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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 경제성 분석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원자력에너지의 활용에 향을 미치는 주변 여건을 분석․정리

하고 또한 원자력의 효율적 활용 및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에너지의 효율적인 활

용방안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매우 중요한 에너지 정책 중의 하나이다. 본 연

구는 원자력의 경제성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입력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합리

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 중에서 원자력의 경제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원자력의 응용 

분야에서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원자력의 역할을 

분석하 다. 

원자력의 경제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배경과 발전과

정, 관련 국제 회의 동향 등을 소개하고 에너지, 특히 원자력에너지와 지속가능

한 개발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 다.

- 지구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에 대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기후변화협약을 

통하여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7월에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6



iv

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와 같은 해 11월에 개최된 제7차 총회에서 협의된 내용

을 요약, 정리하 다.

- 세계무역기구(WTO)는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 규범을 제정하

고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주장하고 있다.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

의 도하에서 열린 각료회의를 통하여 합의된 뉴라운드의 출범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고 원자력 산업에 미치게 될 향에 대하여 분석하 다.

- 전력산업의 민 화와 관련하여 기존에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 던 준정

부적 공익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설치․운용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배경과 기금의 주요 용도 및 

사업별 기금지원 계획에 대하여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에너지-

환경-국민경제 측면에서 본 원자력의 역할, 발전부문의 외부효과 분석, 수소제

조의 경제성 분석,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같은 구체적인 원자

력의 응용 분야에서의 사례분석을 수행하 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1.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

려되어야만 하는 요인들과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 대부분의 기존 원전은 다른 화석연료발전소보다 경제적이며 보건 및 환

경비용을 고려한다면 더욱 경제적이다. 

- 천연자원의 활용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표에 부합된다. 

- 원자력 에너지는 확실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지구 온난화

와 지역적 대기 오염을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대기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공헌한

다. 

-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규제하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경우 원자력발전소 

및 핵연료주기 시설들은 안전하며 상대적으로 보건 및 환경 향을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적절한 비용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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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권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적고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 신규원전의 경우 높은 자본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원자력 위험에 관한 일반 대중의 폭넓은 우려를 감안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일반 대중을 참여시켜 자신들의 관심사를 직접 듣고 파악하고 있

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자력은 에너지자원의 기반을 늘리고 화석에너

지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에너지대안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약 85%의 에너지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의존

도는 52%에 이르고 있다. 원자력은 전체에너지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 분진 등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만약 현

재 계획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을 유연탄 화력발전으로 전환하는 경우 2015년의 

전력분야의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40%(1,700만 탄소톤)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원

자력안전, 방사성폐기물 처리, 핵확산 억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

다. 따라서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하는가는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자원,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란 관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

선 객관적인 사실의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뿐

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 대안들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평

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지표의 개발도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에 대한 최종합의로 선진국들이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에 개도국에 감축의무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으나 

2차 공약기간(2013-2017)중 개도국의 감축의무 부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졌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은 2차 공약기간에 감축의무를 부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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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기업의 

비용으로 반 되고 이는 원가경쟁력의 상대적인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의 차별적인 부담은 국가간 경쟁력을 변화시

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며 감축의무를 지는 부속서-I 국가의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비록 온실

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특정산업이나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제품의 수출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경쟁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유지되는 한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생존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방안의 하나로 원

자력의 활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3. WTO의 뉴라운드 출범은 지역주의화 되어가던 경제의 틀을 다시 다자

주의 협상 테이블로 모든 나라가 돌아오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리하여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원자력 분야도 협상의 틀 안에서 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조달협정에서 현재 보호받고 있는 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시장도 향후 개방될 전망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전의 발전회사가 민 화되면 정부조달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는 되겠지만 서비

스 분야의 WTO 규범을 따라야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개방될 수밖에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지원금의 경우 현재는 크게 향이 없는 것

처럼 보이나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사업성을 띤 연구개발의 지원과 벤처지원과 

연구원 창업 등과 관련된 연구비 지원의 성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

에 이에 대비한 논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WTO의 협정에 위배되지 않고 국가 연구개발과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원자력과 직접 관

