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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 째 목 

원자력 경제성 분석 연구 

ß. 연구의 목적 및 중요생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은 외환금융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숭 

과 이산화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구조조정 동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원자력 발전은 발전단가 중에서 연료비의 비중이 가장 적은 발전원 

이므로 동일한 양의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화유출 비중이 다른 발 

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고환율 시대에 수입에 의한 불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데 도웅이 될 수 있으며， 외화유출 절감을 통한 외환 시 

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우리나 

라 경제에 미칠 충격의 완화에도 도웅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자원의 이용 계획도 이러한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다시 평 

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의 효융 

적 활용이 국민경제에 가져오는 면익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행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 원자력발전 수요 전망， 에너지 경제 연 

계모형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민경제적 측면에 

서의 원자력 산업의 산업연관 분석， 그리고 환율 변화를 고려한 원자 

력발전의 경제성분석 둥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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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40년까지의 장기 원자력발전 설비 용량을 전망하였다. 이를 위 

해 logistic curve를 이용한 추세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 수렴 일인당 

연간 발전량파 최종 수렴 원자력 발전 점유율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 

하여 원자력발전 설비 규모를 추정하였다. 

-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환경규제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에너지 경제 연계 전산 모형을 수립하였다. 이 모형을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의 도입이 우리나라에 가져다준 편익을 추정하였 

으며， 이산화탄소배출량 규제의 충격을 완하시키는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증가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 원자력 산업의 산업연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 

모형을 할용하였는데 기폰의 산업 분류를 원자력 산업 분석에 적합하 

도록 재분류하여 수행하였다.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그리고 수입유 

발효과 측면에서 원자력 산업을 다른 산업과 비교 분석하였다. 

- 환율변동을 고려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발전원으로서는 경수로 1 ，α)()MW ， 유연탄 500MW, 석유 500MW, 

LNG 맛)()MW를 설 정 하였다. 환율 수준은 790원/$로부터 2，아)()원/$까지 

를 고려하였으며 경제성분석 결과는 평준화 발전비용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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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연구컬과 및 활용얘 대한 건의 

1. 장기 원자력발전 수요 전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시나리오 구성 

전체 발전량 
최종수렴 

최종 수렴 

일인당 발처랴 
원자력발전 

L • 。
점 。 。

ìr좋훈 

12,000 

1965-1995 : 
kWh/인 · 년 

50 % 

실적치 
10，αm 

kWh/인 · 년 
50 % 

상한안 1996-2010 : 
14，αm 

kWh/인 · 년 
50 % 

장기 전력수급계획 14,000 
최상한안 60% 

kWh/인 · 년 

1965-1995년 까지의 실적 발전량과 1996-2010년까지의 국가 장기 전 

원개발계획상의 발전량을 근거로 일인당 발전량 및 원자력 발전 점유 

율이 일정한 값으로 최종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시나리오별로 2011 -

2040년까지의 원자력 발전 설비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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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 셜비 용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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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장기 원자력발전 수요 전망 분석 결과， 2040년의 원자력발전 설비 

용량은 기준안의 경우 약 43.7 GW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수요를 포함하여 2040년까지 1 ，α)() MW급 원자력발전소 40여기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한안의 원자력발전 설비 용량은 

2040년에 36.6 GW, 상한안의 경우에는 50.6 GW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2040년까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36기 - 50여기에 달하는 것이 

다. 최상한안의 경우 2040년의 원자력 설비용량이 58.6 GW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안의 결과에 따라 40여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경우 2040년 

까지 거의 매년 1,000 MW급 원자로가 1기가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 경 

우 부지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2. 에너지 경제 연계 모형을 통한 원자력 발전의 역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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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석 대안의 셜정 

구 분 입력자료 가정 탄소배출량 규제 

기준안 
전력부문의 발전원별 점유율은 기 
존의 전원계획 수치 적용 

기존과 미래의 모든 원자력 발전은 
고려하지 않음 

비원자력안 
석탄화력으로 대체됨 

기준안 입력자료 + 
비전력에너지부문의 연료원간 대체 

탄소세(1)안 (2001 년부터 열에너지내의 석탄/석 
유 점유율을 5%씩 감소 

-> 도시가스 점유율 증가) 2010년 이후의 탄소 

-탄소세 (1)안과 동일하나 원자력 점 
배출량을 2000년 수 

유율만 차이가 남 
준으로 유지함 

탄소세(11)안 
- 원자력 발전 점유율 증가 
(2001-2010년: 50%, 

2011-2020년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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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안별 분석 결과(2020년 기준) 

구 τ tri 기준안 비원자력안 탄소세 (1)안 탄소세 (ll)안 

국내 총생산액(GDP) 
잊1)，799 899,724 781 ,181 837,896 

(10억원) 

GDP Deflator 6.398 7.035 19.294 11.163 
(1990년 - 1.(00) 

산업부문 91 ,006 90,365 65,642 71 ,462 

가정·상업 66,071 65 ,856 37,168 42,678 
부문 

에너지수요 
T 까‘%4'-닙τ n 63,726 66,341 42,065 43,669 

(천 TOE) 

전력부문 63,769 60,916 41 ,354 46,741 

-λ.1...、 계 284,573 283,477 186,230 204,551 

에너지가격지수 2.33 2.58 14.39 7.75 
(1 990년 ~ 1.00) 

총발전량 826,257 789,492 537,480 606,879 (GWh) 

전력부문 
연료비 16.49 27 .43 550.89 250.74 
(원IkWh) 

전력가격 68.39 83.87 944 .49 452.96 
(원IkWh) 

산업부문 81 ,965 81 ,515 50,516 55,010 

가정·상업 52,501 52,330 24,030 27,551 
부문 

탄소배출량 
-까「‘ 1 」’5‘「 -t「j τ nr 50,624 52,715 33,164 34,467 

(천C‘톤) 

전력부문 90,272 157,763 59,392 49,003 

-까i、- 계 275 ,363 344,324 167,102 166,031 

에너지 경제 연계모형의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우선 전력시스템에 

과거부터 원자력 발전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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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비원자력안). 비원자력안의 결과를 기준안과 비교하면 2020 

년에 국내총생산이 1.1 %(10조원， 1990년 불변가격) 감소하며 전력가격 

은 22.6%가 상승하여 에너지가격 지수는 10.7%가 상숭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도입 이 

국내총생산의 증가와 전력 및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에 이바지한 바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충족시키는 탄소세 부과의 분석에 

있어서는， 탄소세(1)안의 결과는 기준안에 비해 2020년에 국내총생산이 

14.1 % 감소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9.3%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원자력 발전량을 탄소세(11)안에 따라 증대시키면(20이년-2010 

년: 50% , 2011-2020년: 60%), 기준안에 비해 국내총생산은 7.9%만 감소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충격의 완화에 원자력 발전이 기여하는 바 

가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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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산업의 산업연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의 운 

영을 통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는 1993년에 국내총생산의 0.5%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 산업의 생산물인 전력은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중간재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표인 중간수요비 즉 전방연관효과는 0.7946으로 이는 전체 산업 

평균 0.4923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 산 

업 자체의 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는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지표인 중간투입비 즉 후방연관효과는 0.2541 

로 전체 산업평균인 0.55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발 

전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다른 발전 산업 중에서 가장 높아서 경쟁관계 

에 있는 화력발전 산업에 비해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 건설 산업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가 l.946으로 정부투자 부문의 1.633과 

민간 투자 부문의 l.647보다 높아 생산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는 각각 0.808 

과 0.192로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수입유발계수가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1993년의 산업간 실제 거래를 묘사 

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에 근거하고 었다. 그러나 원자력 건설 부문의 

국산화가 199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척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97년 현재의 원전 건설의 수입유발계수는 보다 더 낮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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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율 변동을 고려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같 

다. 

(단위 : 원IkWh) 

환 율(원1$) 790 1 ，α)() 1,200 1,400 1,600 1,800 2，α)() 

건설비 23.10 24.20 25.20 26.30 27.30 28.40 29.40 
고정비 

O&M 7.1 0 7.10 7.1 0 7.1 0 7.10 7.1 0 7.1 0 
경수로 
1 ，α)() 연료비 3.24 3.93 4.59 5.24 5.90 6.56 7.21 
MWe 변동비 - 정광，변환，농축 2.60 3.29 3.94 4.60 5.26 5.91 6.57 

-성형가공 0.64 0.64 0.64 0.64 0.64 0.64 0.64 

총 발전원가 33.44 35.22 36.92 38.62 40.31 42.01 43.71 

건셜비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고정비 

유연탄 
O&M 6.15 6.15 6.1 5 6.1 5 6.15 6.l5 6.l5 

500 변동비 연료비 12.10 15.32 18.38 21.44 24.51 27.57 30.63 
MWe 

총 발전원가 34.08 37.30 40.36 43.42 46.49 49.55 52.61 

원자력(= 1.0)대비 비율 1.02 l.06 1.09 1.1 2 1.15 1.1 8 1.20 

건설비 12.l9 12.19 12.19 12.19 12.19 12.19 12.19 
고정비 

석유 
O&M 3.23 3.23 3.23 3.23 3.23 3.23 3.23 

500 변동비 연료비 20.36 25.77 30.93 36.08 41.24 46.39 51.54 
MWe 

총 발전원가 35.78 41.19 46.35 51.50 56.66 61.81 66.96 

원자력(= 1.0)대비 비율 1.07 1.17 1.26 1.33 1.41 1.47 1.53 

건설비 8.03 8.03 8.03 8.03 8.03 8.03 
고정비 

O&M 2.41 2.41 2.41 2.41 2.41 2.41 2.41 
LNG 

900 변동비 연료비 25.94 32.84 39.40 45.97 52.혀 59.10 65.67 
MWe 

총 발전원가 36.38 43.28 49.84 56.41 62.98 69.54 76.11 

원자력(= 1.0)대비 비율 1.09 1.23 1.35 1.46 1.56 1.66 

전력계통에서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원인 유연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비교할 경우， 환율 상승은 원자력발전의 건설비를 상승시켜 발 

전원가를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유연탄화력은 수입에 



의폰하고 있는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환율 상숭에 따 

른 영향이 유연탄발전의 발전원가에 직접 전가되어 원가 상승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경제가 안정되더라도 적 

정 환율은 1200원1$- 1400원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유연탄화력 

에 대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우위는 9%-12%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 

로 판단된다. 

석유화력과 LNG 복합화력은 중간부하 및 첨두부하발전원으로써 이 

용되기 때문에 기저부하 발전원과 동일한 이용률하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력은 LNG복합화력에 비해 연료비의 비중이 낮기 때 

문에 환율인상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력과 LNG 복합화력은 전력계통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서로 유사하므로 이들 발전원간의 경제성 비교는 의미가 있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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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 Project Title

Economic Analysi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ince Korea imports most of energy resources from abroad, energy

industry in Korea is being faced with drastic increases in energy prices

caused by foreign currency reserve crisis. Also, there has been a serious

discussion that the energy industry has to reform its structure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n carbon emission.

Nuclear power has the smallest share of fuel cost out of total electric

power generating cost among various electric sources. Thus, the outflows

of foreign currency reserves from purchasing fuel for nuclear power plant

are relatively small. In the current circumstance suffering from lack of

foreign currency reserves, this implies that nuclear power has great

potential to release the general price level from increasing pressure caused

by energy import.

It is also well known that nuclear power generation is free from

emitting carbon during electricity generation, so that nuclear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the impacts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n

carbon emission.

It is very timely to re-evaluate the nuclear energy util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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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into consideration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an emphasis on the benefits from the efficient use of

nuclear energy. In this regard, this study deals with the estimation of

long-term demand for nuclear power generation; the economic effec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using the energy-economy linked model; the role

of nuclear industry in Korean economy;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under the drastic change in foreign exchange

rate.

I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major content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 Long-term nuclear power generating capacity until the year 2040 was

forecasted by using the logistic curve fitting method. To do this, a few

scenarios on the final asymptotic values both for the annual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ion per capita and for the share of nuclear out of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were assumed.

-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a national economy was analyzed under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n carbon emission. To do

so, the energy-economy linked model was developed. By using this model,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in Korea were

investigated. Efforts were made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 of the

increase of the nuclear share in Korean electric system as a means to

lessen the impacts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n carbon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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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nput-outpu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inter-industry economic effect of nuclear industry. In doing so, efforts were

made to reclassify industries in the existing input-output table and then,

the economic inducement effect of production, value-added, and import of

nuclear industry was examined.

- A sensitivity analysi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hange in foreign exchange rate. The levelized electricity

generating costs of nuclear were estimated along the several rates of

foreign exchange. They were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power

generating sources such as bituminous coal, oil, and LNG. Foreign

exchange rate was allowed to vary in the range from 790 to 2,000

Won/US 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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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 for the Applications

1. Scenarios and forecasting result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capacity are as follows:

A. Scenarios

\ltems

Scenario \

Reference

Scenario

Low

Scenario

High

Scenario

Highest

Scenario

Input for

Electricity Generation

- 1965-1995 :

Actual Electricity

Generated

- 1996-2010 :

Referred to the

National Electric

Power Projection

up to 2010

Asymptotic values
for electricity
generation per
capita in a year

12,000 kWh
per capita/yr

10,000 kWh
per capita/yr

14,000 kWh
per capita/yr

14,000 kWh
per capita/yr

Asymptotic values
for nuclear share
out of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50 %

50 %

50 %

60 %

In this study, the nuclear power generating capacity during 2011-2040

were forecasted based on the actual electricity generated during 1965-1995

and the estimated electricity generation in the National Electric Power

Projection up to 2010. Besides, under the additional assumptions that

yearly electricity generation per capita and nuclear share out of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were converged into different asymptotic values,

several scenario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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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Actual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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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Generated 10 ，α)()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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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1996-2010 : per capita/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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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National Electric per capita/yr 

Highest Power Projection 
14 ，α)()k찌에 

up to 2010 per capita/yr 
60 % 

Scenario 

In this study, the nuclear power generating capacity during 2011-2040 

were forecasted based on the actual electricity generated during 1965-1995 

and the estimated electricity generation in the National Electric Power 

Projection up to 2010. Besides, under the additional assumptions that 

yearly electricity generation per capita and nuc1ear share out of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were converged into different asymptotic values, 

several scenario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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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ecast of nuclear power capacity to 204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ference scenario,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was estimated to be about 43.7GW by the year 2040.

The results from the reference scenario showed that more than 40

additional units of l,000MW class nuclear power plants should be built in

the study period. Considering the results from the low scenario and the

high scenario, additional units of 1.000MW class nuclear power plants

were expected to be ranged from 36 to 50 until the year 2040.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e highest scenario showed that nuclear

capacities reached 58.6GW by the year 2040.

The results from the reference scenario implied that more than one

l,000MW class nuclear plower plant should be added every year to meet

the basic assumption of the asymptotic nuclear share of 50% out of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with the asymptotic per capita electricity generation of

12,000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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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ference scenario,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was estimated to be about 43.7GW by the year 2040. 

The results from the reference scenario showed that more than 40 

additional units of 1 ，α)()MW class nuclear power plants sho비d be built in 

the study period. Consid하ing the results from the low scenario and the 

high scenario, additional units of 1 ，α)()MW class nuclear power plants 

were expected to be ranged from 36 to 50 until the year 2040.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e highest scenario showed that nuclear 

capacities reached 58.6GW by the year 2040. 

The results from the reference scenario implied that more than one 

1 ，α)()MW class nuclear plower plant should be added every year to meet 

the basic assumption of the asymptotic nuclear share of 50% out of total 

elecσicity generation with the asymptotic per capita electricity generation of 

12,OOO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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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role of nuclear power plant is examined by using an

energy-economy inter linked model. The results are shown as follows:

A. Scenarios

Scenario

Reference Scenario

No Nuclear Scenario

Carbon Tax(I) Scenario

Carbon Tax(II) Scenario

Assumption

Shares of various
sources out of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are
identical to the national
power development plan

All the nuclear power
plants are replaced with
bituminous coal fired
plant in the electric
system both in the past
and future

Reference Scenario +
Fuel substitution in
non-electric energy
sector
(The shares of Coal/Oil
out of thermal energy
supply are decreased by
5% every year from
2001
—>Share of town gas is
replaced)

Carbon Tax(I) Scenario
+

The share of nuclear
are increased to 50%
during 2001-2010 and
60% during 2011-2020
in electric sector

Regulation Standard

No Regulation

Maintain carbon
emission after 2010 at
the level of the yea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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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role of nuclear power plant is examined by using an 

energy-economy inter linked model. The results are shown as follows: 

A. Scenarios 

Scenario Assumption Regulation Standard 

Shares of various 
sources out of total 

Reference Scenario electricity generation are 
identical to the national 
power development plan 

AII the nuclear power No Regulation 

plants are replaced with 

No Nuclear Scenario 
bituminous coal fired 
plant in the electric 
system both in the past 
and future 

Reference Scenario + 
Fuel substitution in 
non-electric energy 
sector 
(The shares of Coal/Oil 

Carbon Tax(I) Scenario out of thennaJ energy 
supply are decreased by 
5% every year from 

Maintain carbon 2001 
-->Share of town gas is emission after 2010 at 

repJaced) the JeveJ of the year 
2α)() 

Carbon Tax(l) Scenario 
+ 

The share of nuclear 
Carbon Tax(II) Scenario are increased 10 50% 

during 2001-2010 and 
60% during 2011-2020 
in electr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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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sults of scenarios

Items

GDP
(Billion Won in 1990

constant price)

GDP Deflator
(1990 - 1.000)

Energy
Demand

(1,000 TOE)

Industry
Sector

Residential &
Commercial

Sector

Transportation
Sector

Electric
Sector

Sub Total

Energy Price Index
(1990 - 1.00)

Electric
Sector

Carbon
Emission

(1,000 C-ton)

Total
Generation

(GWh)

Fuel Cost
(Won/kWh)

Tariff
(Won/kWh)

Industry
Sector

Residential &
Commercial

Sector

Transportation
Sector

Electric
Sector

Sub Total

Reference
Scenario

909,799

6.398

91,006

66,071

63,726

63,769

284,573

2.33

826,257

16.49

68.39

81,965

52,501

50,624

90,272

275,363

No Nuclear
Scenario

899,724

7.035

90,365

65,856

66,341

60,916

283,477

2.58

789,492

27.43

83.87

81,515

52,330

52,715

157,763

344,324

Carbon
Tax(I)
Scenario

781,181

19.294

65,642

37,168

42,065

41,354

186,230

14.39

537,480

550.89

944.49

50,516

24,030

33,164

59,392

167,102

Carbon
Tax(II)
Scenario

837,896

11.163

71,462

42,678

43,669

46,741

204,551

7.75

606,879

250.74

452.96

55,010

27,551

34,467

49,003

16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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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No NucIear 
Carbon Carbon 

ltems 
Scenario Scenario 

Tax(1) Tax(ll) 
Scenario Scenario 

GDP 
(Billion Won in 1990 잊)9，799 899,724 781 ,181 837,896 

constant price) 

GDP Deflator 6.398 7.035 19.294 11.163 (1990 - 1.α)()) 

Industry 
91 ，α)6 90,365 65,642 71 ,462 

Sector 

Residential & 
Commercial 66,071 65,856 37,168 

Sector 
Energy 

Transponation Demand 63,726 66,341 42,065 
(1，α)() TOE) Sector 

Electric 
63,769 60,916 41 ,354 46,741 

Sector 

Sub Total 284,573 283,477 186,230 204,551 

Energy Price Index 2.33 2.58 14.39 7.75 (1 990 - 1.00) 

Total 
Generation 826,257 789,492 537,480 606,879 

(GWh) 

Electric Fuel Cost 27.43 550.89 250.74 Sector (Won/kWh) 
16.49 

Tariff 68.39 83.87 944.49 452.96 
(Won/kWh) 

Industry 
81 ,965 81 ,515 50,516 55,010 

Sector 

Residential & 
Commercial 52,501 52,330 24,030 27,551 

Sector 
Carbon 

Emission Transponation 
50,624 52,715 33,164 34,467 

(1 ,000 C-ton) Sector 

Electric 
90,272 157,763 59,392 49,003 

Sector 

Sub Total 275,363 344,324 167,102 16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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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the no nuclear scenario by 2020 showed the following

differences, compared with those of the reference scenario:

- GDP decreased by 1.1%

- Electricity price increased by 22.6%, and energy price index increases

by 10.7%

- Carbon emissions increased by 25%

From these findings, it was concluded that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had made some contribution to the increase of GDP

as well as the stability in energy and electricity price level.

In the case of the carbon tax(I) scenario, it was resulted that GDP

decreased by 14.1% with reduction of carbon emissions by 39.3% by the

year 2020,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reference scenario.

The increase of nuclear share was identified to be helpful in preventing

GDP from decreasing in the carbon tax(II) scenario. In this scenario, GDP

decreased by only 7.9% instead of 14.1% in the carbon tax(I) scenario.

3.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nter-industry economic activity, nuclear

power generating industry contributed to 0.5% of GDP in 1993. Nuclear

power generating industry's product, which is an electricity, is mainly used

as an intermediate good to produce the final goods to meet final demand

in the economy. Therefore, the forward linking effect of the nuclear power

generating industry, as an index for intermediate demand ratio, resulted in

0.7946 which was higher by 61% than the average of tot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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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23. However, the nuclear power generating industry's demand for

intermediate goods, which are produced in other industries, appeared quite

low. The backward linking effect of the nuclear power generating industry,

as an index for intermediate input ratio, resulted in 0.2541 which was

lower by 54% than the average of total industry 0.5552.

On the other hand, it was analyzed that the value-added per unit of

output in the nuclear power generating industry was very high. Its

value-added appeared to be more than twice as high as coal fired power

industry.

The role of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industry in inter-industry

economic activity was resulted to be very active by showing the

inducement effect of production of 1.946, which was higher than the

inducement effect of production in government sector's investment and

private sector's investment of 1.633 and 1.647,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inducement effect of value-added and import in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industry were resulted in 0.808 and 0.192, respectively.

The inducement effect of import was a little higher than that of

government sector's investment and private sector's investment, implying

that the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industry has more import

dependence than other industries on average.

