

무연탄 2, 552 1.520 1, 105 849

중 유 16.246 32.366 27.266 9, 782

켜U 유 3.236 - 1, 371

LNG 9, 708 25 , 745 16.589 65 , 618

수 력 3.331 3, 650 3.650 3.650

합 계 105.262 173 , 879 218 , 020 2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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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C02 규제 및 원자력활성화시 발전설비 및 발전량

구 브~ 1990 1996 2000 2006

발전설비 원자력 7, 616 9.616 16, 716 27 , 229
(MWe)

유연탄 2.680 8, 420 10 , 110 11 , 498

무연탄 1, 020 1, 020 800 600

충 % 3, 662 4.665 3, 930 1, 410

켜。 유 1, 153 1, 121 1, 106 321

LNG 2.550 5.967 7, 608 10 , 872

-까r 력 2.340 3, 100 3, 800 5, 800

합 겨1 21.021 33 , 909 44 , 070 57.730

발전량 원자력 52 , 637 61.409 107.940 176.087
(GWh)

유연탄 17 , 552 49 , 190 68 , 368 77 , 760

무연탄 2, 552 1.520 - 849

중 % 16, 246 32.366 27 , 266 9, 782

켜o 유 3.236 - 303

LNG 9. 708 25. 745 10. 796 24 , 726

‘9- 력 3, 331 3.650 3.650 3, 650

합 계 105.262 173.879 218.020 293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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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는 발전부문의 환경문제에 중점율 두고 이의 비용화 및 천원구

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발천원의 환경오염버용은 사회척비용으로

써 이률 적절히 명가하기 위하여는 이들 비용을 시장기구안으로 내부화

(internalization)시격야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O2와 NOx에 대하여는 대표척인 환경오염방지설비인 FGD와 SCR율

각각 고려하여 이틀 설비의 설치 ·운영비를 산출하여 비용화함으로써 이들

공해물질와 사회적비용을 내부화시켰다.

둘째，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서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사용후핵연

료쳐분， 원자로폐지 동의 관련비용을 산정함으로써 환경관련비용을 산출하

였다.

세째， 선형계획법에 의한 천원개발계획모형을 개발하여 기존의 천원개

발계획에서 다루기 곤란하던 환경규제블 반영한 전원구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칼다.

첫째， 유연탄화력발전의 경우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큐제

를 만촉시키기 위하여는 FGD와 SCR의 부착이 요구되는 바 이들 설비률 부착

시킬 경우 유연탄화력의 발전비용은 원자력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환경비용을 고려힐 경우 유연탄화력에 대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우위는 원천건설비가 약 30% 증가하더랴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1'-



툴째， 원자력발전의 경우 환경관련비용은 유연탄화력발천에 바하여 작

은 것으로 나타닮다. 유연탄화력발전의 환경비용은 원자력밸천의 환경비용

에 비해 4배 내지 5배 정도 눔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세째， 지구온난화문제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문

제률 검토해 본 결과 국내의 경우 현행의 전력수요성장 전망하에서는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배출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상황은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선행기간을 감안할 때 1990년 후반

까지도 거의 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여후에야 원자력 및 LNG화

력발천의 확대로 개선될 수 있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총에너지소비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체의 국내 파급효과룰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

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오염방지방안 충 환경오염방지설비와 연료대체에 춧접율

두고 환경의 비용화 및 천원구성율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청정석탄기술(clean coal

technology)과 신형안전로(advanced reactor)가 상용화된다면 환경울 고려

한 발천원간의 경제성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에너지사용의 효율제고와 발천기술개발 퉁이 환경비용절감에 미치는 효과도

종합적으로 분석·명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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