련된 부분인 사업서비스, 건설서비스, 에너지서비스 분야의 협상에 있어서 국익

의 최대화와 연구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앞으로 최대 원자력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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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한국전력공사의 구조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한전이 담당하 던 준정부적 공익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기금조성액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범위 안에서 징수하기로 하 으며, 기금의 

주요 용도로는 전원설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전력

공익사업, 전력공급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타에너지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된

다.  2020년도의 기반조성 사업의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사업 구분 지원규모(억원) 사업주관기관

 전력수요관리사업   1,208  전기판매사업자, 에너지관리공단

 전력연구개발사업     937  공모 선정

 전력공익사업   3,695
 발전사업자,원자력문화재단,지자체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기안전공사

 타에너지지원사업   2,901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전담기관지원     32  한전전력연구원

     계   8,773

5. 탄소배출 규제하에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에너지 및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 다. 탄소배출 규제는 2010년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탄소

배출규제의 강도로 탄소배출을 기준안 대비 연간 5%, 10%, 15%, 20%의 수준에

서 감축시키는 경우를 고려하 다. 분석결과,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GDP 감소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의 추가투입을 고려하

지 않는 비원자력안의 경우 그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고

려한 여러 가지 경우에서 도출된 GDP 감소 효과를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안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0.23%∼2.79%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GDP 감소

효과가 가장 적은 0.23%는 원자력안에서 가장 약한 탄소배출 규제를 고려한 경

우이고, GDP 감소효과가 가장 큰 2.79%는 비원자력안에서 가장 강한 탄소배출 

규제를 고려한 경우이다. 원자력안 만을 고려할 경우 2020년의 GDP 감소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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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안 대비 0.23%∼1.55%로 나타남으로써 원자력의 추가도입을 고려하면 GDP 

감소의 충격이 완화됨을 알 수 있다. 탄소배출규제가 전력가격 및 에너지가격

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비원자력안에서의 분석결

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원자력의 추가도입을 고려하는 원자력

안에서는 그 충격이 상당부분 완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탄소 배출규제하

에서 추가적인 원자력 도입이 에너지가격의 안정화에 매우 크게 기여할 수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6. 환경외부비용 추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지역인 고리부지에 

석탄 500MWe, LNG 450MWe, 원자력 1000MWe 발전소를 각각 1년간 운전할 

경우를 상정하여 배출 오염원에 의한 인체 향을 산출하여 비용화하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석탄 500MWe 발전소와 LNG 450MWe 발전소 그리고 원자력 

1000MWe 발전소는 각각 30.2, 2.4, 0.48 mills/kWh의 환경외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원자력이 가장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탈

황설비와 탈질설비와 같은 환경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들 설비를 

부착하더라도(설비 부착에 따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편익만 고려함) 원자력

은 석탄 500MWe와 LNG 450MWe의 5.3, 1.2 mills/kWh에 비해 환경외부비용

이 작아 여전히 인체에 향을 덜 끼치는 발전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설비 부착에 따른 비용도 고려할 경우 석탄 500MWe 발전소에 탈

황설비와 탈질설비를 부착하면 부착에 따른 순편익이 발생하여 매년 오염원에 

의한 인체 향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편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

만 LNG 450MWe 발전소에 탈질설비를 부착하는 경우는 탈질설비 부착비용에 

비해 환경외부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순편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환경외부비용 측면에서 석탄발전소는 비용 효과적이지만 LNG

발전소는 비용 효과적이지 못해 환경설비 비용 자체가 그대로 원가의 부담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향후로는 석탄발전소와 LNG 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발전

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 향 등과 수질 향, 사

고 등에 따른 환경외부비용의 추정 등이 이루어져 국민의 인체 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수행한 발전원별 경제성에 의존한 발전원별 비교 우위 검증은 한계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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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는 이와 같은 외부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한 발전원간의 비교우위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7. 수소생산방식별 비용의 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일본 원자력연구

소(JAERI)와 IAEA-TECDOC-1085 자료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수소생산방법