These results were based on the Input-Output Table for 1993 which

described the actual inter-industry economic activity in the same year. In

this regard, the inducement effect of import in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industry could be lower now, because the localization has

been continued in the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industry sinc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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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results of the levelized electric power generating costs for

various fuel options were compared in the following table, depending on

the wide variation of foreign exchan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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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Won/kWh)

Exchange Rate(Won/$)

PWR
1,000
MWe

Coal
500

MWe

Oil
500

MWe

LNG
900

MWe

Fixed
Cost

Variable
Cost

Investment

O&M

Fuel

Total Generating Cost

Fixed
Cost

Variable
Cost

Investment

O&M

Fuel

Total Generating Cost

Ratio to Nuclear

Fixed
Cost

Variable
Cost

Investment

O&M

Fuel

Total Generating Cost

Ratio to Nuclear

Fixed
Cost

Variable
Cost

Investment

O&M

Fuel

Total Generating Cost

Ratio to Nuclear

790

23.10

7.10

3.24

33.44

15.83

6.15

12.10

34.08

1.02

12.19

3.23

20.36

35.78

1.07

8.03

2.41

25.94

36.38

1.09

1,000

24.20

7.10

3.93

35.22

15.83

6.15

15.32

37.30

1.06

12.19

3.23

25.77

41.19

1.17

8.03

2.41

32.84

43.28

1.23

1,200

25.20

7.10

4.59

36.92

15.83

6.15

18.38

40.36

1.09

12.19

3.23

30.93

46.35

1.26

8.03

2.41

39.40

49.84

1.35

1,400

26.30

7.10

5.24

38.62

15.83

6.15

21.44

43.42

1.12

12.19

3.23

36.08

51.50

1.33

8.03

2.41

45.97

56.41

1.46

1,600

27.30

7.10

5.90

40.31

15.83

6.15

24.51

46.49

1.15

12.19

3.23

41.24

56.66

1.41

8.03

2.41

52.54

62.98

1.56

1,800

28.40

7.10

6.56

42.01

15.83

6.15

27.57

49.55

1.18

12.19

3.23

46.39

61.81

1.47

8.03

2.41

59.10

69.54

1.66

2,000

29.40

7.10

7.21

43.71

15.83

6.15

30.63

52.61

1.20

12.19

3.23

51.54

66.96

1.53

8.03

2.41

65.67

76.11

1.74

It was found that electric power generating costs for all options turned

out to become higher as exchange rate increases, because Korea imported

most of energ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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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Wo띠kWh) 

Exchange Rate(W onj$) 790 1 ，αm 1,200 1,400 1,600 1,800 2,000 

Fixed Investment 23.1 0 24.20 25.20 26.30 27.30 28.40 29.40 

Cost O&M 7.1 0 7.10 7.10 7.1 0 7.10 7.10 7.1 0 
PWR 
1 ，αm Variable 
MWe Cost 

Fuel 3.24 3.93 4.59 5.24 5.90 6.56 7.21 

Total Generating Cost 33.44 35.22 36.92 38.62 40.31 42.01 43.71 

Fixed Inves앙tment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Cost O&M 6.1 5 6.1 5 6.15 6.15 6.15 6.1 5 6.1 5 
Coal 
500 Variable 

Fuel 12.l0 15.32 18.38 21.44 24.51 27.57 30.63 
MWe Cost 

Total Generating Cost 34.08 37.30 40.36 43.42 46.49 49.55 52.61 

Ratio to Nuclear 1.02 1.06 1.09 1.12 1.15 1.18 l.20 

Fixed Investment 12.l9 12.1 9 12.l 9 12.l9 12.1 9 12.19 12.19 

Cost O&M 3.23 3.23 3.23 3.23 3.23 3.23 3.23 
Oil 
500 Variable 

Fuel 20.36 25.77 30.93 36.08 41.24 46.39 51.54 
MWe Cost 

Total Generating Cost 35.78 41.19 46.35 51.50 56.66 61.81 66.96 

Ratio to Nuclear 1.07 1.17 1.26 1.33 1.41 1.47 1.53 

Fixed Inves잉tment 8.03 8.03 8.03 8.03 8.03 8.03 8.03 

Cost O&M 2.41 2.41 2.41 2.41 2.41 2.4 1 2.41 
LNG 

Variable 
900 

Cost 
Fuel 25.94 32.84 39.40 45.97 52.54 59.l0 65.67 

MWe 
Total Generating Cost 36.38 43.28 49.84 56.41 62.98 69.54 76.11 

Ratio to Nuclear 1.09 1.23 1.35 1.46 1.56 1.66 1.74 

It was found that electric power generating costs for all options turned 

out to become higher as exchange rate increases, because Korea imported 

most of energ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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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exchange rate increases, the electric power generating cost of

nuclear power plant increases directly through the increase in imported fuel

cost as well as indirectly through the increase in its construction cost for

the imported portion. On the other hand, the generating cost of bituminous

coal fired power plant increases only directly through the increase in

imported fuel cost, because its construction technology is fully localized.

When the levelized electric power generating costs between nuclear and

bituminous coal, which are taking charge of base load in Korea's electric

system, were compared, the generating cost of bituminous coal fired power

plant increased more significantly than that of nuclear. This implies that

the effect of change in exchange rate on the electric power generating cost

was greater for the bituminous coal fired power plant than nuclear power

plant, because the electric power generating cost for the bituminous coal

fired power plant has higher share of fuel cost out of total power

generating cost.

Because an appropriate foreign exchange rate per US Dollar is expected

to be in the range from 1200Won/Dollar to 1400Won/Dollar, economic

advantage of the electric power generating cost for nuclear power plant

over bituminous coal fired plant will be maintained by the margin of

Because oil and LNG power plant are taking charge of peak load,

direct comparison of the electric power generating costs among nuclear,

coal, oil and LNG power plant could be misleading. However, it was true

that economics of all the options for electricity generation were became

worse by the high rate of foreign exchange. When the levelized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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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red power plant has hlgher share of fuel cost out of tot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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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an appropriate foreign exchange rate per US Dollar is expected 

to be in the range from 1200Wo찌Dollar to 1400Wo찌Dollar， economic 

advantage of the electric power generating cost for nuclear power plant 

over bituminous coal fired plant will be maintained by the margin of 

9%-12%. 

Because oil and LNG power plant are taking charge of peak load, 

direct compa디son of the electric power generating costs among nuclear, 

coal, oil and LNG power plant could be misleading. However, it was true 

that economics of all the options for electricity generation were became 

worse by the high rate of foreign exchange. When the levelized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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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generating costs between oil and LNG power plant, which have the

same role in Korea's electric system, were compared, the generating cost

of LNG power plant increased more significantly than that of oil. This is

because the share of fuel cost out of total electric power generating cost

of LNG power plant is higher than that of oil.

_25_ , HEXTPA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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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generating costs between oil and LNG power plant, which have the 

same role in Korea ’s elecσic system, were compared, the generating cost 

of LNG power plant increased more significantly than that of oil. This is 

because the share of fuel cost out of total elecσic φwer generating cost 

of LNG power plant is higher than that of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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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I 장 서 론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표면적으로 볼 때 외환위기로부터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고환율 현상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고환율 시대에 있어서는 수입물량에 대한 원화 지불금액이 증가 

하므로 수입을 통한 물가상승의 압박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에너 

지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98%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수입 

비중이 총 수입에서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큰 편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규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이 교토에서 1997년 12월에 열렸다.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 

소 배출 규제를 면제받기는 하였지만 추후 계속될 회의에서 계속 면제 

국가의 위치를 보장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 

와 면밀한 대처가 요구된다. 

원자력 발전은 발전단가 중에서 연료비의 비중이 가장 적은 발전원 

이므로 통일한 양의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화 유출 분이 다른 발 

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고환율 시대에 수입을 통한 불가 압력 

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외화유출의 절감에 이바지할 것으 

로 판단되고， 또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발전 과정에서는 전혀 없으므 

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충격의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자원의 이용 계획도 이러한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다시 평 

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 경제적 편익을 

’ j ‘ ‘ “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장기 원자력 

수요 전망， 에너지 경제 연계모형을 통한 원자력 발전의 역할 분석， 국 

민경제적 측면에서의 원자력 산업 분석， 그리고 환율 변동을 고려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 원자력수요 전망은 최근의 경제성장률 저하에 대한 예상의 실 

현과 경제침체 지속기간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전력 및 원자력 수급계 

획을 장기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원자력 수급계획의 조정은 고환율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에너지 경제 연계모형을 통한 원자력 발전의 역할 분석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에서 전력부문과 원자력의 역할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전산 

화 모형을 수립하였다. 이 모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 

한 탄소세의 부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원자력 산업의 산업연관 분석은 원자력 발전 부문을 하나의 산업으 

로 인식하여 그 경제활동의 파급효과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였는데 기존의 산업분류를 원자 

력 산업 분석에 적합하도록 재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원자력 분 

야도 국민경제의 한 산업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산업측면에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이와 같은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환율 변동을 고려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는 평준화 

발전원가의 산출을 통하여 각 발전원의 경제성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발전원간의 경제성 평가는 지나치게 평가 절상된 환율을 근거 

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이 펼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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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장기 원자력 셜비용량 전망 

1. 연구의 목적 

1980년대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방사 

성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는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침체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화석연 

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온실효과 둥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조망을 받고 

있다. 특히 부폰 에너지자원이 부족하고 전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원자력은 향후 수십년간 주요 발전원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세분석을 통해 장기 원자력설비용량을 전망하 

는 것이다. 원자력 설비용량은 계량경제모형 둥을 통해 전망할 수 있 

지만l 많은 경우 특히 장기적인 전망에서 그 결과가 지수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둥 현실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었다. 추세분석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전망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장기 원자력설비용량 전망은 원자력/전력분야 

의 다양한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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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나리오 설정 

미래의 전력/원자력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비교적 

짧은 기간의 수요를 추정하는 경우 시계열 분석이나 계량경제모형 둥 

이 이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모형들은 장기추정의 경우 그 결과가 지 

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ECD jNEA(1982)의 연구에서 개발/ 

사용한 추세분석을 통한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대 

한 장기전망을 수행하였다.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접근법을 사 

용하였는데 일인당 발전량의 수렴값/ 원자력발전 점유율의 차이에 따 

라 기준안과 하한안/ 상한안/ 최상한안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계획 

과 건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이미 향후 약 

15년간의 원자력설비용량은 대부분 확정되어 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 

영하기 위해 기준안의 경우 2010년까지는 '95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제 

시된 원자력설비용량을 사용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이 도입 가능한 

범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한안과 상한안/ 최상한안을 구성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전력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시나리오의 구체적 

인 내용은 표 2.1-1에 나타나 있다. 

1) 이러한 문제점은 OECD/NEA(1 982)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원자력과 핵연료주기 

에 관한 전세계적인 장기 전망을 수행한 이 연구에서는 몇가지 전망방법을 검토한 

결과 계량경제모형플 채택하였다， 그러나 입력자료와 가정이 합리적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결과(특히 지속적인 지수적 성장)는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새로운 모 

형이 개발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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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원자력 장기전망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 

전체 발전량 
최종수렴 

최종 수렴 

일인당 발전량 
원자력발전 
점。。 

，，-좋룰 

기준안 
12,000 

하안안 

1965-1995 : kWh/인 • 년 
50 % 

실적치 
10,000 

k꿰V인 · 년 
50 % 

상한안 1996-2010 : 
14,000 

kWh/인 • 년 
50 % 

장기 전력수급계획 14,000 
최상한안 60% 

kWh/인 · 년 

나. 추정 철차(과정) 

한 국가의 전력소비를 결정짓는 인자들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국내 

총생산/ 산업구조 둥의 경제적인 요인과 기후/ 생활습관/ 인구밀도 둥의 

사회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기폰의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요인과 에너지/전력소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여 결과를 

전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인과관계에 대한 셜명력이 뛰어나다는 장 

점이 있으나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예측이 장기가 될수 

록 지수적인 증가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세계 주요국의 과 

거 실적을 살펴보면 전력소비가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결 

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ogistic Curve에 의한 추세전망 방법은 하나의 

중요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자연계의 많은 현상들이 그러하듯 

일인당 발전량과 원자력발전 점유율도 logistic curve의 형태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2)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일인당 발전량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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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구추계를 통해 미래의 총발전량을 구하고 이에 원자력발전 점유 

율을 곱함으로써 미래의 원자력발전량을 비교적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그림 2.1-1과 같은 과정으로 예측을 수 

행하였다. 

Logistic Curve톨 이용한 잃인당 일전랑 
추정 (2011 - 2040) 

종일전랑 

밭전랑자료 
(1965 - 2010) 

기준년도의 원자력점유율 계산 

Logistic Curve톨 이 용한 원 자력 의 점 유율 
~j 。‘
'-'''' 

원자력 밭전량 

원자력 설비용량 

그림 2.1-1 Logistic Curve를 이용한 원자력 설비용량 전망 절차 

2)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인당전력소비 대신 일인당발전량(송전단 기준)을 사용하였다. 
전력소비량과 발전량 사이에는 (발전량 = 전력소비량 + 송배전 손실)의 관계가 성 

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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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정은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기준안을 

대상으로 전망과정을 설명한다. 

분석의 첫단계는 대상기간동안(-2040년)의 일인당 발전량을 도출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구 및 발전량에 관한 실적자료와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사용하여 1965년부터 2010년까지의 일인당 발전량 

을 계 산한다. (그림 2.1-2, 2.1-3) 

이렇게 구해진 일인당 발전량은 다음과 같은 logistic curve 형태의 

함수를 설정하여 계수를 추정한다. 

Em 
E , = _fn_-!- J.. ‘ l+e “"I!. 1 V J!, 

T: 실제년도-기준년도 즉 • T= t-1995 
E t : t년의 일인당 발전량 
E∞ : 일인당 발전량 수렴치 
aE. bE : 추정계수 

추정을 위해서는 일인당 발전량의 수렴값을 결정해야 한다. 앞에서 

도 언급했듯이 일인당 발전량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기 때 

문에 최종수렴 발전량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현재 일인당 전력소비와 비교 

하여 표 2.1-1과 같이 시나리오별 최종수렴 발전량의 상한과 하한을 결 

정하였다.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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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일인당 발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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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가 나타나 있다. 통계 주요국의 일인당전력소비 2.1-4에는 그림 

나타냈 인해 국가별 일인당발전량 대신 일인당 전력소비로 한계로 의 

전력소비의 않다면 크지 변화가 전술한바와 같이 송배전손실의 는데 

보일 것이다. 송배전손실률 경향을 변화와 같은 전력공급량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도인데 차이가 있으며 대략 5-8% 

1996년 에 5.40%를 

은 국가별로 

16000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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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주요국의 일인당 전력소비 추이 

다음과 같이 선 발전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인당 으
 

E 랩
 

함수 

aE+ bET= log e [E웰 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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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형변환된 값을 최소자숭법을 사용l 추정하여 계수를 결정 

환다. 그림 2.1-5에는 시나리오별 추정계수 값과 추정의 정확도가 표시 

되어 었다. 구한 계수를 logistic curve 함수에 대입하여 실적치와 비교 

하면 그림 2.1-6과 같다. 함수를 이용하여 대상기간 동안의 일인당발전 

량을 구한다. 

다음 단계는 원자력발전 점유율을 전망하는 것이다. 그림 2.1-7에는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때부터 1996년까지의 원자력발전 

점유율이 나타나 있다. 1980년대 중반에는 50%를 넘는 점유율을 보이 

기도 했으나 이는 전력수급관계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현 

재는 약 36%에 이르고 있다. 미래의 원자력발전 점유율은 정책적인 고 

려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참고한 

다면 대략적인 경향을 예상할 수 있올 것이다. 국내 에너지/전력정책 

의 큰 흐름은 석유 및 화석에너지의 의폰도를 낮추는 것이며 이에 따 

라 전력부문에서도 LNG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LNG발전의 경우l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첨두부하 발전 

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상당기간 변화하지 않을 것이 

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용이한 석탄화력은 

주요한 기저부하 발전원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하여 국제적으 

로 쟁점이 되고 있는 지구온실효과 둥을 고려한다면 많은 증가를 기대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원자력발전 점유율은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10년의 원자력발전 점유율은 45.5%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 점유율이 

이 값에서 시작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 

냉
 



로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증가가 다음과 같은 logistic 함수의 형태 

를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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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시나리오별 선형변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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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원자력 발전 점유율 추이 

sf = s# , 

aN= 1앵 e [5웰왜] 
1 _ r s깨+s~~ , 

bN=파 log e l -u S~ -~ J 

sf: t년의 원자력발전 점유율 
s~ : 기준년의 원자력발전 점유율 
S싫 : 최종수렴점유율 
HN : halviηgtime 

위와 같은 함수를 이용하여 원자력발전 점유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는 최종수렴 점유율과 halving tirne을 결정해야 한다. 최종수렴점유율 

은 시 나리 오별로 각각 50%, 50%, 50%, 60%를 가정 하였는더]， 50%(하 

한r 기준r 상한안)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 점유율이 현재수준 

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며 60%(최상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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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하추종운전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한 최대점유율의 의미 

를 담고 있다. 기준년도(2010년)의 점유율과 최종수렴점유율의 중간값 

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halving time은 15년을 사용하 

였다. 

그림 2.1-8에는 이러한 함수에 의해 추정한 시나리오별 원자력발전 

점유율이 나타나 있다. 

% 

% 

% 

% 

% 

% 

% 

n“ 
| 뿔짧 싱한 f 

뿜 44 f /rrrIIr--- j 

u 4o f // 」

~6 r j이/ ~ 

그림 2-}-8 시나리오별 원자력발전량 점유율 

3. 추정 결과 

원자력발전 점유율이 구해지면 원자력 설비용량은 다음과 같은 과 

정을 거쳐 얻을 수 있다. 

CD 앞에서 구한 일인당 발전량과 인구추계를 사용하여 총 발전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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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그림 2.1-9), 

@ 이에 원자력점유율을 곱하여 점유율을 발전량단위로 환산한다. 

(그림 2.1-10) 

@ 구해진 원자력발전량은 이용률을 가정하여 원자력설비용량으로 

변환된다.(그림 2.1-11)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이용률 추이를 참 

고하여 미래의 이용률을 0.80으로 가정/ 설비용량으로 변환하였 

다. 

2040년의 원자력 설비용량은 기준안의 경우 약 43.7 GW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수요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2040년까지 

1,000 MW급 원자력발전소 40여기가 건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하한과 상한안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원자력발전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하한안의 원자력 설비용량은 2040년에 36.6 GW, 상한안의 

경우에는 50.6 GW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2040년까지의 신규 원자력발 

전소 건설이 36기 - 50여기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상한안의 경우 2040 

년의 원자력설비용량이 58.6 GW에 이르게 되며 이 때 원자력발전 점 

유율은 56.6%에 이른다. 

기준안의 경우 약 연간 1,000 MW급 원자로가 1기씩 건설되어야 하 

는데 이 경우 부지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원자로의 용량을 1,300 

MW으로 격상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몇가지 입력자료에 대한 보다 엄밀한 

추정이 요구된다. 특히 일인당 발전량(혹은 전력수요)은 모형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입력자료로써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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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시나리오별 총발전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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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시나리오별 원자력발전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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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1 시나리오별 원자력 설비용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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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철 원자력과 국민경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 

여 왔다. 전력은 사용의 편리함으로 인해 그 수요 증가율이 총에너지 

수요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여 왔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있어서 전력부 

문이 차지하는 위치도 더욱더 중요해져 왔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부폰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1973년의 l차 석유 파동 

을 계기로 그 동안 석유에 주로 의폰해 오던 발전부문에 탈 석유 정책 

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였 

으며 그 결과 1978년에 고리 I호기의 준공으로 원자력 발전시대에 들어 

서게 되었다. 1979년의 제2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발전원 다변화 정 

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전의 추가 도 

입이 지속적으로 실현되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1997년 현재 총 12기로서 발전시설용량 

은 10，316MWe이다 이는 총발전설비의 25%에 해당하는 것이며 발전량 

규모로는 총발전량의 34%를 점유하고 있다. 이 규모는 총I차 에너지 

수요의 11.1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995년에 수럽된 향후 2010년까지의 장기전원계획에 의하면 1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며 추가 도입 원전 설비용량은 

15 ，600MWe로서 이는 기존의 원전 용량보다 l.5배가 더 많은 규모이다. 

2010년의 원전 점유율은 설비용량으로는 33.1 %, 발전량으로는 45.5%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중심축인 금융경제 부문과 실물경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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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각각 심각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외환 부 

족의 심화와 실불부문에서는 고비용， 저효율로 인한 생산성의 악화 현 

상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위기가 실불부문에 

영향을 주어서 실불부문이 갖고 있던 고비용， 져효율의 환경과 어우러 

져 경제가 일시에 침체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는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stagflation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축적해온 국부가 크게 위축될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환경은 무엇보다도 금융부문의 고환율 현상으로 

대표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장기에너지수급계획과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약 800원/달러의 환율 수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외환시장이 아무리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1200-1400원/달러 

의 환율이 적정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러한 고환율 시대에서의 에너지수급계획 및 전력수급계획은 근본적 

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하여 지구적 차원 

에서 규제의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일련의 기후변화협약을 

통하여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로 

서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대상국으 

로 지명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가 어 

려울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는 주요 발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본격적인 도입이 우리나라 

의 국민경제에 이바지한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변화현상을 고려하여 분석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따라 

서 본 장의 분석내용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원자력 

r 
、“ 



발전이 국민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배 

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에너지 수급계획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 모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부문 특히 전력부문과 경제부문과의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모형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계량경제 모형의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억제의 유 

력한 수단인 탄소세 도입의 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계량 

경제모형에 의한 탄소세 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는， 국내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김승래 • 김태유(1995)와 Jung and Y 00(1993) 둥이 

었다. 김승래 • 김태유(1995)는 거시경제부문에 치중한 모형인 반면 

Jung and Yoo(1993)는 에너지 부문에 중점을 둔 모형이다. 본 모형은 

비전력 에너지 부문이외에도 전력부문을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탄소세 

부과하에서 전력부문의 변화가 나머지 부문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력부문만을 고려하여 탄소세 부과 효과를 분석 

한 연구로는 이만기(1996)， 김영창(1993) 퉁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는 비전력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활동 부문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비전력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고 있고 경제활동 부문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연구로는 이만기 • 김승수 • 문기환(1997)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부문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들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의 특정은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비전력에너지와 경제부문도 비교적 자세히 묘 

사된 통합모형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선
 ι 



1. 모형의 절정 및 구조 

본 모형은 337H 의 행태방정식과 21개의 항둥식 둥 총 547H 의 방정 

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체계로 작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대형 모형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모형은 경제부문， 전력에너지 부문， 비전력 에너 

지 부문 둥 세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의 방정식 개수 

를 살펴보면， 경제부문은 17개의 행태방정식과 6개의 항둥식 둥 총 23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력에너지 부문은 5개의 행태방정식 

과 11개의 항둥식 둥 총 16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전력에 

너지 부문은 11개의 행태방정식과 4개의 항둥식 둥 총 15개의 방정식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모형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2.2-1과 같으며， 전체 구성도의 한 부 

분을 이루는 국내총생산 결정 모형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성도를 그림 

2.2-2와 같이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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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의 경제부문은 주로 ”전력올 중심으로한 경제예측 모형개발， 

한국전력공사，1997."을 원용하였으나， 에너지 부문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경제부문의 구조는 거시경제의 수요와 공급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블록별로는 지출블록， 생산블록， 대외거래블록， 그리고 물가 및 임금블 

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출블록에서는 민간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재고투자， 정부소비， 그 

리고 수출입 둥이 결정된다. 국민계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민간소비는 내구재， 비내구재， 그리고 서비스 재화의 소비로 구분하 

여 추정하였다. 총고정자본 형성은 더욱 세분되어 설비투자， 주거용 건 

설투자， 비주거용 건설투자， 그리고 기타투자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자본스톡의 축적을 통하여 생산함수의 주요 설명변 

수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거시경제의 공급측면에 영향을 주도록 구성되 

어 았다. 수출입 함수는 국민계정상의 수출입을 직접 추정하였다. 

생산블록에서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가정하에서 롭더글라스 

(Cob늄Douglas)생산함수를 설정하여 추정하고， 추정된 생산함수의 추정 

계수를 일정하다고 받아들이고 설명변수인 노동 대신에 잠재 노동력 

값을 대입하고 또 다른 설명변수인 자본대신에 잠재 자본스톡의 값을 

대입하여 잠재 국내총생산을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산출된 잠재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생산의 차를 GDP 캡으 

로 정의하였다. 본 모형에서 GDP 캡은 경제 부문에서 거시경제의 수 

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예를 들면， 외부의 충격 

에 의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잠재 국내총생산이 감소하고 이러한 

잠재총생산의 감소는 GDP 캡 변수에 포착이 된다. 그런데 물가 방정 

식들의 설명변수 중 하나가 GDP 캡이 되도록 모형이 설계되어 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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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GDP 캡의 변화는 물가 상숭을 유발시킨다. 물가상승은 수 

요를 감소시켜 결국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 

이 GDP 캡 변수는 거시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서 거시경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대외거래 블록에서는 수출과 수입 함수를 각각 추정하였다. 수출입 

함수는 일반적인 형태로 설정되었으나， 수출함수에 대미 엔화환율이 

설명변수로 추가되었다는 특정이 있다. 

물가 및 임금블록에서 추정된 함수들은 거시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데 주로 이용된다. 기대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 

하여 자기회귀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기대물가지수의 도출을 통하여 

실질이자율이 산출되도록 하였다. 물가방정식은 GDP 디플레이터， 소비 

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수출 물가지수로 구성된다. 추정 

된 각각의 물가지수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도록 모형을 설정하였다. 

임금방정식은 광공업 임금지수와 기타 서비스업 임금지수를 하나로 통 

합하여 단일 방정식으로 추정하였다. 

전력에너지 부문은 수요결정블록， 전환효율블록， 연료블록， 그리고 

전력가격블록의 4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요결정블록은 3개의 

행태방정식과 1개의 항둥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환효율블록은 1개의 

행태방정식과 3개의 항둥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료블록은 4개의 항둥 

식으로 그리고 전력가격블록은 I개의 행태방정식과 3개의 항둥식으로 

구성되었다. 

각 블록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력수요 결정블록에 

서는 총판매 전력량이 산출되는바 이를 위하여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의 각각의 용도별 전력수요를 각각 추정하였다. 주택용 전력수요 함수 

는 국내총생산과 주택용 전력가격의 함수로 설정하였으며 상업용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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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함수의 설명변수로는 서비스 소비와 상업용 전력가격， 그리고 추 

세변수를 설정하였다. 산업용 전력수요는 국내총생산， 산업용 전력가 

격， 그리고 GDP 캡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전환효율블록에서는 수요결정블록에서 산출된 총판매 전력량을 공 

급하기 위한 발전량을 구하고 이 중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량을 도출한 

후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의 열효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연료블록에서는 연료비를 도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 연료원은 

무연탄， 유연탄， 중유， 경유， LNG, 원자력으로 상정하였다. 

전력가격블록에서는 궁극적으로 각 용도별 전력가격의 산출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전력가격은 각 용도별로 그 수준과 구조가 매우 다르 

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 

는 본 연구에서는 용도별 전력가격의 구조가 시계열 상 서로 다르므로 

이를 모형화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이 단순한 방법 

올 이용하여 용도별 전력가격을 산출하였다. 즉， 총 평균 전력가격을 

먼저 산출한 후 용도별 전력가격은 이의 일정비율로 설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상업용이 가장 비싸고 산 

업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추이가 분석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총 평균전력가격은 과거 실적 구간에 있어서는 연료비만의 함수로 

설정하였으나 미래 예측 구간에 있어서는 연료비뿐만 아니라 자본비의 

변화도 고려하여 항둥식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건설단가가 높은 발전 

원， 이를 테면 원자력 발전이 비교적 건설단가가 낮은 발전원인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할 경우 자본비의 상승을 통하여 전력가격의 변화와 

연결되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함이다. 

총 평균 전력가격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료비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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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다. 그런데 자본비의 변화를 설명할 만한 시계열 자료를 과거실적 

자료에서 구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실적 자료를 이용한 

전력 가격식의 추정에 있어서는 연료비만을 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전력가격의 미래치를 산출하는 데 이용될 전력 가격식은 연료 

비뿐만 아나라 자본비 변수도 도입하여 항둥식의 형태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원자력 경제성 분석 연구， 1996J 을 참조 

하였다. 전력가격 항둥식은 발전 부문의 연료비와 고정비의 합에 일정 

율의 mark up항을 곱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비전력 에너지 수요함수는 기본적으로 국내총생산과 에너지가격， 그 

리고 추세변수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수요함수는 각종 에너지 원별로 

세분화되어 추정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용 열에너지， 

산업용 납사， 산업용 Coke, 가정 • 상업용 열에너지， 가정 • 상업용 무연 

탄， 가정 • 상업용 중유， 그리고 수송용 휘발유， 수송용 경유， 수송용 부 

탄， 수송용 Jet유， 수송용 중유 등 11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본 모형에서 정의된 주요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2-2와 표 2.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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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주요 내생변수 일람 

변수명 | 단 위 

STHDI'vlD I 천TOE 

SNAPDMD 

SCOKDl이D 

HTHDMD 

RHODMD 

HI\IUDI\ID 

천TOE 

천TOE 

천TOE 

천TOE 

천TOE 

TGADMD 

TDSDMD I 천TOE 

천TOE 

TBTDMDI 천TOE 

T]ETDMDI 천TOE 

THODMD 

DRPHI 

DCPR1 

DIPR1 

TG 

CD 

CND 

CS 

CT 

1ME 

1NR 

10F 

1TF 

KA 

K* 

천TOE 

원IkWh 

원IkWh 

원새Wh 

IR 

GWh 

10억원 
(‘00년 불변) 

10억원 
(‘00년 불변) 

10억원 
(‘00년 불변) 

10억원 
(‘00년 불변) 

10억원 
(‘00년 불변) 

10억원 
(‘00년 불변) 

10억원 
(‘00년 불변) 

10억원 
(‘00년 불변) 

10억원 
(‘00년 불변) 

10억원 
(‘00년 불변) 

10억원 
(‘00년 불변) 

10억원 
(‘00년 불변) 

셜 명 | 변수명 
산업용 열에너지 수요 t DC 

산업용 납사 수요 

산업용 Coke 수요 

가정 ·상업용 열에너지 
수요 

가정·상업용 
중유수요 

가정·상업용 
무연탄 수요 

수송용 경유 수요 

수송용 휘발유 수요 

수송용 부탄 수요 

수송용 ]et유 수요 

DI 

ESALE 

FCOST 

TGFF 

TELBTU 

HR 

PFUEL 

PFF 

FUEL 

수송용 중유 수요 EPHI 

주택용 전력가격 I CELHTU2 

산업용 천력가격 

상업용 전력가격 I SACC 

DH 

총발천량 

내구재 소비 

비내구재 소비 

서비스 소비 

민간 소비 

설비투자 

벼주거용 건설투자 

기타 투자 

주거용 건셜투자 

총고정자본형성 

자본스톡 

가동자본스톡 

잠재자본스톡 

L* 

PC 

P끼/ 

PX 

P* 

H* 

UH 

w 

'\'* 

단위 

GWh 

GWh 

GWh 

원새Wh 

GWh 

109Kcal 

% 

원1106Kcal 

셜 명 

상업용 전력수요 

산업용 전력수요 

총 판매 전력량 

벌전 부문 고정비 

화석연료 총발전량 

발천용 화석연료 
소비량 

발전부문 열효율 

발전부문 
화석연료가격 

원새Wh 

원새Wh I화석연료의 연료비 

총발전 연료비 

원새Wh I 평균전력가격 
9., . 발전용 유연탄 

IO"Kcal 소비 량 

「발전시스댐의 평균 만원새wl | 설비비 

GWh 

M 

천명 

10억원 
(‘00년 불변) 

I잊%년=1.0 

1990년=1.0 

주택용 전력수요 

잠재노동력 

총수입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물가지수 

기대물가지수 

기대 실질이자율 

설업율 

임금지수 

총수출 

국내총생산 

잠채 국내총생산 

K 

n y f 

、) 

P 

I잊XJ년=1.0 

I잊XJ년 =1 ‘0 

1990년=1.0 

% 

% 

X 

I 댔)년=1.0 

10억원 
(‘00년 불변) 

10억원 
(‘90년 불변) 

10억원 
(‘90년 불변) 

Y 



표 2.2-3 주요 외생변수 일랍 

변수명 단위 설 명 변수명 단위 설 명 

POl 원/106Kca1 발천용 중유가격 Z5 GWh 원자력 발전량 
------ - - - - -’‘ - - - -‘------- ------- ------------

P02 원/106Kca1 발전용 정유가격 PNK 만원새W 원자력 설비비 
------- ---------- ------------

PC1 원/106Kca1 발전용 무연탄가격 FCR fraction 발전부문 고정비율 
‘------- ------------ ------ ------- ------------

PC2 원1106Kca1 발전용 유연탄가격 CF fraction 총발전 설비 이용율 
------ ------------ - - -‘- - ------- ----------

PLNG 원/106Kca1 발천용 LNG가격 STHPHI 원/TOE 산업용 열에너지 가격 
------ - -‘- - - - - - -‘-------- ------ ------- ----------

cm fraction 발전부문 소내소비율 SCOKPHl 원/TOE 산업용 Coke 가격 
------ --------- ------ ------- - - -‘. - .‘------

CSH fraction 송배전손실율 HTHPRI 원/TOE 
가정·상업용 
열에너지 가격 

------ ------- --------- ------ -------
Z4 GWh 수력발천량 HHOPHI 원/TOE 

가정·상업용 
열에너지가격 

------- --------- ------ - - -•- -‘ 
PU f\ (PG Gwh 양수용 발전동력 TIME 너」 시간 추세 

------ ------- - -‘’---------
PNF 원/kWh 원자력발전 연료비 HMUPHl 원/TOE 

가정·상업용 
무연탄 가격 ‘- -•- - - ------ -------

주택용 전력요금의 
FOH fraction 천력가격에 대한 TOSPHI 원/TOE 수송용 경유 가격 

비율 
------• ------- ------ -------

상업용 전력요금의 
FDC fraction 전력가격에 대한 TGAPHI 원/TOE 수송용 휘발유 가격 

비율 
‘- - ‘------ - - - - -‘ -------

산업용 전력요금의 
FDI fraction 전력가격에 대한 '1、HTPHI 원/1‘OE 수송용 부탄 가격 

비율 
- -•- - - ------- ------ - - - - -“ ‘ 발전용 무연탄 

CELHTU1 109Kca1 소비량 
TJETPHI 원/TOE 수송용 Jet유 가격 

------- ------------
OELHTT.J 1 109Kca1 발전용 중유 소비량 THOPHI 원/TOE 수송용 중유 가격 
------ ------- ------------ - - - -‘- -------

OELHTU2 109Kca1 발전용 경유 소비량 EX 원/$ 대미 환율 
- -• ------- ------------

LELHTU 109Kca1 발전용 LNG 소비량 SO 
10억왼 

통계상 불일치 
(‘90년 불변) - - .】------一- -

EH 원/$(기간알) 대미 영목환율 Tl f\1E 시간추세변수 
------- -----------‘ - - - -‘- ------------

EHJ 엔/$ 대미 엔화환율 、Vl、M
10억불(경상 

세계수입량 
------ ------- --------- ------ -------

G 
10억원 

정부지출 1990년= 1.0 설비가동률 
(‘잊)년 불변) 

p 
------------ ------ ------- ------‘- - - - -

I、
10억원 

재고투자 1.099 최대가동률 
(‘90년 불변) P* 

------ -------
193 1.9.18= 10 

'\12 10억원(평잔) 총통화량 p、Vì\(
0 

세계 수입물가지수 
(Reuter 
지수) - - - -‘ i ‘------- ------------ ------ ------- ------------

Pf\ 1 l 맛lO년二1.0 수입물가지수 H % 회사채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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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방정식 추정 

가. 경째부문 

(1) 지출블록 

(가) 민간소비함수 

국내총생산 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소비 부문을 정 

확히 추정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구성항목 중에서 민간 

소비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국 

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972년에 65.4%이었으며 1995년에는 

52.8% 이었다.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총생산에 

서 구성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 소비는 내구재， 비내구재， 그리고 서비스재로 세분화될 수 있 

는데 내구재의 소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내구 

재의 소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72년의 내구재 소비의 비중은 

12.5%이었으나 1995년에는 2 1.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내구재 소비 

의 비중은 1972년에 53.3%에서 1995년에 36.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본 모형에서는 민간소비를 내구재， 비내구재， 그리고 서비스 

재화의 소비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민간소비의 행태방정식 추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데 

본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소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소득과 

가격이라고 보고 이들 변수들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세분화된 

소비방정식을 추정하였다. 특히， 내구재 소비함수는 기간간 소비대체효 

과를 고려하기 위해 기대 물가상승률로 할인한 기대 실질이자율을 설 

명변수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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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nCO. = -5 .2948 + 0.1877 lnCD'-1 + 1.1266 lnY. - 0.3029 PW. 
(-10.2) (2.52) (11.1) (-6.97) 

- 0.1486 l::I. R. 
( -0.66) 

R2 I 효2 = 0.9991/0.9989 O.W.= 2.70 

(2) InCNO. = 0.2685 + 0.6750 InCNO._1 + 0.2704 lnYt - 0.0725 PCt 

(0.45) (6.06) (4.43) (-1.27) 

~I 효2 = 0.9985/0.9982 O.W.= 1.91 

l::I. P (3) lnCS. = -0.3730 + 0.8294 lnCS.- J + 0.1858 ln Y. - 0.0586 ( p"')1 

(-1.89) (10.08) (2.27) (-0.68) 

k/ 늄2 = 0.9986/0.998 O.w.= 1.37 

민간소비함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각각의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 

성이 내구재 1. 13, 비내구재 0.27, 그리고 서비스재화 0.18로 나타나 소 

득증가에 따른 내구재소비의 증가가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내구재소비의 경우 에어콘 둥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가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향후 가정용 

전력수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다. 

각각의 소비함수에 상정된 가격변수들의 역할은 내구재 소비의 경 

우에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역할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비내구재와 서비스 재화의 경우에는 각각 소비자물가지수와 

GOP 디플레이터의 역할이 그다지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재소비의 경우 기대실질이자율의 역할도 유의적이지는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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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가격과 이자율의 추정계수가 각각의 소비함수의 행태방 

정식에서 통계적으로 그다지 유의적이지 못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소비 

행태가 주로 소득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왔음을 보여준다고 하겠 

다. 

(나) 민간투자 

민간투자는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지출측면의 구성요소 중에서 민간 

소비 다음으로 큰 비중올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을 야기 

시키는 주요 원인임과 동시에 자본축적으로 연결되어 거시경제의 공급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시경제변수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의 경우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에 의 

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변동폭이 매우 불규칙 

적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투자함수를 정식화하여 추정하고 통계적 적 

합성을 제고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모형에서는 민간투자를 설비투자(기계포함)， 주거용 건설투자， 비 

주거용 건설투자， 그리고 기타투자로 세분하여 추정하였다. 설비투자 

는 산업용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지표로， 그리고 주거용 건설투자와 비 

주거용 건설투자는 각각 가정용과 상업용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주요지 

표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투자함수는 국내총생산파 실질 통화량이나 이자율 동의 변수로 설 

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모형에서도 투자함수를 설정함에 있어 이 

와 같은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기로 하였다. 

설비투자와 기타투자는 국민소득， 기대 실질이자율을 설명변수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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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정하였으며， 주거용 건설투자 및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자금이용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이자율 대신에 실질통화량을 사용하였 

다. 

부문별 투자방정식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문별 투자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 추정치를 살펴 보면， 비주거용 

건설투자가 0.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투자가 0.4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업용 건물 둥 

3차산업 부문에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자금의 이용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인 이자율과 실질통화량의 

경우 거의 모든 추정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그다지 유의적이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금시장이 건전하게 기능하지 못하 

였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하겠다. 

(4) InIME, = -2 .4075 + 0.4983 InIME, + 0.6762 InY, - 0.6237 R , 
(-0.96) (4.68) (3.13) (-1. 14) 

- 0.4515 07879, 
(-4.16) 

R2 
/ R2 

= 0.9879/0.9853 

(5) InIR, = -2 .5488 + 0 .5017 InIR'_1 + 0.6160 InY, 
(-1.75) (2.82) (2 .46) 

O.W.= 1.29 

+ 0.3112 61n (찜) - 0.2671 09091, 
(0.46) (-2.26) 

~ / R2 
= 0.9679/0.9611 O.W.=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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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INRt = -4.α:>99 + 0.4008 1띠NRt• 1 + 0.7861lnYt 

(-2.50) (1.94) (2.73) 

+ 0.7058 61n (찜)， 
(1.43) 

R2 
/ R2 

= 0.9848/0.9826 D.W.= 1.66 

(7) lnIOF. = -0.1957 + 0.5196 lnIOF..l + 0.4406 lnY, - 0.4763 R , 
(-0.17) (3 .47) (2.84) (-1.57) 

~ / R2 
= 0.9942/0.9934 D.W.= 2.02 

한편， 주거용 건설투자의 경우 소득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그 탄력성 역시 0.62에 이르러 소득증가에 따른 주택마 

련의 욕구가 특히 강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실물 경제의 완충 역할을 담당하는 재고투자는 그 변화 폭이 크며 

매우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제변수에 의해 추적 

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움직임을 모형화하는데 한계 

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생변수로 처리하였다. 

(다) 수출입 

수출입함수를 거시계량모형에 상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 

는데， 하나는 국민계정상의 수출입을 직접 추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 

나는 국제수지계정상의 수출입을 추정하여 국민계정과 전환식을 이용 

하여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다. 본 모형에서는 전자의 방법으로 수출 

입함수를 국민계정에서 직접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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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블록 

(가) 생산함수 

연간모형의 경우에는 생산함수를 내생화하여 거시경제의 수요와 공 

급측면을 모두 고려한 일반균형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 

다. 또한 일국의 총생산을 대표하는 하나의 생산함수를 설정하는 것보 

다는 산업부문별 생산함수를 구분하여 추정하는 것이 부문별 전력수요 

의 추정을 통한 에너지 부문과의 연계를 활발히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함수를 

산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이용상 문제점 

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함수를 너무 세분할 경우에는 모형 전 

체의 통계적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모 

형 에 서 는 거 시 경 제 전 체 의 집 계 생 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unction)를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요소로 하는 다음 

과 같은 롭 •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하였다. 

Y=A. e λ1. L a • K ß • E~ 

여기서 Y는 GDP, L은 경제활동인구， K는 자본스톡， E는 에너지요 

소 투입량을 각각 나타내며， t는 시간을， À.는 기술변화 둥에 따른 생산 

변화율을， 그리고 A는 상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에너지 요소 투입량은 에너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생산능력 

변화의 추정을 위해 기업의 이윤극대화 가정하에서 에너지 요소 투입 

-66-



량을 에너지 가격의 함수로 치환하여 사용하였다. 즉 이윤극대화를 추 

구하는 기업은 에너지 요소 투입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투입에너지의 

가격과 투입에너지의 한계생산물 가치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에너지의 

투입량을 결정할 것이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 

호~ = y. A • e At • L a • K ß • E y
- 1 = y. ( ~ ) 

ðE 

ðY po. ( 경E)=Po· y· (E)=PE 

E=y.Y.(품) -1 

여기서 PE는 에너지 투입요소 가격이고 Po는 산출물가격을 각각 나 

타낸다. 

여기에서 결정된 E를 생산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 = A . e).1 • L a • Kß • [y. y. (흉 )-lr 

= A • e).1 • L a • K ß • yY. yr. (흉 )-7 

y 1 - Y = A . yY • e)./ • L a • Kß • (릎 )-7 

=A ‘ . e λ1 • L a • Kß .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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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A* • e ì. l. L a • K ß • p- T)1I0-rl 

여기서 A*는 A * y1이고 P=P타P。 이다. 

위의 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가 도출된다. 

ln Y= AO + (a/ {1- r)) • lnL+ ((ß/ {1- r)) • lnK - (r/ {1- r)) • lnF 

+ 0/ (1 - r)) • t 

여기서 AO 
= (1/(I-y)) * ln(A. y1)의 관계가 성립한다. 