JAERI의 연구 사례(2000.10) IAEA의 

자료(1993년 

DOE 추정)
CO2 고려치 않음

CO2 

고정화비용포함

메탄증기개질법-화석연료(기존형) 1 1 1

메탄증기개질법-HTGR

(미래형 : 목표치)
0.9 0.8 -

중유의 POX법 - - 1.8

석탄가스화법 - - 1.4 - 2.6

물의 전기분해법 2.5 1.1 5 - 10

열화학싸이클(hybrid) - - 6

열화학법(IS공정)-HTGR(미래형) 1.5 0.7 -

주) 위의 결과는 메탄증기개질법-화석연료(기존형)의 연구사례결과치를  1로 평가하 을 경우의 

상대적인 비용 크기를 의미함

결국, 수소생산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고정화 비용을 

고려한다면 고온가스로(HTGR)를 이용한 열화학법 공정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

로 전망되었다.

8.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원자력산업의 국민 경제적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

쇄효과는 점차적으로 완만한 상승추세에 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은 전․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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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효과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평균인 1보다는 전․후방연쇄효과가 낮아서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둘째, 생산유발효과는 건설부문과 화학부문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원전

의 건설 및 운 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금융 및 보험부문에도 

높은 유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원자력에 의한 위험을 보험하기 위한 금액으

로 추론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원자력 산업 투자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비

용-편익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자력 산업 효율화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원자력 산업은 기술인력 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교육 및 보건부문이 원자력의 산출액에 매우 크게 향을 받는 것

에 기인하는 것으로, 원자력의 산출량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액이 크게 유발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취업유발효과는 건설부문에서 가장 크며, 그 다음에 교육 및 보건부

문과 금융 및 보험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원자력이 공급되어지지 않을 때 파급되는 경제적 피해액을 공급

지장비용을 통해 구하 다. 원자력 산업의 공급지장 비용 비율은 약1.5로 추정

되었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이 화폐단위로 1단위의 공급지장을 받게 되면, 산업

전체적으로 1.5단위만큼의 비용이 초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그 파급효과

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산업의 운 에 있어서 개발, 생산, 

운송계획 및 구조의 최적화 계획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분석결과로 나온 

생산유발액을 비롯한 각종 유발액의 분석결과는 단순한 총 유발액이 아니라 구

체적으로 각 부문에 얼마만큼 생산을 유발하 는지 그리고 얼마나 피해를 유발

하는지 구체적 향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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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Economic Analysis of Nuclear Ener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nuclear 

energy to the energy use in the economical way, based on the factor survey 

performe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occurred 

recent years. Korea is endowed with scarce domestic energy. Therefore, 

efficient use of nuclear energy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energy policy. This study 

carries out various analysis related to the economics of nuclear energy. 

These results could make contribution to decision making of nuclear policy, 

and further to the establishment of resonable national energy policy.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are being occurred recent 

years in nuclear energy sector. This study summarizes the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sector. In addition, the contribution of nuclear 

energy was evaluated and identified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nuclear 

energy

This study identified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nuclear energy in 

four aspects. Firstl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a matter of 

growing interest, was discussed. With the brief introduction of its 

background, progress and relevant international meetings was surveyed and 

then, the discussion about the energy and the nuclear power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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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was outlined.

Secondly, the result of COP6bis and COP7, which were held on July 

2001 and November, 2001 respectively, was summarized.

Thirdly, the agreement on new round of WTO in Ministerial Meeting, 

held at Doha, Qatar last year, was a turning point from the bilateral or 

regional trade system to multilateral trade system worldwide.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system are expected to give some impact to the 

Korean nuclear industry. This study carries out the impact of Korean 

nuclear industry within the framework of new WTO regime.

Finally, newly created electricity fund to replace public subsidy from 

KEPCO was summarized. Under this topic, background, main usage, and 

expenditure plan of the fund in 2002 are describ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sis performed above, the following 

topics were analyzed: role of nuclear energy in energy, environment, and 

economy, estimation of environmental external cost in electric generation 

sector, economic comparison of hydrogen production, inter-industry analysi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1. The major tasks involved with nuclear energy in order to be in lin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are as follows:

- Most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are competitive by current 

standards, including those of deregulated electricity markets. This 

competitive position is robust from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since most health and environmental costs of nuclear energy are already 

internalised. 