위의 생산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자본스톡의 경우 자본스톡이 항상 

완전 가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의 자본스톡액에 해당 연 

도의 설비 가동률을 고려하여 사용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설비 가동 

률의 대리변수로 제조업 부문의 전력 설비 가동률을 이용하였다. 이는 

제조업 부문의 전력 설비 가동률은 관측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의 순환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 추정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ln Y = 0.3404 + 0.3807. ln L + 0.6193 .ln K -0.3190. ln PE/PW 
(3.78) (13.64) (22.19) (-5.00) 

R2 
/ R2 

= 0.9955/0.9999 D.W.= 2.19 

여기서， PE는 에너지 가격지수이고， PW는 생산자물가 지수를 나타 

낸다. 

생산함수의 추정계수를 해석하면， 생산자물가로 deflate한 에너지가 

격이 1%상승하면 국내총생산이 0.32% 감소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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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 변수(PE)는 생산합수의 설명변수 중의 하나로써 에너지 

부문의 충격을 경제부문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나) 잠재 국내총생산 

위에서 상정된 롭 • 더글라스 생산함수의 추정결과에 다음과 같이 

산출된 잠재 자본스톡액과 잠재 노동력을 대입함으로써 잠재 국내총생 

산을 산출하였다. 

잠재 자본스톡액은 실제 자본스톡에다 최대 설비 가동률을 곱함으 

로써 얻어지는데， 최대 설비 가동률은 제조업 부문 전력 설비 가동률 

중에서 최대치를 기록한 해의 값을 사용하였다. 전력 설비 가동률은 

과거에 최대치를 기록한 해의 값을 1로 표준화 하였기 때문에 모형에 

이용된 최대 설비 가동률은 I로 된다. 

잠재 노동력의 경우에는 자연실업률과 경제활동인구를 이용하여 산 

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추정결과는 추정기간 중 가장 낮은 실업률 

을 보인 1995년도의 2.0%를 자연실업률로 인정하여 사용하였다. 

(다) 실업률 

거시경제모형에서 실업률을 상정하는 방법은 실업률을 총고용자수 

와 경제활동인구를 이용하여 항둥식으로 정의하는 방법과 행태방정식 

으로 설정하고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모형에서는 실업률을 행태 

방정식으로 규정하여 추정하였다. 

실업률은 거시경제의 변동상황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본 모형에 

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변수인 GDP 캡의 함수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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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GOP 갱의 추정계수의 부호는 음수로 

서 예상과 일치하고 있으며 추정의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GOP 갱이 실업수준을 설명하는 주요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9) UR t = 19.2692 - 9.5056 GOPGAPt - 0.6309 080 -0.3077 093 
(7 .87) (-4.37) (-3.05) (-1.67) 

-2.1643 lnTIMEt 
(-3 .42) 

CORC, p = 0.7611(18.58) 

R 2 / R
2 

= 0.9451/0.9290 O.w.= 2.41 

(3) 대외거래블록 

(가) 수출입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으 

며， 향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고 예 

상된다. 따라서 거시계량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함수를 정 

확히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은 바로 모형 전체의 안정성 제고와 직결되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표본 기간 중 팔목할 만한 양적 성장 뿐만 아니 

라 수출 구조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를 보여 왔고， 최근에 들어서는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수입 역시 표본기간 중 양적 성장과 동시에 구조 변화도 급격하였 

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소비재의 급격한 증가가 경상수지 악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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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모형에서는 국민계정상의 수출입을 직접 추정 하였으며， 수출입 

함수의 설정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해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는 소국경제의 가정에 기초하였다. 

수출 함수는 수출 대상국의 입장에서 수입 수요함수로 정의하여 세 

계교역량과 대미 명목환율， 그리고 대미 엔화환율올 설명변수로 채택 

하였다. 모형설정에 있어서， 기폰의 거시계량모형에서 설정된 수출함수 

와의 독특한 차이점은 대미 엔화환율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는 점이 

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가전제품 둥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목들이 해외시장에서 주로 일본 상품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정결과에서 보듯이 대미 엔화환율에 대한 수출탄력성이 설명변수 

중에서 가장 크게 추정되었다. 대미 엔화환율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수 

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교역량에 대한 탄성치는 0.19, 대미 엔화환율 

에 대한 탄성치는 -0.23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대미 명목환율에 

대한 탄성치는 0.07로 나타났다. 

ER 
(l이 ln Xt = 1.9595 + 0.7355 ln Xt-1 + 0.0736 ln ( ;찾 )t 

(0.67) (5.28) (0.29) 

- 0.2304 ln ( i쩍~)t + 0.1904 ln ( 뀐IM )t P l-W )I ~.'J~' ••• \ P l-W 
(-1.42) (1.85) 

R2 / R2 
= 0.9889/0.9866 D.W.=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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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ÞJ1xER (11) ln Mt = -7.0773 - 0.0872 ln ( ~ m p 4.JH )t + 1.6171 Yt 

(-1.55) (-0.69) (3.65) 

- 0.3191 ln TIMEt 

( -0.63) 

CORC, p =0.6551 (8.10) 

R2 / 효2 = 0.995이0.9939 D.W.= 1.19 

수입 함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수입 수요함수로 정의하여 대미 

병목환율과 국내총생산을 설명변수로 선택하였다. 

본 모형에서의 수입함수는 기존의 수입함수와 큰 차이가 없으며， 수 

입함수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나 적합성의 측면에서 향후 개선될 여지 

가 있다. 

(나) 환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율을 거시경제모형에서 내생화하는 시도가 

드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환율결정 메카니즘이 완전한 의미에서의 

변동환율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환율을 외생 

변수로 설정하여서 환율의 변화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의 분 

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4) 물가 및 임금블록 

불가 및 임금블록에서는 본 모형에서 거시경제의 수요와 공급측면 

η
 



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들인 각종 물가지수， 임금지수， 그리고 재정·금융 

부문의 이자율(회사채수익률) 동의 변수들을 내생화하여 추정하였다. 

임금 방정식은 고용량의 조절을 통하여 거시경제의 생산부문에 연 

결되며， 각종 물가 방정식은 재화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매 

개변수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GDP 캡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가) 임금방정식 

고용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임금 방정식 역시 광공업 임금지수와 기 

타 서비스업 임금지수를 통합하여 추정하였다. 임금방정식은 기본적으 

로 前期 변수와 실업률을 주요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당기의 실업율의 추정계수가 양수로 나타나서 예상을 빗나 

가고 있지만， 前期 실업율의 추정계수는 음수로 추정되었고 유의수준 

도 당기 실업율에 비하여 비교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 

정 결과는 실업과 임금 수준 사이의 변화에 시차가 폰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고용의 비신축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1 2) 10 Wt = 0.1397 + 1.5659 10 W t- 1 - 0.6000 10 W t-2 

(2.38) (1 0.8 1) (-4.28) 

+ 0.0305 10 URt - 0.0614 URt- 1 

(1.24) (-2 .43) 

R2 / R2 
= 0.9984/0.9981 D.W.=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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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가방정식 

불가 방정식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자기회귀(autoregression) 

로 추정한 기대물가지수(expected p디ce index),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그리고 수출물가지수로 구성된다. 

본 모형에서 물가지수의 역할을 살펴보면， GDP 디플레이터는 서비 

스 재화의 소비와 실질 통화량 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소비자 불 

가지수는 비내구재 소비에， 그리고 생산자물가지수는 주로 내구재 소 

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계되었다. 

기 대 물가지 수는 적 웅적 기 대 가설 (adaptive expectation hypothesis)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우선 Schwartz 통계량으로 시차길이를 결정하고 

결정된 시차길이 (k=2)를 이용하여 GDP 디플레이터를 자기회귀모형으로 

추정하였는데 추정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디플레이터는 거시경제의 수요와 공급측면의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었다. 수요측면의 요인으로는 실질통화량과 기대 

물가지수를 상정하였고， 공급측 요인으로는 수입물가， 임금지수， 그리 

고 GDP 캡을 설명변수로 상정하였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상정된 설 

명변수 중 기대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그리고 임금지수 둥은 통계 

적 유의성이 확보되고 있으나， 실질통화량과 GDP 캡은 통계적 유의성 

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측 요인중에서 수입물가가 임금보다도 다소간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최근의 고임금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홍미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 3) P t = 0.0175 + 1.6399 Pt-1 - 0.6342 Pt-2 
(2.02) (9.93) (-3.71) 

A 
‘ 1 

, 

「



K-/ 늄2 = 0.9981/0.9979 D.W.= 1.68 

(씨 P. = - 0.5936 + 0.1935 PM. + 0여96 ln (찜). 
(-1.06) (2.72) (0.69) 

+ 0.5461 P*. + 0.1549 W. + 0.1487 GDPGAP. 
(3.72) (2.73) (0.73) 

CORC, p = 0.5077(1.45) 

R 2 / 효2 = 0.9987/0.9982 D.W.= 1.62 

(1 5) Pc. = 0.0387 + 0.1766 PC.-1 + 0.7290 P. + 0.0742 PM. 
(4.76) (1.85) (8.67) (2.92) 

R 2 / 늄2 = 0.9987/0.9985 D.W.= 0.57 

E'R*PM (16) PW. = -0.6299 + 0 .4 171 ln ( L-".I.;~~ m). + 0.8021 GDPGAP. 100 )' 
(-1.69) (1 2.59) (2.19) 

CORC, p = 0.59305(4.54) 

R 2 
/ R

2 
= 0.9832/0.9978 D.W.= 1.04 

ER 
(17) PX. = 0.1664 + 0.6389 PX._ 1 + 0.2769 PW. - 0.0313 ln ( 1따). 

(0.51) (9.65) (3.50) (-0.80) 

+ 0.0271 ln( 표IM )l 
PH끼f 

(1.35) 

R 2 / 효2 = 0.996510.9958 D.W.= 1.49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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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변수이다. 소비자 물가지수 방정식은 GDP 디플레이터， 수입 

물가지수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소비자 물가지수 방정식에 수입물가를 추가한 이유는 최근들어 소 

비재의 수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입가격이 국내 소비자 불가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추정결과에서 보듯이 수입 물 

가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한편， GDP 디플레이터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지수 방정식의 추정결과는 전체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 적합성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산업부문의 생산측면 요인에 의하여 주로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보고 대미 명목환율， 임금지수， 그리고 GDP 캡을 설명 

변수로 채택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상정된 설명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대미 명목환율의 통계적 유의성이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와 대부분 

의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을 간접적으로 반 

영한다 할 수 있겠다. 

임금지수와 GDP 캡이 생산자 물가지수에 주는 영향 역시 산업부문 

의 생산활동에서 비용상승 압력에 의한 생산자물가 상승과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물가의 변화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 물가지수는 수출국의 입장에서 본 수출가격 상승요인인 국내 

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대미 명목환율， 그리고 해외의 입장에서 본 수 

입수요를 나타내 주는 지표인 세계교역량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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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면， 수출 물가지수에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적인 영향올 

주는 요인은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이며， 이와 비교해 볼 때 대미 명목 

환율은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임금으로 인한 수출 부진현상을 어느 정도 반영 

한다 할 수 있다. 

나. 전력에너지 부문 

(1) 수요결정블록 

수요결정블록에서는 주택용 전력수요， 상업용 전력수요， 그리고 산 

업용 전력수요를 각각 추정한후 이들을 모두 합함으로써 총전력수요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전력수요의 주요 설명변수로는 국내총생산과 주택 

용 전력가격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상업용 전력수요의 경우는 국내총 

생산변수의 도입이 모형 추정에 유의적이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 변 

수 대신에 서비스 소비 변수를 도입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상업용 전 

력수요는 다른 용도의 전력수요에 비해 과거의 수요증가율이 매우 급 

격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세변수를 도입하였다. 산업용 전력 

수요함수는 거시경제의 공급부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GDP 캡 변수를 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GDP 

캡 변수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갖음으로써 경제가 호황국면에 접어 

들어 산업용 전력수요가 증가하리하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또한 추정에 있어서의 유의성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용도별 전력수요 행태에 관한 특이한 점은 주택용 전력수요가 소득 

탄력성과 가격탄력성에 있어서 가장 탄력적이라는 점이다. 

가격탄력성이 가장 작은 수요 용도는 상업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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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추정의 유의성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업용 부문 

의 전력수요에 참가하는 경제주체의 이질성(heterogeneity )으로 인해 동 

부문의 수요추정이 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부문의 수용자에게 적 

용시킬 일관된 가격변수를 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lnDR, = 7.377731 + 0.388354 lnY, - 0.301556 lnDRPRlJPC‘ 
(2.06) (1.55) (-2.15) 

CORC p = 0.939321 R2
.. 0.99 D.W = 1.57 

(2) lnDC‘ 0.904327 + 0.66850 lnDCc-l + 0.20619 lnCS, 
(0.29) (4.21) (0.59) 

- 0.05117 lnDCPRIJP, + 0.026408 TIME 
(-1.30) (0.96) 

OLS R2 = 0.99 D.W = 2.01 

(3) lnDI, = 0.370332 + 0.746010 lnDI,_1 + 0.241899 lnY, 
(0.49) (9.51) (2.20) 

+0.347395 lnGDPGAP‘ - 0_105216 lnDIPRlJPW, 
(2.62) (-1.86) 

OLS R2 
= 0.99 D.W = 2.44 

(4) ESALE, = DRt + DCt +011 

(2) 전환효율 블록 

전환효율 블록에서는 수요결정블록에서 산출된 총전력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총발전량을 결정하며 이를 근거로 화석연료 총발전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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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화석연료 소비량과 열효율의 산출을 수행한다. 

(5) TGt = (pUMPGt + ESALErf(1 -CSRt))/(1 -CIRt) 

(6) TGFFt = TGt X (1 -SHZ4 t -SHZ51) 

(7) lnTELBTU t = 1. 14489 + 0.970814 lnTGFF‘ 
(4.99) (47.97) 

CORC p = 0.892537 R2 = 0.99 D.W = 2.02 
(9.49) 

(8) HRt = πGFFπELBTU，) X 860 X (1/10) 

각 방정식별로 살펴보면. (5)식은 총판매 전력수요로부터 총발전량 

을 도출하는 항둥식이다. 총판매 전력수요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전력 

수요량과 일치하며 이는 발전량과 차이가 있다.1)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우선 소내에서 일정율이 소비되면 그 후 송배전 과정에서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그 나머지가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또한 발전량 중 

일부는 송배전 되지 않고 양수용 동력올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고려해야 한다. (6)식은 총발전량 중에서 화석 연료에 

의한 발전량을 도출하는 항동식이다. 화석연료에 의한 총발전량은 총 

발전량에서 수력과 원자력 발전량을 제외함으로써 산출된다. (7)식은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량과 발전용 화석연료 소비량을 연결시키는 방정 

식이다. 

1) 여기서 소비자가 소비하는 전력수요량이란 전력사용 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전력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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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식은 열효율에 대한 정의식이다. 열효율은 일정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열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주는 것이다，2) 

(3) 연료 블록 

연료 블록에서는 전환효율 블록에서 산출된 발전용 화석연료 소비 

량을 근거로 발전원별 연료소비량을 구하고 발전원별 연료가격을 고려 

하여 총발전 연료비를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총발전 연료비의 도출과정은 모두 항둥식으로 설명된 

다. 

(9) CELBTU2t = TELBTUt - CELBTUl t - OELBTUl t - OELBTU2t 

- LELBTUt 

(10) PFUELt = (CELBTU[fELBTU) X PCl t 

+ (CELBTU2πELBTU) X PC2t 

+ (OELBTUIJTELBTU) X POl t 

+ (OELBTU2πELBTU) X P02t 

+ (LELBUT{fELBUT) X PLNGt 

(11) PFFt = (PFUELt X 860)/(HRt X 104
) 

(12) FUELt = PFFt X (TGFFJTGt) + PNFt X (Z5tπGt) 

이를 각 방정식별로 살펴보면， (9)식은 발전용 화석 연료 소비량으 

로부터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을 도출하는 항둥식이다. 예를 들어 원자 

2) 열 효율 = 860(KcalfkWh)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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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발전량이 증가하면 TELBπJ값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발전용 유 

연탄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 식은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의한 

유연탄 화력발전의 대체를 설명할 수 있다. (1이식은 화석연료의 연료 

비를 도출하는 항둥식으로써 이는 각 화석 연료의 점유율을 가중치로 

한 각종 화석 연료 가격의 가중평균치를 나타내는 것이디. 

(11)식은 열 에너지 단위의 화석연료 연료비를 전기 에너지 단위로 

변환시켜 주는 항둥식이다)) (12)식은 총 발전연료비(전기에너지 단위 

로 표현한)를 도출하는 항둥식이다. 화석연료에 의한 연료비와 원자력 

발전 연료비를 각각 그 발전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평균한 값이 총 

발전연료비가 되도록 하였다. 

(4) 전력 가격 블록 

전력가격 블록에서는 이상에서 도출된 총발전 연료비를 근거로 전 

력가격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전력가격을 기준으로하여 각 용도별 전 

력가격을 도출하였으며 여기서 도출된 각 용도별 전력가격은 수요결정 

블록에 피드백 되어 전력수요 함수의 셜명변수로서 역할을 한다. 

실적구간에 있어서 전력가격합수의 추정식을 살펴보면 총발전 연료 

비의 1% 상승은 전력가격을 0.39% 상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측구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항둥식을 셜정하여 연료비 

뿐만아니라 자본비의 변화도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3) PFUEL의 단위는 원IIO~cal이고 lKcal는 1/860kWh이므로 PFUEL의 단위를 원fkWh 

단위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 

원1(106 
X (l /860)kWh) - 원1(106kWh) X 860 

그런데 이와 같은 단위 변환은 열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열손실 

이 하나도 없다고 본 것이므로 실제로의 열손실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열효율(HR)로 나누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열효율(HR)의 단위는 % 

이므로 이를 실제로 계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으로 나누어주어야 한다. 이와 같 

이 산출된 PFUEL의 단위는 원1(106kWh)이므로 이를 원Ik싸l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서 

는 이 상의 결과를 다시 106으로 나누어 주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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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구간: 

(13) lnEPRI, = 3.40697 + 0.386182 lnFUELr 
(0.886) (5 .32) 

CORC p =0.926225 R = 0.98 D.W" 1.44 
(1 2.04) 

예측 시율레이션 구간 : 

(13- 1) SACC = SACC-l X πG'-lπG， + 6. TGFFrrG,) 

+ (6.Z5rrG,) x PNK, x 0.73 

(1 3-2) FCOST, = SACC X FCR‘ (8760 X CF, X (1 -CIR,)) 

(13-3) EPRlt = (FUELr - FCOSTt) X (1 + a t) 

(1 4) DRPRI, = EPRI t X FDR t 

(1 5) DCPRI, = EPRI, X FDC‘ 

(1 6) DIPRI, = EPRI, x FDI, 

이를 각 방정식별로 살펴보면， (13)식은 총 평균 전력가격을 나타내 

는 추정식으로서 총 평균 전력가격을 연료비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그 

런데 이 식은 발전 설비비의 변화가 전력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예측 시율레이션 과정에서는 (1 3)식 

을 이용하지 않고 (1 3-1 )식， (1 3-2)식， (1 3-3)식을 적용하여 연료비뿐만 

아니라 발전 설비비 변수도 고려하여 전력가격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13-1 )식은 전체 발전 부문의 평균 설비비의 변화를 묘사하는 식이며， 

6.Z5는 원자력 발전증가량(前年 對比)이다.4) (1 3-2)식에서는 (1 3-1 )식에 

4) (1 3-1)식은 예측 구간의 시작 년도인 1996년부터 작동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995년 

도의SACC와 PNK의 값이 필요한 데 이 값은 통상산업부/한국전력공사(1996.12)자료 

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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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출된 평균 발전 설비비를 원/kWh단위의 고정비로 변환시키기 위 

해서， 고정비율(Fixed Charge Rate) , 발전부문의 총 설비 이용률， 소내소 

비율 둥을 고려하였다.5) 그리고 (13-3)식에서는 연료비와 고정비의 합 

을 근거로 일정율의 mark up에 의해 전력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 

다. 

(1 4), (15), (16)식은 각각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전력가격에 대한 

항둥식으로 각 용도별 전력 가격은 총 평균 전력가격의 일정률로 셜정 

되도록 한다는 가정을 표현하고 있다. 

다. 비전력에너지 부문 

비천력 에너지 부문의 수요를 설명하는 변수들은 대부분이 GDP, 前

期의 수요， 가격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추정식에서 GDP변수 

는 대체적으로 높은 유의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격 변수의 추정치는 

음수를 보임으로써 예상과 일치하지만 추정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비교 

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는 가격 변수보다는 소 

득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송 부문에 

있어서는 대체로 가격 탄력성이 높으며 유의수준 또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유와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한편 前期

의 수요는 모든 추정식에서 매우 유의적으로 추정되었으며 추정계수 

또한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5) FCR에 대한 자료는 한전 천원계획처(1 995. 7)를 이용하였으며 CF는 경영통계(1996) 

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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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용 에너지 수요 

(가) 열에너지 수요 

lnSTHDMDt = -1.978707 + 0.652570 lnSTHDMDt-1 + 0.464356 lnYt 

(-0.70) (4.37) (1.73) 

- 0.015736 lnSTHPRIt 

(-0.1 9) 

OLS R2=0.99 D.W= 1.23 

(나) 납사 수요 

lnSNAPDMDt = -3.789704 + 0.806751 lnSNAPDMDt- 1 + 0 .4666801n Yt 

(-1.60) (5.35) (1.59) 

OLS R2= 0.97 D_W= 1.23 

(다) Coke(원료탄) 수요 

lnSCOKDMDt = 1.904203 + 0 .492738 lnSCOKDMDt_1 

(0.27) (2.08) 

+ 0.383805 lnY t -0.177292 lnSCOKPRIt 

(0.84) (-0.63) 
OLS R2= 0.98 D.W= 2.06 

(2) 가정 • 상업용 에너지 수요 

(가) 열에너지 

lnRTHDMDt = -3 .314645 + 0.819194 lnRTHDMDt-1 + 0 .462986 lnYt 

OLS 

(-0.58) (6.39) 

-0.042854 lnRTHPRl t- 1 

(-0.22) 

R2= 0.99 D.W=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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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유 

lnRHODMDt = 0.497182 + 0.594146 lnYt -0.026240 lnRHOPRIt 
(0.22) (3.99) (-0.49) 

CORC p=0.613890( 1.92) R능 0.97 D.W= l.76 

(다) 무연탄 

lnRMUDMDt = 49.869568 -0.584051 lnRMUPRIt -1.364238TIMEt 
(4.60) (-0.94) (-8.23) 

CORC p=0.950087(1 8.40) R2= 0.97 D.W= l.76 

(3) 수송용 에너지 수요 

(가) 경유 수요 

lnTDSDMDt = -7.321528 + l.363675 lnYt -0.018378 lnTDSPRlt 
(-6.87) (23.98) (-0.45) 

CORC p=0.572330( 1.71) R2= 0.99 D.W= 1.57 

(나) 휘발유 수요 

lnTGADMDt= -0.648714 +0.791842 lnTGADMDt.l +0.409124 lnYt 
(-0.11) (4.92) (0.79) 

-0.185118 lnTGAPRlt 
(-2 .40) 

OLS R2=0.99 D.W= l.73 

(다) 부탄 수요 

lnTBTDMDt = 5.065867 +0.208392 lnYt -0.082744 lnTBTPRlt 
(0.79) (0.43) (-1.07) 

+0.058426TIME‘ 
(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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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C p=0.210933(0.90) R2= 0.99 D.W=2.18 

(라) 제트유 수요 

lnTJETDMD. = 2.171997 +0.820927 lnTJETDMD._t +0.094334 lnY. 
(0.26) (5.38) (0.19) 

-0.168080 lnTJETPRI. 
(-0.68) 

OLS R2=0.99 D.W=2 .47 

(마) 중유 수요 

lnTHODMD. = 18.454567 -0.969291 lnTHOPRI. 
(8 .41) (-5.17) 

CORC p=0.083746(0.2 1) R2= 0.79 D.W= 1.78 

이들 추정식의 주요 설명변수인 국내총생산(Y)는 경제부문에서 공 

급되며 이 부문에서 결정되는 에너지수요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규모 

를 결정한다. 또한 이들 추정식의 주요 설명변수인 에너지가격 변수에 

탄소세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 함수식들은 탄소세 부과로 인해 유 

발되는 에너지수요 감소를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실현시킬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3. 모형의 추정 및 안정생 분석 

본 모형은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외생변수에 대한 과거 

의 실적치를 주어진 것으로 하고 추정된 개개의 행태방정식과 이들을 

연결하는 정의식을 하나의 연립방정식의 체계로 인식하여 추정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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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형 전체의 연립방정식의 내생변수에 대한 해를 구하고 이를 과 

거의 실적치와 비교함으로써 모형 전체로서의 통계적 적합성과 안정성 

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립방정식 체계의 내생변수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가우스 자 

이텔 방법올 사용하였으며 Fortran 프로그랩을 이용하여 전산화하였다. 

수립된 모형올 이용하여 정책 시률레이션을 행하거나 예측을 수행 

하기 이전에 모형의 구조적 안정성올 검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시률레이션 모형에 있어서 모형내의 각 행태방정식의 통계적 유 

의성이 높다 하더라도 모형 전체의 신뢰성이 반드시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각 행태 방정식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지만 

전체적인 모형은 안정적인 해를 산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역사 

적 시블레이션을 통하여 오차를 검토한 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역사적 시률레이션에 의하여 내생적으로 도출된 값과 실적치 값과 

의 차이에 근거한 오차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자숭평굵근 퍼센트 오차(percent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계산한 결과를 표 2.2-4에 나타내었으며， 주요 내생변수의 실적치와 예 

측치는 그림 2.2-3부터 그림 2.2-22에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부문의 주요 변수인 국내총생산 변수를 살펴보면 추정오 

차가 3.0%를 보이고 있어 매우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총생 

산 변수는 에너지수요 및 전력수요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역할아 매우 중요하므로 추정오차의 안정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하 

겠다. 

한편 실업율의 추정오차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불안정 

한 면을 보이고 있다， 물가지수들은 3% 대의 추정오차를 보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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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므로 이들 변수에 대한 역사적 시률레이션 결과는 만족스럽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엄금지수는 비교적 높은 추정오차를 보이고 있어 

서 다소 불안정한 면을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주요 구성항목인 민간 소비지출을 보면 비교적 안정 

적인 추정오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내구재 소비지출에 

대한 추정오차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투자 

지출의 경우는 민간 소비지출에 비해 다소 높은 추정오차를 보이고 있 

다. 설비투자의 RMSE가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나머지 투자 항목들 

도 9% 대의 추정오차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 

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투자행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정 

성을 고려할 때 그 행태를 일반적인 형태로 파악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출입의 경우에는 수출은 9.8%의 RMSE 값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높은 값올 갖고 있으나 수입의 경우에는 5.3% 의 추정오차로서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에너지가격 지수의 RMSE는 10%를 념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변동을 보여온 에너지 가격의 실제 변화행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에너지 부문의 변수들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택용 전력수요의 

추정오차는 8.2%를 보이고 있어서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 외의 전력수 

요인 상업용과 산업용의 추정오차는 4.1%와 3.7%를 각각 보임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전력가격변수의 추정오차는 약 9%를 보이고 있어서 다소 높은 편이 

지만， 전력가격이 정부의 규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다면 본 모형의 전력가격 변수에 대한 추적력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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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총발전량의 추정오차는 2.1%로 나타나서 매우 만족스럽지 

만，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량과 연료비에 관한 추정오차는 1 1.3%와 

10.7%로서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열효율의 RMSE는 1.3%로써 매 

우 안정적이며 총발전 연료비의 추정오차는 7.3%로서 비교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비전력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정오차를 살펴보면， 산업용 납사수요와 

가정 • 상업용 무연탄 수요， 그리고 수송용 중유 수요에 대한 추정오차 

가 모두 10%로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선의 노력이 추 

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의 과거실적치가 매 

우 급격히 변화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들 변수의 추적을 모형에 의해 

잘 모사하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이들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 

대한 추정오차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본 모형의 주요 내생변수인 40개의 변수들에 대한 추정오차 

를 살펴본 것이다. 본 모형은 54개의 개별 방정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 

식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모형에는 모두 54개의 내생변수가 존 

재한다. 이와 같이 작지 않은 모형의 모든 내생변수의 추정오차가 모 

두 만족할 만한 값을 갖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형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모형의 추정 

오차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가장 중요한 변수인 국내총생산의 

추정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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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역사적 시율레이션의 추정오차 

변 끼 /ι- RMSE(%) 변 끼 /ι- RMSE(%) 

국내총생산 2.98 주택용전력가격 9.07 

실업율 14.70 상업용전력가격 9.02 

GDP디플레이터 3.14 산업용전력가격 9.08 

소비자물가지수 3.67 총발전량 2.11 

생산자물가지수 3.61 화석연료 총발전량 11.27 

임급지수 9.99 발천용 화석연료 소비량 10.74 

내구재소비 5.11 열효율 1.30 

비내구재소비 1.1 1 총발전 연료비 7.33 

서비스 소비 2.47 전력가격 9.02 

설비투자 14.83 산업용 열에너지 수요 4.35 

주거용 건설투자 9.10 산업용 납사 수요 12.5 1 

벼주거용 
산업용 Coke 수요 9.91 5.46 

건설투자 

기타투자 9.21 가정 • 상업용 열에너지수요 7.91 

수출 9.81 가정 ·상업용 중유 수요 4.58 

수입 5.28 가정 • 상업용 무연탄 수요 16.71 

수출물가지수 2.44 수송용 휘발유 수요 4.54 

에너지가격지수 11.91 수송용 경유 수요 6.29 

주택용전력수요 8.19 수송용 부탄 수요 1.47 

상업용전력수요 4.10 수송용 Jet유 수요 4.11 

산업용전력수요 3.66 수송용 중유 수요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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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의 역활 분석 

가. 탄소때출 균제하의 원자력의 역할 

지구환경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 

루어야 한다는 펼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세계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통해 규제 범위와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산림황 

폐화， 사막화， 그리고 해양오염 둥이 있으며， 특히 원자력과 큰 관련이 

있는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해수면의 상 

숭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림과 경작지의 황폐화와 기상이변 둥으로 

인류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 

스로는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아황산질소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지구온난화가 원자력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이들 온실가스의 배출 

이 주로 석유， 석탄둥 화석연료의 사용에 기인하고 있으며， 발전부문에 

서 발생하는 이들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에 원자력발전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환경보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지구를 보호하기 위 

한 ‘유엔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가 1972 

년 스워l 댄의 스톡흘름에서 처음 개최되었는데 이는 환경문제를 토의하 

기 위한 세계 최초의 정치적 수준의 회의였다. 그후 오존충 보호를 위 

한 빈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채택이 각각 1985년과 1987년에 이루어졌 

으며， 1988년 6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대기오염， 산성비，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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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1988년 11월에는 WMO 

(세계기상기구)와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공동으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를 설립하여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1107~국 정상들과 

1787~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이 리우회의에서는 지구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인 ‘의제 21 ’을 채택하 

였으며，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보존협약에 대한 서명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2개 협약 모두에 서명하였으며 기후변화 협약에는 1547~국 

이，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는 1567~ 국이 각각 서명하여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안 과제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관련 국제회의의 결과 중 특히 기후변화협약이 

각국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협약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각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흐름은 Uruguay Round 이후 대두 

되고 있는 다자간 협상체제인 Green Round로 연결되고 있다. 즉 각국 

이 상이한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비용의 차이 

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무역규제를 통한 경제문제로 확대되고 있 

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 · 시행하고 이를 공개하며， 온실가스 배출 · 홉수 

현황을 보고하는 공통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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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1992년 당시 OECD 24개국 및 동구권 11개국)은 온실가스 배출 

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하며， 부속서 II 

국가는(1992년 당시 OECD 24개국) 개도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 ·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구 

체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1995년 3월에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 I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속서 I 국가의 2αm년 이후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 
서를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될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며， 

의정서(안)을 준비하기 위해 베를린 의결사항에 관한 특별그룹을 설치 

·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9월부터 1997년 8월까지 7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부속서 I 국가의 의무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 

색하여 왔다. 

온실가스의 배출규제는 각국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올 줄 수 있 

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이제까지의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당사국들의 경제 수준， 산업 구조 둥에 따라 세계 각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미 상당한 수 

준의 환경투자， 높은 에너지 효율성， 낮은 에너지소비 증가율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안정화되어 있는 EU 및 일본 둥은 상당히 적극적인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는， 이에 더해 높은 원자 

력발전 비중에 힘입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에 한창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이제까지 지 

구환경을 해친 책임은 선진국들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 

면에 1995년 현재 세계 에너지소비의 25.4%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이 

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개도국의 참여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왔다. 따라서 선진국간， 선진국 · 개도국간의 입장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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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그동안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이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으 

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시키고， 2011년부터 5년간은 5% 전후로 감 

축하며 각국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의 인정과 개발도상국에도 이산 

화탄소의 적극적인 배출감축을 요청한다는 정부안을 확정함에 따라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 및 방법에 관하여 상당한 구체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1996년 l차에너지소비 중 석탄， 석유 

둥 화석연료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1차에너지소비 중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 약 30%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이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비율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온실 

가스 배출감축에 있어서 전력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 

나라는 전원개발계획이 정부의 주도하에 수립되고 전력회사가 공기업 

인 상황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고 효 

율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켜야 한다. 1995년도 우리나라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101 백만 탄소톤 중 전력부문에서 배출하는 이산 

화탄소는 2 1.8%에 불과하여 30%가 넘는 미국 및 일본에 비하여도 아 

주 낮은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온 원자력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규제수준의 완화， 유리한 규제방법(예를 들어，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는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에 유 

리) 둥을 위한 효과적인 협상과 에너지 절약， 에너지소비 효율화， 에너 

지 저소비 구조로의 산업구조 조정 둥의 자체적인 노력에 더불어 원자 

력발전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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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 

하여 2000년에는 1990년의 2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될 것으 

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1998년 중에 부속서 I 국가 리스트를 수정할 

예정으로 있어서 1996년에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의 의무를 지도록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전력 

부문의 역할 강화는 필수적이며， 향후 전원개발계획에서는 원자력발전 

의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급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대안의 설정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도쿄 국제회의가 1997년 12월 초에 개최되 

었는데 선진국들의 온실가스감축의무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산화 

질소 둥에 대해 1990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여 2008년-2012년 사이에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결정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온실 

가스감축 참여문제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이 

어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온실가스감축 참여압력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본 모형에서는 탄소배출량의 규제가 에너지， 전력， 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고 에너지소비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는 상황에서 준국산에너지인 원자력에너지의 도입 확대전략에 대한 각 

부문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대안의 분류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여부에 따라 탄소세가 

도입되는 경우와 도입되지 않는 경우를 1차적으로 구분하였고 탄소세 

가 도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의 점유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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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증가시키는 차별화 전략을 설정함으로써 국민경제전반에 대한 원 

자력발전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편，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실시될 경우 규제강도 및 시기에 

대한 예측이 펼요한데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분위기와 우리나라의 대 

외적인 경제위상 및 국내의 경제적인 상황 동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탄소배출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배출규제 

정책을 조만간에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분석대상기간을 2020년까지로 설정하여 탄소배출량의 기준년도를 2000 

년으로 하고 2010년까지 2000년 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2020년까지 지 

속적으로 안정화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모형운용의 기준안 입력자료는 비전력에너지부문과 전력부문은 

KAERI/ RR-1682j 96 에서의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단지 비전력에 

너지부문의 화석연료에너지원들의 연간 가격상승률은 석탄부문이 2% , 

석유 및 가스부문은 3%로 수정하였다. 

탄소배출량 규제를 통해 탄소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에너 

지원간의 상대가격 변동으로 인해 소비대체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 

대되기 때문에 20이년부터는 비전력에너지부문의 열에너지에서 석탄， 

석유에너지의 점유율이 매년 5%씩 감소하고 이를 도시가스의 점유율 

증가로 대체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원자력발전량에 있어서는， 기준안의 경우 ‘95년 전원계획에서 확정 

된 2010년까지의 계획량을 적용하였고 2011년부터는 2010년의 원자력 

발전량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한펀 탄소세가 도입될 때 

원자력발전량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2001 년부터 2010년까지는 총발전량 

의 50% ,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총발전량의 60%를 점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자력 증대분만큼 석탄화력의 발전량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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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비원자력”안에서는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이 전혀 도입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기준안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였 

다. 

원자력발전의 확대 효과를 평가하는 수단으로는 GDP, 에너지 가격， 

전력 가격 동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즉， 원자력발전이 국민경제에 미치 

는 거시적 영향의 척도를 국내생산총액의 증감정도로써 적용하며 미시 

적 영향의 평가로는 주요 에너지소비원들의 가격가중치에 의해 결정되 

는 에너지가격과 각 발전원들의 발전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전력가격 

둥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각 분석대안별 특성올 정리하면 표 2.2-5 와 같다. 

표 2.2-5 분석대안의 비교 

구 분 입력자료 가정 탄소배출량 규제 

기준안 
전력부문의 발전원별점유율은 
기존의 전원계획 수치 적용 

고려하지 않음 
기존파 미래의 모든 원자력 

비원자력안 
발전은 석탄화력。로 대체됨 

기준안 입력자료 + 
비전력에너지부문의 연료원간 

탄소세(1)안 
대체 
(2001년부터열에너지내의 석 
탄/석유 점유율을 5%씩 감소 

2010년 이 후의 탄소 배 
-> 도시가A 점유율 증가) 

출량을 2αm년 수준。 
-탄소세(1)안과 동일하나 원자 

로 유지함 
력 점유율만 차이가 남 

탄소세(II)안 
- 원자력 발전 점유율 증가 
(2001-2010년: 50% , 
2011-2020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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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의 결콰 

미래에 대한 상황변수의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평 

가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초점을 두는 분석변수가 달라질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환경규제가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에너지수요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에너지 가격， 원자력 

발전증가와 밀접한 전력가격， 국내생산총액 동의 변화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준안에서 예측된 에너지수요 및 경제성장률의 결과는 기존에 정 

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추정식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환경변화 혹은 정책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예측하는 분석의 대상기간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로 하였다. 

에너지수요， 전력수요， 연료원별 탄소배출량 계수 둥은 KAERI/ 

RR-1682/96에서 사용된 것과 거의 동일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1) 가준안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및 에너지수요 전망치를 참고로 

하여 추정식을 조정하였으며 비전력에너지부문과 전력부문에 사용되는 

석탄가격은 연간 2% , 원유， 석유류제품， 도시가스 둥은 연간 3%의 가 

격상승을 가정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탄소세의 도입 및 

원자력발전량 증대를 계획하지 않으며 에너지원간의 수요대체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래의 표 2.2-6 에서는 기준안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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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기준안의 결과 

구 분 1997년 2아m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국내 총생산액(GDP) 303,631 366,437 481 ,294 610,144 751 ,839 909,799 
(10억원) 

GDP Deflator 
1.608 1.989 2.730 3.673 4.880 6.398 

(1 990년 = 1.아)()) 

산업부문 67,834 75,888 81 ,154 84,463 87,744 91 ，α)6 

가정·상업 32,398 41 ,693 51 ,096 56,764 61 ,586 66,071 
-닙r;: 닫r 

에너지수요 
수송부문 30,923 36,005 42,410 48,703 55,777 63 ,726 

(천 TOE) 

전력부문 17,307 22,447 31 ,553 41 ,529 51 ,566 63,769 

-까i、- 계 148,462 176,034 206,213 231 ,459 256,673 284,573 

에너지가격지수 
1.29 1.39 1.60 1.81 2.06 2.33 

(1990년 = 1.(0) 

총발전량 224,956 292 ,048 410,746 539,732 669,039 826,257 (GWh) 

전력부문 
연료비 13.49 12.29 13.00 13.34 14.82 16.49 
(원IkWh) 

전력가격 6 1.78 60.21 6 1.82 62.88 65 .49 68.39 
(원IkWh) 

산업부문 61 ,374 68,357 72,957 75,960 78,967 81 ,965 

가정·상업 25,936 33,186 40,622 45,118 48,943 52,501 
부문 

탄소배출량 
수송부문 24,896 28,922 33,964 38,903 44,435 50,624 

(천c-톤) 

전력부문 28,649 36,878 51 ,984 59,664 73 ,517 90,272 

-까i、- 계 140,854 167,343 199,527 219,645 245,862 275,363 

국내총생산액에 있어서는 1997년에 비해 2020년도에 약 3배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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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로 산정하면 1997년부터 2αm년까지는 

6.5%/년，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5.2%/년，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4.1 %/년，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하면 4.9%/년 둥의 수치로써 비교 

적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물가상승률 산정의 대용치로 

널리 사용되는 GDP 디플레이터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2% 

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수요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이 산업부문의 

경우 1.3%로 가장 낮고 전력부문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적으로는 2.9%/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즉， 1차에너지를 기준으로 

한 전력에너지의 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능가하고 있으며 전체 에 

너지소비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고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0년을 기준으로한 에너지의 가격지수 변동을 보면 2020년까지 

연평균 2.6%씩 거의 균둥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에너지 

의 가격이 경제환경에 비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률， 에너지원별 가격상승 둥의 요인아 복합적 

으로 작용함으로써 전력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총발전량의 경우 

2020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이 5.8%에 달하고 발전연료비는 2010년까지 

연료비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발전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의해 정체현상 

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원자력발전량 점유율은 고정되고 

기타 화석연료들의 가격상승이 반영되어 소폭 오르고 있다. 전력가격 

의 경우도 발전연료비와 비슷하여 평준화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자력발 

전의 점유율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즉， 연료비 및 전력가격은 

202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0.9%와 0.4%로 나타나 상당히 안정 

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탄소배출량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1997년에는 산업부문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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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탄소배출이 이루어졌지만 2020년에는 전력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전력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것이다. 즉， 탄소배출량의 증가는 에너지수요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 

기 때문에 전력부문에서의 탄소배출 증가율은 2020년까지 연평균 5.1% 

에 달하며 에너지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연평균 3%의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2) 비원자력안 

전력시스템에 원자력발전이 없었을 경우 전력부문， 에너지부문 및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원자력발전소는 동일한 기저부하발전원인 석탄화력으로 대체시키 

고 미래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의 경 

제현상올 파악하고자 하였다.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는 원자력발전이 전혀 없다 

면 파급효과가 아주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기에서는 탄소배출량 

규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올 가정하여 기준안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 기준안에서 제시한 화석연료원들의 가격상승은 여기에 

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비원자력안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2-7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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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비 원자력 안의 결과 

구 고 tir 1997년 2아m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국내 총생산액(GDP) 302,604 365,086 479,109 606,353 745,331 899,724 
(10억원) 

GDP Detlator 1.676 2.094 2.900 3.929 5.289 7.035 
(1 990년 = 1.000) 

산업부문 67,744 75,787 81 ,014 84,211 87,311 90,365 

가정·상업 32,336 41 ,660 51 ,139 56,800 61 ,512 65 ,856 
-닙「 τ Dr 

에너지수요 -}「‘경 /•r-t「i 긴 Dr1 31 ,212 36,573 43,440 50,137 57,713 66,341 
(천 TOE) 

전력부문 16,746 21 ,767 3α622 4α056 49,464 60,916 

-까:L. 계 148,038 175,788 206,214 231 ,205 256，αm 283,477 

에너지가격지수 
1.36 1.47 1.70 1.97 2.26 2.58 

(1 990년 = 1.(0) 

총발전량 217,723 283,286 398,754 520,757 641 ,958 789,492 (GWh) 

전력부문 
연료비 18.90 17.82 19.22 2 1.74 24.4 1 27.43 
(원{kWh) 

전력가격 70.46 68.54 70.74 74.77 79.03 83.87 
(원{kWh) 

산업부문 61 ,327 68,316 72,895 75 ,812 78,677 81 ,515 

가정·상업 25 ,887 33,160 40,656 45,146 48,884 52,330 
부문 

탄소배출량 
수송부문 25 ,128 29,378 34,788 40,050 45 ,985 52,715 

(천c-톤) 

전력부문 42,125 57,279 82,371 105,264 129,007 157,763 

-까:L. 계 154,468 188,132 230,710 266,271 302,553 344,324 

원자력발전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기준안에 비해 2020년도의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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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 1%정도 감소하고 었으며 에너지수요도 기준안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이 도입 

되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력부문의 전력가격 및 에너지가 

격지수에 영향을 주게 되고 한편으로는 탄소배출량이 상당히 증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력부문의 연료비와 전력가격이 2020년 

도에는 약 66% , 2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연평균으로 볼때는 1.6% , 

0.8% 둥으로 나타나 기준안에 비해 큰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로 언한 

에너지가격지수는 2020년도에 약 10%가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숭률을 

나타내는 GDP Deflator도 약 10%가 증가했다. 