- In broadening the base of natural resource capital, nuclear energy i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lated to the 

creation and effective use of natural assets and their preservation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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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s.

- Nuclear energy is essentially carbon-free and contributes to reducing 

anthropogenic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that induce global warming as 

well as local atmospheric pollution.

- The record in OECD countries after several decades of commercial 

use of nuclear energy suggests that, in normal operation under independent 

and effective regulation, nuclear power plants and fuel cycle facilities have 

relatively small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s.

- Radioactive waste from the nuclear energy sector represents small 

volumes that can be isolated from the biosphere at acceptable costs but raise 

significant public concern.

- The large capital costs of nuclear power plants create financial risks, 

especially in deregulated markets. Ongoing R&D efforts to lower capital 

costs of nuclear power plants should be pursued to achieve significant 

results. 

- The risk of nuclear weapon proliferation is a major concern raised in 

connection with peaceful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Accordingly, the 

non-proliferation regime must be extended to ensure a very high likelihood 

of detecting, and hence deterring, any such diversion.

- In the light of the widespread public concern about nuclear risk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public in a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es 

through which it gains confidence that its concerns are being heard and 

addressed. 

Nuclear power can be the effective energy option which will help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by reducing the side effect caused by the 

fossil fuel use and extending the future resource base. Korea heavily 

depends on the fossil fuels. Some 85% of its total energy consumption is 

fossil fuels, oil share reaches 52%. Nuclear power holds 14% share and it 

contributes considerably to reducing the many pollutants coming from fossil 

fuel combustion such as SO2, NOx, and particulate matters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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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ouse gas like CO2.  If currently planned nuclear power plants should 

be replaced with bituminous coal fire plants, amount of CO2 emission in the 

electricity sector in 2015 will increase in 40% higher than current projection. 

However, there are also some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 contribution of 

nuclear power to the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nuclear safety,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proliferation risk issues. Therefore, the 

judgement as to whether or not nuclear energy can be considered a 

sustainable technology in particular situations or countries can not be made 

in a single word and various aspects of its impacts should be considered. 

There have been few discussions about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Korean sustainable energy future. First of all, fact-finding efforts should be 

made for the basis of the discussions, and then, in this context, developing 

a common index or indicators by which the nuclear power can be compared 

with other energy options c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2. As the Parties reached final agreement on the detailed text of Kyoto 

protocol, Annex-I countries will claim developing countries like Korea for 

sharing the burden in the second commitment period(2013-2017). 

A burden imposed only on developed countries will affect the 

compatibility of their industries with having high carbon intensity. So then, 

it is probable that developed countries will insist on introducing various 

measures to protect their own industries. In such a case, even if Korea itself 

had no duty to reduce the GHG emission, an individual company could got 

some restraints on trade when he tries to export his products to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regardless of sharing the GHG mitigation burden, the 

GHG abatement is prerequisite to the survival in the long run.  Nuclear 

options are and will be important as a promising measure for reducing the 

GHG emissions in parallel with sustaining the economic development. 

3. The start of new round of WTO could be recognized as a t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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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shifting from bilateral or regional trade system to multilateral trade 

system worldwide.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system are expected to 

give some impact to the Korean nuclear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chapter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n Korean nuclear industry within the 

framework of new WTO regime. It is necessary to prepare opening the 

market for the plant design and engineering. This market has been protected 

by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AGP). However, this market will 

be eventually influenced by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ith KEPCO's on going privatization being realized. There have been no 

impacts on R&D fund provided by the government as yet. However, in case 

of Government supported R&D for commercial purpose, there are much 

rooms to be discussed further within new WTO agreement. In this context, 

the electricity fund should be properly understood within WTO framework. 

Therefore, necessar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cope with these 

situa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rategy for maximizing national profit and 

promoting R&D in the negotiation for design and construction services 

related with nuclear industry, and energy services. Furthermore, to 

effectively explore new nuclear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market analyses for their countries are required.  

4. An electricity fund was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restructing 

KEPCO to replace the quasi-governmental functions that the former KEPCO 

has carried out. The required amounts of the fund were determined to be 

raised within 0.65% of electricity price. The major area of the fund is as 

follows: electricity demand management busines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business related to electric industry, the public business related 

to electric industry, the roles supporting the other energy businesses. 