탄소배출량에 있어서는 기준안과 비교할 때 전력부문에서의 증가율 

이 2020년도에 약 75%에 달하게 됨에 따라 전체 에너지부문의 탄소배 

출량 증가도 25%로 나타나고 있다. 

기준안과의 비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저렴한 발전연료비와 가장 

경제적인 총발전원가 특성을 가전 원자력발전의 도입은 전력가격의 감 

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에너지가격과 물가상승을 개선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탄소세(1)안 

기후변화협약 및 탄소배출량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따 

라 국내산업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의 시기와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협상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임의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규제의 정책은 총량규제정책으로 하고 배출량의 기준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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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진국에서 1990년으로 하는 것과 달리 2아)()년으로 셜정하였다. 이 

것은 개발도상국을 비롯하여 경제성장이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에 

서는 1990년도의 기준년도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기준년도 수준의 탄소배출량으로 억제하는 목표년도는 

20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대상기간인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안 

정화시키는 형태를 설정하였다. 

입력자료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세를 외생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에너 

지원별 연료가격상승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소비수요에 

반영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는 열에너지 수요중 석탄과 석유의 점유율 

을 연간 5%씩 감소시키고 이를 LNG로 대체시키는 연료대체효과를 임 

의적으로 반영시켰다. 그외의 천원별투입계획은 기준안의 경우와 동 

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탄소세(1)안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표 2.2-8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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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탄소세0)안의 결과 

구 분 1997년 2αm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국내 총생산액(GDP) 
303,631 366,437 478ρ70 592,008 697,720 781 ,181 

(10억원) 

GDP Deflator 
1.608 1.989 2.768 4.445 8.153 19.294 

(1990년 - 1.α)()) 

산업부문 67,834 75,888 74,562 73,474 70,626 65,642 

가정·상업 32,398 41 ,693 46,315 44,875 41 ,845 37,168 
부문 

에너지수요 
수송부문 30,922 36,005 37,465 38,997 40,387 42,065 

(천 TOE) 

천력부문 17,307 22,447 28,738 34,738 38,157 41 ,354 

.1:‘ 계 148,463 176,033 187,080 192,084 191 ,014 186,230 

에너지가격지수 
1.29 1.39 2.28 3.26 6.44 14.39 

(1990년 - 1.00) 

총발전량 224,956 292,048 374,482 452,246 496,294 537,480 (GWh) 

전력부문 
연료비 

13.49 12.29 49.14 83 .19 220.39 550.89 
(원IkWh) 

천력가격 
61.78 60.21 121.02 177.32 402.40 944.49 

(원IkWh) 

산업부문 61 ,374 68,357 61 ,691 57,302 54,440 50,516 

가정·상업 25,936 33,186 33,103 29,362 27,034 24,030 
부문 

탄소배출량 
수송부문 24,896 28,922 29,940 31 ,041 32,003 33,164 

(천c-톤) 

천력부문 28,649 36,878 47,510 50,227 54,967 59,392 I 

-꺼.L.‘ 계 140,854 167,343 172,243 167,932 168,445 167,102 I 
」

탄소서1 (1)안의 결과를 기준안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탄소배출량규 

-115-



제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탄소세가 부과됨으 

로 인한 에너지원별 가격상승은 국내총생산액의 감소는 물론 에너지부 

문과 전력부문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에너지 

원별 가격상승은 가격효과에 의해 수요를 감소시키고 수요의 감소는 

생산/유통단계의 직접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간접적인 경 

제주체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경제성장의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의 평가는 모두 기준안 결과와의 비교를 전제 

로 한 것이다. 

국내총생산액에 있어서는 2020년도에 약 14%정도의 감소가 예상되 

고 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기준안의 4.9%1년에 비해 4.2%1 

년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에너지부문의 수요에 있어서는 가격효 

과를 가정 · 상업부문에서 가장 크게 받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2020년도에는 기준안에 비해 약 35%가 감소하며 연평균증가율로 보면 

2.9%1년에서 1.0%1년으로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전력부문의 수요도 급감하게 되어 총발전량이 2020년도에는 약 35% 

가 감소하게 되고 발전연료비와 전력가격은 무려 33배， 14배 정도의 높 

은 상숭률을 나타내고 있다. 

물가상승과 관계가 깊은 에너지가격지수와 GDP Deflator는 2020년에 

6배， 3배 정도의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탄소배출량의 규제는 탄소세의 도입정책을 통해 

에너지원의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경제생산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불가 

의 상승과 경제성장률의 심각한 감소현상을 유도하게 됨을 알 수 있 

다. 

(4) 탄소세(1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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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환경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시되면 경제구조 및 에너지소비 

구조에 있어서도 이에 상웅한 대웅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 

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생산수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특히 전력부문에 있어서는 전력가격의 

안정화라는 직접적인 이유 이외에도 전력이 산업생산의 수단으로써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량규제에 대한 전력부문의 대웅전략으로써 

발전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의 투입량을 증가시키 

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각 발전원의 구성은 그 

대로 유지시키면서 2001 년 이후에 계획된 전원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써 2001 년부터 2010년까지는 원자력발전의 점유율을 50%로 유지시키 

고 2011 년부터 2020년까지는 60%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 

러한 경우 수력발전은 기존안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석탄/석유 동의 화 

석연료발전원 접유율이 하향 조정되게 된다. 입력자료부문에서는 탄소 

세 (1)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의 차별적인 가격상승효과를 반 

영시키기 위해 연료의 대체효과를 적용하였다.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가정된 탄소세 (1)안과 탄소세(11)안에 있어 

서 매년 차둥적인 탄소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가 

정한 탄소세(ll)안은 탄소배출톤당 부과되는 탄소세에 있어서도 상당 

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2001 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탄 

소세를 보면 탄소세(1)안이 424 ($/탄소-톤)이며 탄소세(11)안이 286 ($/탄 

소-톤)이다. 또한 2011 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탄소세는 탄소세(1)안 

이 3,152 ($/탄소-톤)， 탄소세 (11)안이 1 ，784($/탄소-톤)에 달함으로써 원자 

력발전의 확대는 탄소세 부과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탄소세(11)안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2-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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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탄소세01)안의 결과 

구 분 1997년 2아m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국내 총생산액(GDP) 303,632 366,437 480,814 600,969 723 ,862 837,896 
(1 0억원) 

GDP Deflator 
1.608 1.989 2.729 3.847 6.364 11.163 

(1 990년 ., 1α)()) 

산업부문 67,834 75,888 78,748 74,463 75,018 71 ,462 

가정·상업 32,398 41 ,693 49,428 47,217 46,905 42,678 
-님「 τ Dr 

에너지수요 
-A「-1/•,-님「τ nr 30,923 36,005 40,846 39,018 43,836 43,669 

(천 TOE) 

전력부문 17,307 22,447 31 ,223 35,634 43,253 46,741 

j:: 계 148,463 176,034 200,246 196,332 209,012 204,551 

에너지가격지수 
1.29 1.39 1.75 3.64 3.85 7.75 

(1990년 = 1.(0) 

총발전량 224,956 292,048 406,505 463,794 561 ,942 606,879 (GWh) 

전력부문 
연료비 13 .49 12.29 17.72 103.10 93.26 250.74 
(원jkWh) 

전력가격 6 1.78 60.21 70.08 210.27 194.62 452.96 
(원jkWh) 

산업부문 61 ,374 68,357 65,871 57,970 58,078 55,010 

가정·상업 25 ,936 33,186 35,136 30,874 30,268 27,551 
-님「긴 IIr 

탄소배출량 
-A「-τ/•r-t「jτpr 24,896 28,922 32,683 31 ,064 34,770 34 ,467 

(전c-톤) 

전력부문 28,649 36,878 42,105 47 ,223 45,475 49,003 

-까i、- 겨l 140,854 167,343 175,975 167,131 168,591 166,031 

탄소세(11)안의 결과는 탄소세(1)안과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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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용이하다. 탄소세(1)안과 비슷한 정도로 연도별 탄소배출량을 조절 

하면서 국내총생산액과 에너지부문， 전력부문의 생산활동을 더욱 활성 

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력부문의 연료비와 전력가격은 탄소세(1)안에 비해 2020년도에 각 

각 54% , 52%정도의 감소효과가 있으며 에너지가격지수도 14.39에서 

7.75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또한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한 GDP 

Deflator도 42% 정도로 낮아지고 있어 원자력발전의 증가는 경제환경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에너지의 수요에 있어서도 약 10% 정도의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액을 보면 탄소세(1)안과 비교할 때 2020년도에 약 7% 

이상의 상숭효과가 있으며 연평균증가율로 보면 탄소세(1)안이 4.2%1년 

인데 반해 4.5%1년의 경제성장률을 시현시키고 었다. 

요약해 보면， 탄소세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전력부문에서의 전원별 

구성비율에서 원자력을 증가시키도록 조정함으로써 전력경제， 에너지 

부문 둥을 비롯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부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원자력발전의 적극적인 유도정책은 전력경제

환경 부문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중의 하나임을 보여주 

고 었다. 

아래의 표 2.2-10 에서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한 대안별 결과를 종 

합하였다. 

-119-



표 2.2-10 대안별 결과의 종합(2020년 기준) 

구 분 기준안 비원자력안 탄소세 (1)안 탄소세(lI)안 

국내 총생산액(GDP) 
(10억원， 1990년 가격) 

잊'Ø，799 899,724 781 ,181 837,896 

GDP Deflator 
6.398 7.035 19.294 11.163 

(1990년 - 1.(00) 

산업부문 91 ,006 90,365 65,642 71 ,462 

가정·상업 
66,071 65 ,856 37,168 42,678 

-닙「1 rrr 

에너지수요 
수송부문 63,726 66,341 42,065 43,669 

(천 TOE) 」

전력부문 63,769 60,916 41 ,354 46,741 

~ 겨l 284,573 283,477 186,230 204,551 

에너지가격지수 
2.33 2 .58 14.39 7.75 

(1990년 - 1.(0) 

총발전량 826,257 789,492 537,480 606,879 (GWh) 

전력부문 
연료비 

16.49 27.43 550.89 250.74 
(원IkWh) 

전력가격 
68.39 83.87 944.49 452.96 

(원/kWh) 

산업부문 81 ,965 81 ,515 50,516 55,010 

가정·상업 
52,501 52,330 24,030 27,551 -닙「τ nr, 

탄소배출량 
수송부문 50,624 52,715 33,164 34,467 

(천c-톤) 

전력부문 90,272 157,763 59,392 49,003 

-꺼‘、- 계 275 ,363 344,324 167,102 16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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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원자력발전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전력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통하여 나타난다. 발전원가측면의 우수성과 대기환경오염문제 

의 부각， 전력수요의 급속한 증가 둥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도입에 따른 효과측정과 탄소 

배출량 규제의 경제충격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써 현재 운영/계획중인 

원자력발전을 증가시키는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물가 및 전력/에너지부문의 가격에 적지 않 

은 상승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 탄소배출량규제가 시행될 경우 현재의 전원계획이 유지된다변 경 

제성장률과 전력가격/에너지가격 둥의 전반적인 지표들이 현저히 악화 

될 것이다. 

- 전력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상향 조 

정하는 것은 전력가격 및 경제부문의 지표들올 통해 볼 때 충격을 현 

저하게(약 50%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위의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원자력발전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며 분석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원자력발전의 국내 도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부문의 효율화를 

유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둘째， 탄소배출량규제로 인한 탄소세의 도입은 경제， 에너지， 전력부 

문 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대웅하기 위해 전력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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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자력발전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는 국제정세의 흐름으로 보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전력 부문의 수요증가는 필 

연적인 것이며 탄소배출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 

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연료원의 대체방안인 

원자력발전 증가를 선택하였지만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성 제고와 에 

너지소비절약 동의 종합적인 대책을 경제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실시 

함으로써 외부적인 충격의 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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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전의 운영 및 건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산업연관분석 개관 

가. 산업연관분석의 의의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간의 상호 

연관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소비 l 투자 및 수출 둥 거시적 총량변수와 

임금/ 환율 및 원자재 가격 퉁 가격변수의 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연관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산업연관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생 

산 및 처분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 즉 투입과 산출의 관 

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 관계를 통한 상호연관 관계 

를 기초로 한 분석기법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구조분석 뿐만 아니라 

최종수요의 생산， 고용， 소득 퉁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연관분석은 경제계획 수립과 예측 및 산업구조 

정책의 방향설정이나 조정 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생산기술이나 산업구조변에서 급격한 변화 

가 이루어지는 경제에서는 거시경제에 의한 총량분석과 산업연관분석 

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경제 분석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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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연관표의 개요 

(1)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산업연관표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 

부분，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둥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부분 

및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분 동 3가지로 구 

분하여 기록한다. 

산업연관표의 세로(column)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 즉 투입구조를 나타낸다. 이 

는 원재료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 부문과 임금， 이윤l 이자l 간접세 

둥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비용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부문으로 구분되 

며 그 합계를 총투입액이라 한다. 그리고 표의 가로(row) 방향은 각 산 

업부문의 생산물의 판로구성 즉 배분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간재로 

판매되는 중간수요 부문과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 둥 최종재로 판매 

되는 최종수요 부문으로 구성된다.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을 총수 

요액이라 하고 여기에서 수입을 공제한 것을 총산출액이라 한다. 각 

산업부문의 총산출액과 이에 대웅하는 총투입액은 항상 일치한다. 

한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한 부분을 내생부문이라 하고 최 

종수요와 부가가치를 기록한 부문을 외생부문이라 한다. 내생부문은 

외생부문의 수치가 모형 밖에서 주어지면 이에 따라 수동적으로 모형 

내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부분이며 y 외생부문은 내생부문과는 관계없 

이 모형 밖에서 값이 결정되는 부분이다. 이를 그림 2.3-1에서 보면 먼 

저 가로방향으로 i부문의 총산출액 X/와 수입 M/를 합한 총공급(X/ 

+M/)중 중간수요 ( κ= 효 Xzj )는 자부문 및 타부문에 중간재로y 

최종수요는 소비( ζ ), 투자(11 ), 수출(Ez ) 동을 통해 최종재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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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나타내며 세로 방향으로 j부문은 X，의 생산을 위하여 자부문 

및 타부문으로부터 μ(= 효 xη )를 원재료로 구입하고 V，의 본 

원적 생산요소를 구입한 것을 나타낸다. 

내생부문 외생부문 

중간 최종 
수입 

총산출액 
l... ....... -J. ••.•..•. n 

수요져| 
소비 투자 ~* 수요계 

(공셰) 

1 XU"XIJ" , X 1n "'í CI 11 EI YI M’
l XI 

I X'1 ... X" .... Xe !’4 C, 1, E, K M’! X, 
내생 

부문 

n X. I ‘ X.J"" X •• w.’ C. 1. E. Y. M. X. 

중간후입찌 U1 .... U,… U. 

피용차보수 R1 ..... R}"" ... R. 

영업잉여 51 ..... 5 J"" .... 5. 
외생 

고정자본소모 D1 ..... D}"" ... D. 
부운 

간첩셰 T I .… T ,. •••• T. 

부가가치쩨 V1 .. ι… . V. 

총투입액 XI ‘ X}"" .. X. 

그림 2.3-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 산업 연관표의 유형 

(가) 구매자가격 평가표와 생산자가격 평가표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물량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연관표는 일반적으 

로 금액단위로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금액 단위로 작성하게 될 경우 

에 어떤 거래 단계의 가격으로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구매자가격 평가표는 유통 마진을 포함한 가격 즉 구입시점에서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작성한 표를 말한다. 이 표는 재화 및 서비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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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간 거래액이 실제 가격대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각 산업부문의 투 

입구성 내역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반면에 동일한 재화나 서비 

스라 할지라도 수요부문에 따라 서로 다른 유통 마진율이 적용되기 때 

문에 그 차이만큼 각종 산업연관 파급효과가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생산자가격 평가표는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 즉 생산자의 

출하가격으로 모든 거래를 평가하여 작성한 표이다. 이 표는 각 산업 

부문의 기술구조의 안전성을 토대로 산업 상호간의 물량적 의존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계수표나 생산유발계수표 

둥 각종 분석계수표는 생산자가격 평가표를 기초로 작성되고 있다. 

(나) 경쟁수입형표와 비경쟁수입형표 

경쟁수입형표는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가 같으면 국산과 

수입품을 구분하지 않고 각 수요부문에 일팔 배분하여 작성하는 표이 

다. 이 표는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생산파급효과 중에서 수입에 의 

해 해외로 유출되는 부분인 수입유발효과를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하 

지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예측이나 경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서는 보다 안정적인 투입구조를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비경쟁수입형표는 동종의 재화라 할지라도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 

하여 작성한 표이며 국산품만의 배분을 기록한 국산거래표와 수입품만 

의 배분을 기록한 수입거래표가 각각 작성된다. 따라서 이 표를 이용 

하면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생산파급효과를 국내생산 파급효과와 수입 

유발효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산업부문 내에서도 

경제여건에 따라 동종 품목의 국산품과 수입품의 투입구성이 가변적이 

기 때문에 국산 및 수입 투입계수가 안정적이라기 보기에는 무리가 있 

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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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연관분석에 이용되는 각종 계수 

(가) 투입계수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생산기술 구조로서 

투입과 산출의 함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투입계수는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또는 총산출액)으로 나눈 중간 투입계수와 부가가치의 각 항 

목을 총투입액(또는 총산출액)으로 나눈 부가가치계수로 구분할 수 있 

다. 이는 각 부문의 생산물을 1단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중간재 

와 부가가치의 단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표 상에서 투입 

계수라고 하면 산업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중간투 

입계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투입계수는 작성되는 표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국산품과 수 

입품을 구분하지 않은 생산자가격 평가표에서 산출한 투입계수와 중간 

투입물을 각각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한 국산 거래표와 수입거래표 

로 나눌 수 있다. 

(나)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 · 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단위를 나타내는 

데 도출과정에서 역행렬이 이용되므로 역행렬계수라고도 한다. 

생산유발계수의 열 합계는 특정산업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 

요 1단위 발생에 따라 전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 · 간접 생산파급 효 

과를 나타내고 행 합계는 전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 

각 1단위썩 발생할 경우 특정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 · 간접 생산파 

급 효과를 나타낸다. 표 2.3-1은 산업연관표상의 생산유발계수가 갖는 

일반적인 의미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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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생산유발계수의 의 미 

I 부문 2 부문 행 합계 

rll: 1부문의 생산물에 r12: 2부문의 생산물에 rll+ r12: 전부문의 생산물 l 
대한 최종수요 1단위톨 대한 최종수요 1단위를 에 대한 1단위씩의 최종수 

1닙- 충족하기 위하여 직 ·간 충족하기 위하여 직 • 간 
문 접으로 필요한 1부문의 접으로 필요한 1부문의 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1부 

산출단위 산출단위 문의 산출단위 

r21: 1부문의 생산물에 r22: 2부문의 생산물에 r21 + r22: 전부문의 생산물 

2 대한 최종수요 1단위를 대한 최종수요 1단위를 에 대한 1단위씩의 최종수 
1닙-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으 충족하기 위하여 직 ·간 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충 
문 로 펄요한 2부운의 산출 접으로 필요한 2부문의 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2부 

단위 산출단위 문의 산출단위 

rll+ r21: 1부문의 생산 r12+ r깝 2부문의 생산 

열 물에 대한 최종수요 1단 물에 대한 최종수요 1단 
합 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계 직 ·간접으로 필요한 전 직 • 간접으로 필요한 전 

부문의 산출단위 부문의 산출단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유발계수는 수입의 취급방법에 따라 

그 유형이 다른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이용한 국산과 수입을 구분한 비경쟁수입형의 (J-Ad )-1 

유형에 대해서만 언급하려 한다. 이 유형의 생산유발계수는 국산과 수 

입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비경쟁 수입형표로부터 도출된다. 국산거래표 

에서는 A d X+ yd =X, 수입거래표에서는 A m X+ γff=M이 성 

립된다. 여기에서 AQ는 국산투입계수 행렬 Am은 수입투입계수 행 

렬， ya는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I γη은 수입품에 대한 최종수 

요 벡터를 각각 의미한다. A d x+ yd =X식을 X에 대해서 풀변 

X= (J-Ad )-1 ya가 되어 (J-Ad )-1 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얻게 

된다. 이 (J-Ad )-1 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면 국산품에 대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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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요 (ya' )가 외생변수로 주어질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총산출액(X)를 구할 수 있다. 

(다)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 벡터를 V,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A t라고 하면 

V=A V X의 관계가 성립되며 이 식에 생산유발관계식 

x= (I-Ad )-1 ya를 대입하면 v= A V (I-Ad )-1 ya의 식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A V (I-Ad )-1를 부가가치 유발계수 행렬이라 

고 한다. 이것을 이용하면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ya' )가 주어질 때 

그것으로부터 부가가치액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수입균형식안 AmX+ Y"' =M에 X= (I-Ad )-1 ya를 

대입하면 A m (I-Ad )-1 ya' + Y'" =M식이 성립하는데 이 때 

A m (I-Ad )-1을 수입유발계수 행렬이라 하며 이 수입유발계수 행 

렬을 계산해 놓으변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ya' ) 에 의하여 유발되는 

중간재 수입액을 구할 수 있다. 

(라) 영향력계수와 감웅도계수 

각 산업간의 상호 의폰관계의 정도는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크기로 표시한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가 있으며 이는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구한다.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 

할 때 전산엽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나타내 

는 해당 산엽의 생산유발계수를 전산업의 평균 생산유발계수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구한다. 그리고 영향력계수가 크다는 것은 해당 산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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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합 후r”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합의 전산업 평균 - -EZZr” 

r ‘ 

영향력계수= 

r iJ j 산업의 i 상품의 생산유발계수 단， 

(i, j = 1, 2, ... , n i=상품， J=산업) 

λL 표 1=I 0/-. n 。 τ5""，τ!:"， 

전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I단위 한편 감웅도계수는 

받는 영향I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 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각 산업의 행합을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계수로서 나타내는 가를 

해 구한다. 일반적으로 나누어 평균으로 전산업 행합의 생산유발계수 

도
 

。

τ
 

카
디
 

이용되는 산업일수록 널리 중간재로 당 제품이 각 산업부문에 

계수가 크다. 