Following is the expenditure plan of the fund i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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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 100 mil won)

Fields  Amount Supervisory bodies

 Electricity demand 
management 

  1,208
 Electricity sales enterpriser, The 
Korea Energy Management 
Coporation

 Electricity R&D     937  Open selection

 Public fields in Electricity   3,695

 Generation enterpriser, Korea Nuclear 
Energy Foundation, Electricity sales 
enterpriser, Local autonomous 
entities,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Supporting the other 
energy sectors

  2,901
 Korea Power Exchange, Electricity 
sales enterpriser

 Supporting the exclusively 
responsible company

    32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Total   8,773

5. It is resulted that the more tightened the carbon emission regulation 

become, the more serious impact on GDP loss it brings about. The most 

serious impact on GDP loss was observed especially when 'without nuclear 

case' combining with the most strong carbon emission regulation is 

considered. 

When GDP losses in 2020 are expressed comparing with the reference 

case result, they appeared to range from 0.23% to 2.79% depending on both 

the degree of carbon emission regulation and the scale of nuclear power 

considered. The range would be 0.23%∼1.55%, if 'with nuclear case' is only 

considered. This implies that nuclear power has potential to make 

contribution to lessen GDP losses under the imposition of carbon emission 

regulation.

The effect of carbon emission regulation on the price of electricity and 

energy appears significant especially when 'without nuclear case' is 

considered. This result shows that imposition of carbon regulation could 

lead to a significant increase of energy price. The degree of impact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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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erious, if Korea does not depend on nuclear power in the future.

6. As for coal, LNG, and nuclear power plant, environmental external 

costs were estimated. The estimation covered health and/or crops impacts 

caused by ambient pollutants such as PM10, SO2, sulfates, nitrates, and 

radioactive isotopes, for one year operation basis.

According to the results, in the case of without installation of FGD 

and DE-NOx to coal and LNG, nuclear power(0.48mills/kWh) has economic 

competitiveness over coal (30.2mills/kWh) and LNG(2.4mills/kWh) power 

plant. And also, in the case of installation of FGD and DE-NOx to coal 

power plant and DE-NOx for LNG power plant, nuclear power appears to 

be the most economical option. 

In addition, cost-benefit analysis for installing FGD and DE-NOx 

facilities to coal and LNG power plant was performed. In the case of coal 

power plant, the benefit was higher than the cost of the installation. The net 

benefit was estimated to about 18.04 mills/kWh per year. On the other 

hand, the benefit from the DE-NOx for LNG power plant was almost the 

same as the cost,  therefore, the installation of DE-NOx facility for LNG 

was not a cost effective measure.

Further study is requir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external costs of 

global impact, water impact, and accident impact in order to properly 

capture the whole impacts on public health and agricultural crops.

7. The cost comparison of hydrogen production by technology options, 

based on  research results of JAERI and IAEA was summar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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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JAERI(2000.10) IAEA

(1993, DOE 

estimates)
CO2 not 

considered

Including CO2 

fixation cost

Steam Methane Reforming

(Fossil fuels))
1 1 1

Steam methane Reforming

(HTGR : prospect value)
0.9 0.8 -

Partial Oxidation - - 1.8

Coal Gasification - - 1.4 - 2.6

Electrolysis 2.5 1.1 5 - 10

Thermochemical cycles(hybrid) - - 6

Thermochemical cycles(IS)

- HTGR(Future type)
1.5 0.7 -

Note) The results are relatively expressed based on the estimates of Steam Methane 

Reforming(Fossil fuels)

According to this result, thermochemical method using HTGR appears 

to be the most economical option considering treatment cost of CO2, which 

is emitted during the hydrogen production.

8. According to inter-industrial analysis of nuclear industry, the study 

identified several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ly, backward and forward linkages effect is shown to be on the 

gradual increasing trend, as the share of nuclear power in Korea increases. 

However, nuclear industry can be classified as primitive industry heavily 

depending on final demand, because backward and forward linkages of the 

nuclear industry are still below 1, the average value of the whole industry. 