특정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행합 ￥r"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행합의 전산업 평균 - -EZZr2/ 

’‘ ’ l 

감응도계수= 

(마)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수입유발효과 

최종수요는 소비l 투자/ 수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항목 상호 

최종수요 간은 독립적인 관계로 가정한다.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는 

즉 최종수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산출액 증가할 때 가 I단위 

요가 유발하는 산출액을 의미한다. 

y라고 할 때 항 

식에 의해서 산출된다. 

ya'1, ya'c, 벡터를 

Xε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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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요 즉 소비/ 투자l 수출 

X 1, XC/ 목별 생산유발효과 



X C = (I - A d ) - 1 ya" 

X i = (I - A d ) - 1 ya'z 

X e = (I - A d ) -1 y , 여기에서 X', X Z, Xe의 합은 총산출액 X임. 

같은 방법으로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액은 

A t‘ (J-Ad )-1 ya, 수입유발액은 A m (J-Ad )-1 ya 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되는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액을 항목별 최종 

수요액으로 나눈 것을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라고 하는데 이는 

최종수요 항목별로 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각 부문에서 생산f 부가 

가차 및 수입이 직 · 간접으로 얼마나 유발되는 가를 나타내는 계수이 

다. 

2. 산업 재분류 및 분석 개관 

우리 나라는 산업구조와 산업 상호간의 관계 둥과 같은 국민경제 

구조분석과 예측 및 경제정책과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해 

1960년 최초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1993년 산업연관표(연장표)에 이르기 까지 8회에 걸쳐 산업연관표가 작 

성 · 발표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상품과 기술의 개발에 따른 생산기술구 

조와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변화와 가격과 환율변동 및 국내 · 외의 경 

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1993년 산업연관표는 4057~ 기본부문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1637~ 부문의 통합 소분류와 75개 부문의 통합 중분류 빛 26개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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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분류로 재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26개 부문의 통합 대분류를 

전력부문과 원자력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과 

관련된 부문을 세분류하여 표 2.3-2와 같이 33개 부문으로 확장하였다. 

표 2.3-2 1993년 산업연관표의 재분류표 

원분류 재분류 

26개 부문 4057ß 부문 33개 부문 4057ß 부문 
1. 농림수산풍 1. 농림수산풍 1-34 

2. 광산풍 35-50 2. 광산풍 35-50 
3. 용식료풍 51-93 3 옴식료풍 51-93 

4. 섬유 및 가죽 94-124 4. 섬유 및 가죽 94-124 

5. 종이나무제풍 125-142 5. 종이나무제품 125-142 

6 화학제품 
146-176 

6. 화학제품 
146-176 

188-193 188-193 
7. 석유 · 석탄 제품 177 -187 7. 석유 · 석탄 제품 177-187 
8. 요업 ·토석 제품 194-209 8. 요업 · 토석 제품 194-209 

L2:.. 제 l차 금속 210-231 9. 제 l차 금속 210-231 
. 금속제풍 232-245 10. 금속제풍 232-245 

11. 일반기계 246-267 11. 일반기계 246-267 

12 천기 및 전자기기 268-293 
12A. 전기기계 및 장치 268-275 
12B. 비전기기계 및 장치 276-293 

13. 정밀기기 294-297 13 정밀기기 294-297 

14. 수송기계 298 - 311 14 수송기계 298-311 

15. 기타제조업제품 
143-145 

15 기타제조업제풍 
143-145 

312-317 312-317 
16A. 수력 318 
16B. 화력 319 

16 천력 · 가스 · 수도 318 - 324 
16C. 원자력 320 
16D 자가발전 321 
16E. 도시가스+열공급업 322+323 
16F. 수도 324 

17A 비천력시설 건설 325-336 
17 건셜 325-341 338-341 

17B 전력시설 건설 337 
18 도소매 342-343 18 도소매 342 -343 

19 운송 및 보관 346-358 19. 운송 및 보관 346-358 
20. 통신 359-360 20. 통신 359-360 

2 1. 금융 및 보험 361-365 21 금융 및 보험 361-365 
22 부동산 및 사업서버스 366-375 22 부동산 및 사엽서비스 366-375 

23 공공행정 및 국방 376-377 23 공공행정 및 국방 376-377 
24 교육 및 보건 378-389 24. 교육 및 보건 378-389 

25 사회 및 개인서비스 
344-345 

25. 사회 및 개인서비스 
344-345 

390-402 390-402 
26 기타 403-405 26 기타 4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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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기 및 전자부문(268-293)을 전기기계 

및 장치부문(268-275)과 그 이외의 부문으로 나누었고， 전력 · 가스 · 

수도 부문(318-325) 통합 부문을 각각의 부문으로 나누었으며(단， 도시 

가스와 열공급은 한 부문으로 통합함)， 건설부문(325 -341)을 전력시설 

건설(337)과 비전력시설 건설로 나누었다. 

또한 그림 2.3-2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작업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원자력발전소의 운 

영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337ß 부문에 대한 생산자 

가격평가표/ 국산거래표， 수입거래표를 작성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투 

입계수표， 국산 및 수입 투입계수표/ 생산유발계수표 그리고 수입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표 둥과 같은 각종 계수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33개 부문의 산업연관표와 각종 계수를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로서 

의 원전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간재로서 원전의 역할은 원전 부문이 다른 산업의 중간 수요재로 이 

용되는 중간 수요비와 원전 부문 산출을 위해 타산업에서 공급되는 중 

간투입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편 최종재로서의 원전의 역할은 각 

산업 부문의 최종수요에 따른 파급효과와 원전 부문 만의 최종수요에 

따른 파급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원전의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93 

년도의 원전의 국산화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빽터 

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만들어진 각종 계수를 이용하여 원전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r 수입유발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 둥을 산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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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및 전자기기 부문(12)을 

2개 부문으로 세분류 

- 전기기계/장치 (268-275) 
- 비전기기계/장치 (276 -293) 

。 건설부문(17)올 2개 부문으로 세분 
- 전력시설(337) 

- 비전력시설(325-336， 338-341) 

원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중간재로서의 역할) 

- 중간수요비 

- 중간투입비 

1993년 산업연판표 

(26부문 기본 분류) 

。 전력 • 가스 · 수도 부문(16)올 

6개 부문으로 세분류 

- 수력 (318) 
- 화력 (319) 
- 원자력 (320) 
- 자가발전 (321) 
- 도시가스 (322)+ 열공급엽 (323) 
- 수도 (324) 

산업연판표 재작성 
(버경쟁수입형) 

- 생산자가격 평가표 
- 국산 및 수입 거래표 

각총 계수 산정 
-투입계수표 
- 국산/수입 투입계수표 
- 생산/수입유발계수표 
• 부가가치 유발계수표 

왼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최총재로서의 역할)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 수입유발효과 

왼전 컨섣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그림 2.3-2 원전 운영과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과정 

m 



3. 원전의 운영에 따른 정채적 파급효과 분석 

가. 원전 운영부문의 수요 및 공급 구조 

우리 나라에 1993년 l년 동안 공급된 재화 및 서비스의 총액은 표 

2.3-3과 표 2.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상가격 기준으로 691조원 이었 

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88.7% 인 613조원이 국내 산업으로 공급되었 

고 나머지 1 1.3% 인 78조원은 수입 부문에 공급되었다. 수요 측면에서 

는 49.2%에 해당하는 614조원이 국내에서 발생한 수요이고 1 1.3% 에 해 

당하는 77조원이 수출에서 발생한 수요이다. 

표 2'.3-3 전력 분야의 수요/공급 구조(1) 

(단위 : 억원) 

국내총생산 수입 총수급 
국내수요(c) 

수출 

(A) (B) (A+B=C+O) 
중간수요 최종수요 소계 

(0) 

전체 6,128,047 783,448 6,911 ,495 3,402,254 2,739,389 6,141,643 

산업 (88.7%) (11.3%) (100.0%) (49.2%) (39.7%) (88.9%) (11.1 %) 

전력 188,379 21,608 209,988 140,303 56,461 196,764 13,224 

산업 (89.7%) (10.3%) (100.0%) (66.8%) (26.9%) (93.7%) (6.3%) 

발전 88,916 41 88,957 71 ,710 16,986 88,696 261 

)닙「 τ nr (99.9%) (0.1%) (100.0%) (80.6%) (19.1 %) (99.7%) (0.3%) 

원전 33,309 16 33,325 26,465 6,755 33,220 105 

)닙「 t nr (99.9%) (0.1 %) (100.0%) (79.4%) (20.3%) (99.7%)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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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전력 분야의 수요/공급 구조(lD 

(단위 : 억원) 

국내총생산 수입 총수급 
국내수요(c) 

수출 

(A) (B) (A+B-C+O) 중간수요 최종수요 소계 (0) 

전체 6,128,047 783,448 6,911 ,495 3,402,254 2,739,389 6,141 ,643 769,852 

산업 (100.0%) (100.0%) (100.0%) (1 00‘ 0%) (1 00.0%) (100.0%) (1 00.0%) 

전력 188,379 21 ,608 209,988 140,303 56,461 196,764 13,224 

산업 (30.7%) (2.8%) (3.0%) (4.1%) (2.1 %) (3.2%) (1.7%) 

발전 88,916 41 88,957 71 ,710 16,986 88,696 261 

부문 (1.5%) (0.005%) (1.3%) (2.1%) (0.6%) (1.4%) (0.03%) 

원전 33,309 16 33,325 26,465 6,755 33,220 105 

부문 (0.5%) (0.002%) (0.5%) (0.8%) (0.2%) (0.5%) (0.01%) 
」←(

표 2.3-3과 표 2.3-4는 전력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 대한 수급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전력 분야는 전력 산업， 발전 부문 및 원전 부 

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원전 부문은 순수한 원자력발전 부문 

(320)을 의미하며， 발전 부문은 수력， 화력， 원자력 및 자가발전(3]8-

321) 퉁과 같이 전력 생산과 관련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력 산업은 발전 부문(318 -321)과 전기기계 및 장치(268 - 275) 및 전 

력시설 건설(337)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 분야는 공급 측면에서 볼 때 90% 이상이 국내 생산에 의해 이 

루어지며， 특히 원전을 포함한 발전 부문은 일부만 수입이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을 국내 생산에 의해 공급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전력 분야는 최종 수요보다는 중간 수요에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여 

중간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발전 부문은 8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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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간재로 나머지 20% 정도가 최종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력 산업은 전체 산업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원전 부 

문은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발전 부문 중에서 원전 부문은 

37.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5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발전부문 중 화력부문은 국민경제 

기여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원자력 부문은 지속 

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1980년에 비해 1993년에는 4배 정도의 신장세 

를 나타내고 있어 국민경제에의 기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5 발전부문의 구조 추이 

(단위: %) 

1980 1983 1985 1993 

수력 4.84 5.34 5.91 3.9 

화력 78.08 70.17 61 .40 52.0 

원자력 8.48 16.13 27.20 37.5 

자가발전 8.60 8.36 5.49 6.6 

주) 위의 수치는 산업연관표 상의 금액기준임. 

나. 중간째로서의 원천의 경채적 파급효과 

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된 재화와 서비스가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중간재로 판매된 것을 중간수요라고 한다. 중간수요비는 어떤 

산업의 산출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공급된 관계를 나타내며 이를 전 

방 연관효과라고 한다. 중간투입비는 어떤 산업의 산출을 위해 다른 

산업에서 공급되어 져야 하는 중간재의 정도를 말하며 이를 후방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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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파라고 한다. 

표 2.3-6 산업부문별 중간수요비 및 중간투입비 

중간수요 ~l (.\) .\ /산 업 명 융 중간투입비 (B) B/ 산 엽 쩡 균 
놓럼수산홈 0.6535 1.328 0.3503 o . 631 
'It 산 용 0.9885 2.008 0.3138 0.565 
융식료풍 0.3442 0.699 o 7252 1.306 
성 유 및 가 쭉 0.3845 0.781 o 7404 1.331 
총이나우제홈- o 7795 1.583 o 7217 1 ‘ 300 
화학쩨융 0.7471 1. 518 0.7120 1.282 
석유 및 석탄재풍 o 7510 1.526 0.6709 1.208 
요업 및 토란찌홈 0.9283 1.886 0.6165 1.110 
제 I 차금 소 0.9053 1.839 0.7871 1. 418 
음속깨융 0.6188 1.257 0.6668 1.201 
얼반기찌 0.4223 0.858 0.6882 1.240 
저기기계 및 생지 o 7702 1.565 0.7025 1.265 
비저시기계 및 상 λl 0.3833 O.7i9 0.6632 1.19 ,1 
정일기가 0.3992 0.811 0.7050 > 270 
수용기찌 0.3666 0.745 0.7011 1.263 
71 타찌조업져|뚱 o 5018 1.019 0.6166 1.111 
수력 0.8190 1.664 0.3990 0.719 
화력 0.7891 1.603 0.6328 1.140 
얻 '4 력 0.7942 1.613 0.2541 0.458 
자가옐션 0.9997 2 ‘ 031 0.5924 I ‘ 067 
도시가c.+열공급엉 o 6851 I ‘ 392 o 7580 1.365 
수도 0.6839 1.389 o 5292 0.953 
"1 전력시설건설 o 1078 0.219 0.5379 0.969 
전력시성건션 o 0000 0.000 o 6316 1 . 138 
도 소 "1 0.4211 0.855 0.3288 0.592 
혼 수 및 보 찬 o 4033 0.819 0.5031 o 906 
용신 0.6153 1.250 o 1797 o . 324 
감 홉 및 보 험 o 7738 1.572 0.3350 0.603 
부동산 및 사엽서 ttf !': o 5210 1.058 0.2744 O. 194 
공공앵갱 및 국앵 0.0000 0.000 0 .4 187 O. 754 
교 육 빛 보 건 0.0523 0.106 0.4030 o. 726 
샤 및 개<?!시비스 0.2863 0.582 0.4030 0.726 
가타 0.9102 1.8.19 1.0714 1 .930 
산 업 평 균 0.4923 l ‘ 000 0.5552 1.000 

표 2.3-6은 산업부문별 중간수요비와 중간투입비를 나타낸다. 원자력 

발전부문의 산출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공급된 관계를 나타내는 중 

간수요비 즉 전방연관효과는 1993년 0.7942로 이는 전체 산업평균 

0.4923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부문이 화력부문에 비해 

다소 중간수요비가 커서 중간재로 활용되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 운영을 위해 다른 산 

업에서 공급되는 중간투업비 즉 후방연관효파는 '93연에 0.2541로 전체 

산업평균의 45.8%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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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작음 

을 의미한다. 즉 중간투입비가 작다는 것은 중간투입비가 큰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이 큰 산업을 의미한다. 

한편 표 2.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의 운영에 의한 부가 

가치율이 발전원중 가장 높으며 경쟁 관계에 있는 화력발전원에 비해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중에서 영업이 

익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동히 크기 때문에 원자력발 

전 부문은 노통집약적 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7 발전원별 부가가치율 

수력 화력 원자력 자가발전 

영업이익(%) 8.8 10.2 43.2 7.7 

부가가치율(%) 60.1 36.7 74.6 40.8 

다. 최종수요 측면에서의 원전의 경재적 파급효과 

(1) 각 산업 부문의 최종수요에 따른 파급효과 

표 2.3-8은 산업부문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 

수 및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동의 결과를 나타낸다.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는 한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l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 · 간접으로 생산되어야 할 산출액의 크 

기를 나타낸다.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살펴 보면 제 l차금속(2.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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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품(2.266) ， 수송기계 (2.229) ， 음식료품(2.105) ， 섬유 및 가죽(2.138) 

둥과 같이 상대적으로 중간투입률이 큰 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석유 및 석탄(1.235) ， 종이 및 나무제품 둥과 

같이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은 생산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부문의 경우 원자력(1.353)이 화력(1.735)에 비 

해 다소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생산물 I단위에 대한 최종수요에 의해 자부문 및 타부문에서 직 · 

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하는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수산품(0.920) ， 광산품(0.929) ， 도소매 (0.931) ， 통신 

(0.953), 금융 및 보험 (0.953)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956) ， 교육 및 보 

건(0.934) ， 사회 및 개인서비스(0.912) 둥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이 및 나무(0.633)， 제 I차금속(0.640)， 석유 및 

석탄 제품(0.436) ， 도시가스 및 열공급업 (0.468) 둥과 같이 원자재의 수 

입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낮게 나타났 

다. 또한 발전부문을 살펴보더라도 원자력 (0.929)이 화력 (0.661)에 비해 

연료에 대한 수입비중이 낮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산업별 수입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I단 

위 증가할 때 전산업에서 유발되는 수입액의 크기를 의미한다. 종이 

및 나무제품(0.367) ， 석유 및 석탄(0.564) ， 도시가스 및 열공급업 (0.532) 

동의 산업이 수입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림수산 

(0.080), 광산품(0.07 1) 및 서비스업 부문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발 

전부문의 경우 원자력(0.071)이 화력 (0.339)에 비해 수입유발 효과가 훨 

씬 작기 때문에 준국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집약적인 발전원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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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산업연관표로부터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간 상 

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영향력계수와 감웅도계수로 측정하게 된다. 

1993년중에 영향력계수가 가장 큰 산업은 제 1차금속(1 .275) ， 금속제 

품(1.236)， 수송기계(1.215) 둥 상대적으로 국산 중간투입율이 큰 제조업 

부문이 었다. 감웅도계수가 큰 산업은 제 1차금속(2.212) ， 화학제품(1.79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1.713) 둥 해당 산업의 제품이 그 밖의 다른 상 

품의 기초 원자재 또는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제조업 부문과 제조업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수반되는 서비스 부문이었다. 발전부문의 경우 

는 자가부문과 화력부문의 영향력이 큰 반면에 원자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자력부문이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 

발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감웅도계수의 경우는 원자력이 경쟁 관계에 

있는 화력발전원에 비해 약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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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8 산업부문별 영향력계수와 감웅도계수 및 각종 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농림수산품 0.881 1. 161 1. 616 0.920 0.000 
광산품 0.845 0.748 1.549 0.929 0.071 
을식륨품 1.148 1.껑5 2.105 0.830 0.170 
섬유및 가죽 1.166 O. 앉xì 2.138 0.685 0.315 
종이나무제품 1. 031 1. 119 1. 891 O.않3 0.367 
화학제품 1. 078 1. 791 1. 976 0.674 0.326 
석유 및 석탄제품 0.673 1. 482 1.정5 0.436 O. :m 
요업 및 토석제품 1. 079 0.985 1. 979 O 잃8 0.162 
제l차금속 1. 275 2.212 2.338 0 여O 0.360 
금속제품 l 징6 0.864 2. 쟁6 0.762 O 껑8 

일반기계 1. 141 1. 011 2.æ2 0.706 O. 잃4 

저기기계 및 장치 1.145 0.877 1.807 0.699 0.301 
비저기기계 및 잣치 0.985 0.885 2. 아% 0.663 O 잃7 

장밀7]간 1. 072 O.없8 1. 965 0.690 0.310 
수송기계 1. 215 0.938 2.229 0.740 0.260 
기타제조엽제품 1.102 0.754 2.021 0.787 0.213 
끼6‘:특>1 0.910 0.666 1.669 0.932 O.α% 
화력 0.946 0.883 1. 735 0.001 O.앓9 

원자력 0.738 0.807 1.353 0.929 0.071 
자가발저 0.950 0.604 1. 743 0.700 0.300 
도시가스+열공급업 0.858 0.831 1. 573 O. 얘8 0.532 
수도 1.αp 0.671 1. 943 0.896 0.1αl 
비천력시설건설 1. 079 0.909 1. 978 0.869 0.131 
전력시설건설 1.107 0 당5 2.030 0.777 0.223 
도소nH 0.824 1.잃4 1. 510 0.931 0.069 
운수및보관 0.874 1.여1 1.뻐 0.756 0.244 
통신 0.696 0.753 1. 277 0.953 0.047 
금융및 보험 0.837 1. 546 1.않6 0.953 0. 0-17 
부동산 및 사업삼빈스 0.817 1. 713 1. 498 0.956 O. Û'• 4 
공공행정 및 국방 0.940 0.545 1. 723 0.866 0.134 
교육및보건 0.775 0.611 1. 421 0.934 O.α36 
사회 및 개인서비스 O. 잊)8 0.901 1. 004 0.912 0.088 
기타 1. 609 l α30 2.951 0.819 0.181 

(2) 원전 부문의 최종수요에 따른 파급효과 

최종수요에 의한 파급효과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각 산업에서 최종수요 한 단위씩 

이 발생한 경우에 원전 운영부문을 비롯한 각 산업부문에서 받는 영향 

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이는 특정 산 

업의 최종수요 변동이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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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원전 운영에 의한 최종수요만 발생한 

경우 즉 순수한 원전 운영에 의해 각 산업 부문간의 파급효과를 분석 

하였다. 

표 2.3-9 원전 운영만 고려한 경우의 각종 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써사유발액 !부 가 간치 발 액 二E 윌二융〕캄으표 
농립수사풍 2.869 1.864 661 
팎산풍 1.28~ 881 4.245 
옴식료품 5 . 131 1.410 349 
섬 유 및 가죽 884 230 1 13 
초이나무제품 3.143 875 720 
화학제품 U.153 4.0 7í 27 ‘ 1H 
석유 및 석탄제품 6.208 2.043 1.139 
요 업 및 토석제품 5.030 1 ‘ 929 370 
제 1 차 금 속 8.305 1.768 1. 740 
금속제풍 3.855 l ‘ 285 238 
일바간계 5. ï 7 .1 1.800 2.328 
져기가계 및 장치 6.877 2.0 • 6 671 
비저기기계 및 장치 1. ~ 7 9 498 4.354 
져덜기기 1.5H 456 506 
수 송 기 겨l 1.524 456 127 
기타제조업제품 2.1H 82 • 1 15 
수력 185 1 1 1 
화력 3.82./ 1 . .1 04 
외자력 731. • 30 545.5 1-! 
자가알저 17 1 70 
도 λ7t ::0. +영꽁급엽 ï9./ 192 
수도 333 157 
비저력시설건설 3~ .28 • 15.8./4 3 
져력시설거설 

도소매 16.0 S:! 10.794 230 
우 수 및 보 관 4.828 2.399 194 
통시 .1 .082 3.348 63 
읍 읍 및 보 험 20.192 13.428 173 
부 동 사 ,,1 사어서비 A 23 751 17.234 1.653 
공공햇져 q~ 국 ~J. 

교 육 및 보건 1.773 1 ‘ 348 
사 회 및 개이서비스 3.709 2.2U 37 
기타 10.589 756 1.438 

L걱l 926.235 635 ‘ 800 • 8 . 6 12 

표 2.3-9는 순수한 원전 운영에 의한 최종수요만 발생한 경우의 산 

업연관표이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93년 1년 동안의 생산유발액 

은 9，262억원I 부가가치유발액은 6，358억원 그리고 수입유발액은 486억 

원이였다.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의 경우 대부분은 원전 운영 

자부문에서 유발된 효과이지만 이외에 건설업 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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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둥도 큰 비중올 차지하고 있어 이들 부문이 원전 운영부문과 밀접 

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원전의 건절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우리 나라는 1993년 현재 월성 2, 3, 4호기와 울진 3, 4호기가 건설 

중에 있었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발전소 건설을 위해 1993 

년도에 투자된 자본을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원전의 건설에 따른 경제 

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S-cuπe 식을 이용하여 해 

당 호기에 대한 건설기간 동안의 투자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93년도에 원전 건설을 위해 투자된 총 투자비를 산출하였다. 표 

2.3-10은 ’93년의 원전 건설 총투자비 중에서 원전 건설의 국산화율을 

고려한 순수한 국산화액을 나타낸 것이다. 하드왜어와 관련된 국산화 

비용의 산정은 표 2.3-11 의 국산화율을 이용하면 되지만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이 국산화율올 직접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예비비의 경우는 건설이자와 초기 중수비 및 이자를 제외 

한 총비용 중에서 내자의 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국산화 금액을 산정하 

였다. 또한 건설이자와 중수로의 초기중수비 관련 이자의 경우에 대한 

국산화 금액은 총 국산화 금액 중 내자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 

다. 

표 2.3-1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93년도에 원전 건설을 위해 투자된 

비용은 4，420억원 정도되며， 이 중에서 국산화액은 약 3，576억원 정도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전 건설의 국산화액은 일반기계 부문에 553억 

원(1 5.5%) ， 전기기계 및 장치부문에 836억원(23.4%)， 전력시설 부문에 

815억원(22.8%)， 금융 및 보험 부문에 969억원(27.1 %), 부동산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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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문에 196억원 (5.5) 그리고 기타 부문에 207억원(5.8%)으로 나 

타났다. 

표 2.3-10 원전 건설의 국산화율 

(단위 :% 
월성 3，4호기 울진 3，4호기 비고 

원자로 건설 51.0 60.5 

기자재 
터빈 발전기 89.7 87 .5 

금액기준 
보조기기 79 .5 80 .1 

평균 69.0 74.9 

설계엔지니어링 55.9 90.0 
투입인력 
기준 

건설시공 100.0 100.0 

표 2ι11 원전 건설관련 투자비 및 국산화액 ('93년) 

(단위 . 백만원) 

비용 건셜 투자비 국산화액 
F분 

항목 
비 .il 

월성2， 3，~ 울진3，4 소계 월성2，3，4 울진3，4 소계 

NSSS 38,179 2,837 41 ,017 19,472 1,716 21 ,188 전기기계/장치 

T/G 2,666 215 2,881 2,391 188 2,579 전기기계/장치 

외자 BOP 8,520 ~，848 13,368 6，77~ 3,833 10,657 일반기져| 

A/E ~，725 989 5，71~ 2,641 890 3,532 부동산/사업서비스 

소계 5~，090 8,889 62,979 31 ,278 6,678 37,955 

NSSS 35,216 20,790 56,007 17,960 12,578 30,538 전끼지계/장치 

T/G 22,131 10,857 32,987 19,851 9,500 29,351 전기기계/장치 

내자 

(직접비) 
BOP 27,630 28,315 55，59~ 21 ,966 22,680 44,646 일반가계 

시공비 54,285 27,183 81 ,467 54,285 27,183 81A67 전력시설 

소계 139,261 87,144 226,406 1l~，062 71 ,940 186,002 

A/E U53 9,386 H139 2,657 8,448 11,105 부동산/사엉서비스 

사업주비 19,252 7,167 26,418 19,252 7,167 26,418 급융 및 보험 

내자 
여|비비 

(간접비) 
U78 2,6U 6,792 3,414 2,431 5,845 남융 및 보험 

용지비 3,757 1,162 4,918 3,757 1,162 ~，918 부동산/사엽서비스 

소계 31,939 20,329 52,268 29,079 19,207 ~8 ， 286 

건셜이자 ~9，662 25,668 75,330 ~0，757 23,916 64,672 급융 및 보험 

초기중수비 
25,247 25，2~7 20,719 기타 

및 이자 

계 300,200 1~2 ，030 +42,230 235,894 121 ,741 35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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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유발，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 효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라서 ’93년에 발생한 생산유발액은 6，959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2，889억원 그리고 수입유발액은 688억원인 것으 

로 분석되었고 이들의 결과는 표 2.3-12에 나타나 있다. 

표 2.3-12 원자력발전소 건설 투자에 따른 산업부문별 파급효과 

생산유발액 유받껴l 수 부가가치유밭액 유밥계수 수염유발액 유반져l 수 

농혐수산용 ~.I;.IO O.W‘Illi 5.613 0.01569 1. ò52 0.0051~ 

황산룸 ~ .i' ι1 0.00798 1. 959 0.005-18 7.920 0.022 ).1 

iι식료톨 1:J iI, 0.0 /<1 11 4.3:16 0.01212 1.020 o αJ2~;) 

섬유 및 가쭉 t :>~..;:) 0.00723 671 0 ‘ OOt~f: 321 0.00090 
종이나무제홉 10. lti~ 0.02~43 2.K10 0.00791 1. %1 0.00').19 

화학져l품 19 1;1i0 0.05,197 5 , 663 0.015:;3 5.~ß5 0 , 0 )1 ;59 

석유 ~ 섬탄제품 ~ í~~ 0.027:l7 3 , 221 0.00901 1.61;7 o α)‘lIiti 

.a엽 및 토서제품 lJ 71.' 0.03836 5 , 261 0 , 01 -17 1 911 0.00:65 
제 l 차극소 ‘19.I:U 0.I:lï3F 10. ,159 0 , 02925 1:1. 9‘11 0.03898 
금소제풍 li.771 0.03571 ‘1. 255 0.01190 Y3í 000낀ì2 

입반기계 ï2.0:!1 0.20131' 22 , 455 0 , 06279 9 , 222 0.02579 

처기기계 및 장치 IC 애 173 0.302‘17 32.18,1 0.08999 10 , 5,2 O.029:>Y 

비천기기계 및 잣치 10.0，"'니 0.02821 3. ~{YS 0.009;'0 5. !;Jï 0.0157“ 
1찌빙기기 :l Ît.1 0.007ti2 1'03 0.00225 1. 299 0.0036:\ 

수솜기계 213 0.00898 9fîO o α)209 ‘\2δ 0.00092 
기타제조엽제용 2:;2 Q , OJ.lt‘S 2.013 0.0056:1 :l:n O.O(J(Hj 

수력 ?닛‘i 0.00083 17S 0.00050 0.00000 

화력 . :--7;) 0 , 0101'3 1 12:\ 0.0ü:i9S 0.00000 
워지력 :!.:-나2 0.0071' 1 2.08 :1 0.00:;82 0.00000 

자가알전 1;언 li 0.00192 279 0.00078 0.00000 
도시가스+염공급업 1.03;) O(에289 250 O 어)070 0.00000 
수도 h‘ ;1 、 0.00181i 313 0.00088 。 이)000 

비천력시설건설 ;'.12 0.01;, .19 2.51;1 0.007 11i 。 。이)0< 

전력시설건설 δltì7 0.22779 :\0 .011; 0.01':193 0.00000 

도소얘 11;.2:;1 O.0,(;,'}2 10 ‘ ~2 E: 0.0305/; 2:n 0.00어1:) 

우수 및 보과 10.519 0.02950 :ï , 212 0.0 1-l1i6 3,s<" 0.0010~ 

통"，:! l.0~ :ï O.onl9 :{.~;)~ 0.01107 7.1 0.00021 
금융 빛 보험 1 :2l. fi~니 O. J.I[-:(i5 F2.91B 0 , 2:1I 85 l α1Y O. 0029~ 

부통사 ~ 산업서비스 ;")1 나~I 0.1.1 'i3F :17 , í2'i O. !oιI~ 1.2ti;") 0.003:-, 1 

공공행정 및 국반 o α)()OQ 0.00000 O.OIlOOO 
교육 및 보연 1 1~3 0.00117 1.13;) O.oo:lI í 0.00000 

사회 및 개인서비 A 10. ~I)δ O. 02~71 li.130 O.Olíll 100 0 , 00020 

기타 ,12 삼7t; 0.09193 2.:Hí -O.OOG :ïfi 7:i:- 0.001~1 

져1 i건5. ，"':니'!i 」걱，158끽 2~8. f. í5 0.807끄 」 ti~. 7{ìO O.l~:!:!(Ì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의 경우 대부분 전력산업 분야， 금융 

및 보험 분야 및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이들 각각이 28.6%, 18%, 7%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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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는 23.1 %, 28.7%, 13.1 %를 점유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입유발효과의 경우는 전기기계 

및 장치 부문이 가장 큰 20.3%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력부문과 일반 

기계 부문이 각각 16.4%와 13.4%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부 및 민간투자 유발 효과 

원전 건설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그림 2.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6으로 정부투자 부문의 1.633과 민간투자 부문의 1.647 보다는 다소 

높아 생산파급효과가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원전 건설부문의 국산화 

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수입 

유발계수는 각각 0.808과 1.922로 특히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수 

입유발계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도 원전 건설부 

문의 국산화가 더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2 

1.8 
디생산유양계수 

1.6 .무가가 '1 유앙계수 

1.4 g수입유앙째수 

1.2 

0.8 

0.6 

0.4 

0.2 

o 
원전 건설 정부투자 민간투자 

그림 2.3-3 원전 건설 및 정부/민간 투자의 유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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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철 환율과 원자력발전의 경재생 

전원별 경제성올 결정하는 요인올 분류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크게 전력산업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발전소의 건설/운영/해체 둥에 관 

련된 각종 규제 및 언허가제도， 관련기술의 기술자립도， 국내의 부존자 

원량， 기술인력의 확보 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전 

력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내경제부문 및 해외부문의 상황변동 

에 따른 것으로써 물가상승률， 이자율， 노동시장의 정책， 에너지/전력산 

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환율 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에서 환율은 국내의 가용자원 확보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 

으로써 자본투자비와 연료비 부문에 공통적으로 영향올 미치고 있다. 

건설부문과 운영부문에서는 관련기술의 자립정도에 따라 해외에서 조 

달되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자립도와 기자재 제작상황에 연계 

된 금액기준의 국산화율이 주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을 위한 

연료비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자원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건설부문과 달리 기술자립에 의해 환율의 위험 

을 회피할 수 있는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전에서 전원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원별 경제성분석을 위한 업력자료와 원자력발전의 국산화 현황 

자료를 참고로 하여 환율의 변화에 따른 원별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1. 기본 가정 

경제성비교를 위한 발전원은 미래의 전원계획에서 대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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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발전원중 경수로(1，α)() MWe), 유연탄(500 MWe) , 석유(500 MWe), 

LNG 복합화력(900 MWe)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원 

자력을 제외한 발전원은 발전연료를 제외한 건설/운영비 부문이 모두 

국산화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제한 기본적인 가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미래의 계획대상인 발전원중 경수로， 유연탄화력， 석유화력， LNG 

복합화력 둥에 한정하여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 건설부문에 있어서 경수로는 영광 3，4호기의 기자재부문과 설계엔 

지니어링부문에 대한 최근의 국산화율 실적을 적용하였는데 기자재부 

문은 금액 기준에 의해 산출되었고 셜계엔지니어링 부문은 인력투입기 

준으로 하였다. 

- 기저부하발전원(경수로， 유연탄)과 첨두부하발전원(석유， LNG복합 

화력) 모두에 대해 이용률 80%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원자력발전은 건설부문(영광 3，4호기)과 연료비(영광 1 ，2호기)에 있 

어서 각각의 실적 국산화율을 적용하였고 기타 발전원은 건설부문은 

100% 국산화율의 적용， 연료비는 0%의 국산화율(완전 수입)을 가정하 

였다. 

- 할인율은 8.5(%/년)， 수명기간은 25년(LNG복합화력은 20년)을 적용 

하였다. 

위의 가정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 2.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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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기본 가정의 요약 

구 분 
경수로 유연탄화력 석유화력 LNG복합화력 

(1，α)() MWe) (500 MWe) (500 MWe) (잊)() MWe) 

。 평균 : 82.2% 

건설비 
- 기자재 : 74.0% 

100% 100% 100% 
- 설계엔지니어링 :70.5% 

국산화율 -기타부문: 100% 

。 평균 20% 

연료비 -성형가공; 100% 0% 0% 0% 

-기타부문: o % 

할인율(%/년) 8.5 8.5 8.5 8.5 

이용률(%) 80% 80% 80% 80% 

수명기간(년) 25 25 25 20 

가격의 기준년도 1995년 

환율의 변화 79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원/$) 

건설비 23.10 15.83 12.19 8.03 

기준 O&M 7.10 6.15 3.23 2.4 1 
발전원가 

(원/kWh) 연료비 3.24 12.10 20.36 25.94 

총계 33 .44 34.08 35.78 36.38 

주) 기준 발전원가를 산출할 당시의 적용 환율은 790(원/$)임 

원자력부문의 국산화율 산정(금액기준으로 표시됨)에는 약간의 조정 

이 필요하였다. 건설비의 기자재부문 국산화율(74%)， 설계엔지니어링 

(70.5%)과 연료비의 성형가공 국산화율(100%)로 인해 건설비와 연료비 

에서 차지하는 국산화의 금액비율(82.2% ， 20%)을 산출하기 위해 한전 

의 전원계획 기초자료인 “ ’ 93년 원별 경제성 비교분석”의 자료를 인용 

하였다. 즉， 건설이자를 제외한 순건설비를 분모로 하고 기자재 비용 

총액의 74%와 설계엔지니어링 비용총액의 70.5%, 기타 총비용의 100% 

를 합계한 비용을 분자로 할 경우의 비율이 82.2% 인 것이다(영광 3，4호 

기).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연료비에 대해서는 영광 1 ，2호기를 참고로 

하여 20%의 국산화율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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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결과 

1996년도에는 대미 평균환율(원/$)이 800~원대에 머물렀으나 우리나 

라의 금융상황 악화와 실물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환율이 크게 상승 

(원화의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태이며 환율변동폭도 폐지되어 위험이 

상당히 증가되었다. 

기존의 전원계획에서 적용되었던 790 (원/$)의 환율은 미래의 경제 

상황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790원/$부 

터 시작하여 2000원/$에 이르는 변화를 가정함으로써 각 발전원의 고 

정비와 연료비가 변화하는 형태를 분석하였다. 아래의 그림 2.4-1과 

표 2.4-2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8 
1 .7 

1.6 

1 4 ‘ 
)t ••••• 

뽑 
~ ............. x... ~~~~ __ -_---! 1.2 •• ,," ~~~ _______ .<H c1 ll-----... ,.•'5"----- ... -1:1~-----... ，..~-___ --4꺼il!5-

08 

06 --경수로 〔∞OMNe

0.4 
--6- 유연탄 SJO MWe 

-‘- 석 유 500 MWe 

02 
-<r- LNG C/C !:ÚJ MWe 

0 

79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원($) 

그림 2.4-1 환융상승과 발전원별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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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환율과 발전원별 경제성의 비교/분석 

(단위 : 원/kWh) 

환 율(원1$) 790 1 ，αm 1,200 1,400 1,600 1,800 2 ，α)() 

건설비 23.10 24.20 25.20 26.30 27.30 28.40 29.40 
고정비 

O&M 7.1 0 7.1 0 7.1 0 7.10 7.10 7.10 7.10 
경수로 

liαm 연료비 3.24 3.93 4.59 5.24 5.90 6.56 7.21 
MWe 변동비 - 정광，변환，농축 2.60 3.29 3.94 4.60 5.26 5.91 6.57 

-성형가공 0.64 0.64 0.64 0.64 0.64 0.64 0.641 

총 발전원가 33.44 35.22 36.92 38.62 40.31 42.01 43.71 

건설비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1 

고정비 

유연탄 
O&M 6.15 6.15 6.15 6.15 6.15 6.15 6.15 

500 변동비 연료비 12.10 15.32 18.38 21.44 24.51 27.57 30.63 
MWe 

총 발전원가 34.08 37.30 40.36 43.42 46.49 49.55 52.61 

원자력(-1.0)대비 비율 1.02 1.06 1.09 1.12 1.15 1.18 1.20 

건설비 12.19 12.1 9 12.19 12.19 12.1 9 12.19 12.19 
고정비 

석유 
O&M 3.23 3.23 3.23 3.23 3.23 3.23 3.231 

500 변동비 연료비 20.36 25.77 30.93 36.08 41.24 46.39 51 벼 
MWe 

총 발전원가 35.78 41.19 46.35 51.50 56.66 61.81 66.96 

원자력(-1.0)대비 비율 1.07 1.17 1.26 1.33 1.41 1.47 1.53 

건설비 8.03 8.03 8.03 8.03 8.03 8.03 8.031 
고정비 

O&M 2.41 2.41 2.41 2.41 2.41 2.41 2.41 
LNG 
900 변동비 연료비 25.94 32.없 39.40 45.97 52.녕 59.10 65.67 

MWe 
총 발전원가 36.38 43.28 49.84 56.41 62.98 69.54 76.1 1 

원자력(æ 1. 0)대비 비율 1.09 1.23 1.35 1.46 1.56 1.66 1.74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기타 발전원의 경우에도 건설부분중의 일부분 

이 해외기술/자본으로 투입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원자력발전의 관점에서 보수적인 평가를 하였다. 

본 분석에서 초점이 되는 부분은 기저부하 발전원인 유연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의 비교인데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건설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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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상숭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유연탄화력의 경우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총발전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석유화력과 LNG 복합화력은 중간부하 및 첨두부 

하 발전원으로써 이용되기 때문에 기저부하발전원과 동일한 이용률하 

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당치 않지만 석유화력과 LNG복합화력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석유화력은 LNG복합화력에 비해 연료비 

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환율인상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효과가 상대적 

으로 약한 편이다. 

3. 결 론 

현 시대의 국가경제는 어느 한 국가가 독립적으로 폰재할 수 없고 

세계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경제주체에 의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실물경제부문에 비해 금융경제부문은 영향속도나 정도에 있어서 과거 

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환율은 장기적으로 실물부문의 경제상황 및 예측에 의해 움직 

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부문의 이동에 의해 급속히 변할 수 있다. 

즉， 경제부문의 변화가 국제간의 무역에 가장 신속히 반영되는 요소중 

의 하나인 환율이 전력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각 발전원의 발전원가에서 차지하는 기술자립부문과 해외의 

폰부문의 비율에 따라 외부요인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의 경우 타발전원에 비해 자본투자비의 

비중이 매우 크고 연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편이기 때문 

에 건설부문의 기술자립과 국산화율이 아주 높은 현 상황에서는 환율 

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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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웅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을 구축하기위 

해서는 기술집약적이고 연료비 비중이 작은 발전원으로의 전원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발전은 기저부하발전원의 주력원으로써 아직 기술자립 

및 국산화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의 자원환경과 경제환경에 

대비한 지속적인 보강이 요구된다. 

셋째， 첨두부하 발전원으로써 석유화력은 LNG복합화력에 비해 환율 

상승에 대한 발전원가 상승효과가 크지 않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가 시행된다면 비교적 청정연료인 LNG복합화력에 대한 경제성측면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경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적인 천원구성을 지향해야 함 

과 동시에 신재생자원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탄소배 

출량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초기단계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단 

기 · 중기적으로 볼 때 원자력발전을 주력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 

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발전원의 신기술개발 및 신규 에너지원의 개 

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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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본 연구는 장기원자력 발전 수요 전망， 에너지 경제 연계 모형을 통 

한 원자력 발전의 역할 분석，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원자력 산업 연 

관 분석， 그리고 환율 변동을 고려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분석에 중 

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들 주제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첫째， 장기 원자력 수요 전망분석 결과， 2040년의 원자력 설비용량 

은 기준안의 경우 약 43.7 GW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 

수요를 포함하여 2040년까지 1;α)() MW급 원자력발전소 40여기가 건설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한안의 원자력 설비용량은 2040년에 

36.6 GW, 상한안의 경우에는 50.6 GW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2040년까 

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36기 - 50여기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 

상한안의 경우 2040년의 원자력설비용량이 58.6 GW에 이르게 되며 이 

때 원자력발전 점유율은 56.6%에 이른다. 기준안의 경우 약 연간 1,000 

MW급 원자로가 1 기가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부지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원자로의 용량을 1,300 MW으로 격상하는 것도 이러한 문 

제를 완화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경제 연계모형의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원자력발전의 

국내 도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부문의 효율화를 유도하는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며， 탄소배출량규제로 인한 탄소세의 도입은 경제， 에너지， 

천력부문 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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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의 원자력발전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리고，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는 국제정세의 흐름으로 보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전력 부문의 

수요증가는 필연적인 것이며 탄소배출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조 

차 어렵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연료원 

의 대체방안인 원자력발전 증가를 선택하였지만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 

율성 제고와 에너지 소비절약 동의 종합적인 대책을 경제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외부적인 충격의 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 

다. 

셋째， 원자력 발전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 발 

전의 운영을 통하여 1993년에 국내총산출액 및 국내총생산의 0.5%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산업의 생산물인 원자력 

발전은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중간재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표인 중간수요비 즉 전방연관효과가 전체 산업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 산업 자체의 생 

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후방연관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원자력 발전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다른 발전 산업 중에서 가장 높 

아서 경쟁관계에 있는 화력 발전산업에 비해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 건설 산업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 

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가 높아 생산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유발계수는 정부투자 

와 민간투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환율 변동을 고려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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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의 발전원가는 환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타 발전원에 비해 자본투자비의 비중이 매우 크지만 건설 

부문의 기술자립과 국산화율이 높고， 연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 

우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환율 시대에 있어서는 타 

발전원에 대한 원자력의 경제성 우위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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