Secondly, output multiplier appears to be great especially in the 

construction, and chemical industry, and relatively great output multi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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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lso obtained in the financing and insurance industry. 

Thirdly, nuclear industry appears to contribute to building up 

technology related manpower with great value added effect. 

Fourthly, employment multiplier is estimated to be great especially in 

construction industry. Education, financing and insurance industry have also 

been influenced greatly by the nuclear industry in terms of induced 

employment. 

Finally, forced outage cost ratio of nuclear industry is estimated to be 

about 1.5. This fact means that if there is a supply shortage of nuclear 

power worth of 1 won, it causes total losses of about 1.5 won in the who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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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21세기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

으며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보다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안정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에너지는 현

대사회에서 잠시도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안될 국가 공공재화로써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 나라의 에너지 안

보는 다른 국가에 비해 극히 취약한 면을 보여준다. 

오래 전부터 선진국들은 국가 생존차원에서 온실가스의 방출을 감축하는 

의무 이행과 시장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서의 미래에너지를 위한 준비와 

대비를 부단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2001년 11월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7

차 당사국회의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선진국들의 구체적 감축 의

무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세계무역기

구(WTO) 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의 추진을 합의하 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협약에 대한 참여 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시에 시장개방 및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전략의 준비를 

서두를 때로 보여진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의존에서 근본적으로 탈

피하고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에너지 안보를 궁극적으

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산 에너지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00년 현

재 우리 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에 속할 정도로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

고 있으나 지난 40년 동안 에너지 수입에 기초한 지속적인 산업개발과 경제성

장으로 인해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2000년 현재 97%까지 높아졌다. 우리 나라

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해외의존을 줄일 수 있는 원자력발전

과 같은 기술자립형 에너지 이용의 극대화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당분간은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는 전력생산 이외에 해수 

담수화와 지역난방 그리고 수소생산 등 이용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기존의 원자력기술을 더욱 개량하고 다양한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의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주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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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고 있는 쟁점 가운데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뉴라운드 출범, 기후변화 협

약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전력부문의 환경변화와 관련하

여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설에 따른 향을 분석하 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개념의 대두배경 및 발전과

정을 살펴보고 원자력이 이러한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

한 고려 요소들을 도출하 다.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하여서는 2001년 11월 제4

차 WTO 각료회의에서 소위 “도하 개발 아젠다”가 합의되기까지의 과정을 개

관하고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 부문에 파급될 제반 향들을 분석하 다. 또한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하여서는 2001년 2차례 개최된 당사국회의 합의 내용을 

중심 분석하고, 원자력과 관련된 합의 내용 및 그 향을 분석하 다. 전력산업

기반기금 분석에서는 기금의 설치배경 및 사용 용도를 분석하고 기금의 설치에 

따른 향을 개괄적으로 분석하 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정책, 특

히 전력 수급정책 수립시 원자력발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의무 감축 참여시의 경제적 파급 향 분석, 발전원별 외부비용 분

석을 수행하 다 또한 미래 청정에너지원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수소 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기초적 분석을 수행하고 원자력발전의 산업 파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다. 이중 이산화탄소 의무 감축시의 향분석에서

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국민경제 파급 향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모형

을 설정하고 감축비율에 따른 국민생산에의 향, 전력 수요에의 향 등을 분

석하 다. 발전원별 외부비용 분석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및 

LNG 발전소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인체 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다. 

수소에너지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재래식 수소제조 방식에 따른 생산비용을 개

괄적으로 분석하고 고온가스로에 의한 수소 생산 추정비용을 조사하 다. 원자

력발전의 산업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산업연관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

에 의하여 파급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특히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

과, 수입유발효과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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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력 관련 국내외 여건변화 분석

제1절 지속가능한 개발과 원자력

1.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두배경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1)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

류의 생존기반인 지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된 이론이다. 1970년대이래 

선진국에서는 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빈곤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후진국이나 경제개발지상론에 빠져 있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범지구

적 환경에 대한 보호라는 주장이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후, 오존층, 종다양성 등 범지구적 공공재(Global Commons)의 

보존은 선진국만의 노력으로는 안되며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대우림의 

보존이 필요한데 빈곤상태에 있는 이 지역국가들은 경제개발을 포기할 수 없으

며 포기해서도 안 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진국에 있어서는 빈

곤 그 자체가 환경오염과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지구적 공공재의 보전을 위해서는 후진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

한 문제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개발을 지속하면서도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 철학과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증대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그 배경과 발전과정, 관련 국제 회의 동향 등을 소개하고 에너지, 특히 원자력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 다. 

1) 지속가능한 개발은 Sustainable Development를 번역한 것이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탱가능한 발전'이라고 번역하거나 '지탱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로 해석하기

도 한다. 이는 개발이라는 용어가 포함될 경우 보전의 개념이 종속적인 수식어로 비춰질 수 

있고, 발전이라는 것도 물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러한 오해를 

피해보자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초기에 사용되었으며 최근까지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로 번역,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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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발전과정 

1960년대, 아프리카 신생독립국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던 UN회

의들에서 환경과 경제개발 사이의 상호의존 관계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1972년 6월 스톡홀름의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는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

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처음으로 세계공통과제로 채택하 다. 이어 수차에 걸친 

국제회의를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1980년

에 있었던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WCS: World Conservation Strategy)에서

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 다. 동 전략은 “우리의 생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

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는 인간환경회의 10주년 기념행사인 

1982년의 UNEP(United Nations of Environmental Programme)회의에서 채택

된 '나이로비 선언'이었다. 

1983년 12월 유엔총회는 지구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세계환경

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설

립을 결의하고 위원장으로 당시 노르웨이 수상이던 Gro Harlem Brundtland를 

선출하 다. 1987년 3월 WCED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기본전략을 담은 보고서

(브룬트란드 보고서)인 'Our Common Future(우리 공동의 미래)'를 발표하고, 

이 보고서에서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을 제시하 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

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가

난한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개발은 당연하지만 이와 

같은 개발은 환경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정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자원의 남용과 환

경의 파괴를 막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

대적 빈곤의 해소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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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개발은 인구의 증가와 성장이 생태계의 수용능력의 한계내에서 조화를 이

룰 때 추구될 수 있는데 그 한계는 자원탐사, 기술개발방향, 투자의 조정, 제도

의 변화,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 대해 논의하 으며 다

양한 개념을 제시하 으나 현재는 WCED와 UNEP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

발에 관한 개념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WCED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UNEP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의]

"생태학적 회복력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천연자원의 보존, 합리

적 사용등은 물론 국내 및 국제적인 형평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Progress towards national and international equity, as well as the 

maintenance, rational use and enhancement of the natural resource 

base and that underpins ecological resilience and economic 

growth.)

3.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주요 국제회의 동향

가.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주요 국제회의

□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1972년 유엔 인간환경선언 채택이후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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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선진국은 환경보호를, 개도국은 개발우선을 강

조하여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인

간환경선언 채택이후 20주년이 되는 1992년에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소집키로 결

의함에 따라 환경과 개발의 조화 논의가 유엔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기 시

작하 다.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는 118개국의 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하여 

지구환경보호와 개발의 동시 달성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감대를 구축

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 기본규범에 합의한 바 있다. 동회의에서의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세부실천계획으로서 '의

제21(Agenda 21)'을 채택

- ‘리우선언’ 및 ‘의제21’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유엔경제

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CSD) 설치

- 기후변화협약, 생물종의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

약에 서명하고,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인 산림원칙성명을 채

택

□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Rio+5)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난 5년 간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국의 노

력을 평가하고, 향후 5년 간의 이행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환경특별 총회가 

1997년 6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는 60여 개국의 정상급 인사

를 포함하여 총 182개 유엔 회원국,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대표가 참석하 다. 

동 회의에서는 산림보호,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일부분야에 있어서는 진

전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환경악화 및 자원고갈 현상이 심화되고, 특히 개도

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이 미흡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그 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국 및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 다. 또한, 선진국의 

대개도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등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소비행태, 산림, 해양 

등 향후 이행이 특히 필요한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한 ‘의제21 향후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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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함으로써, ‘의제21’의 이행에 대한 각국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촉

구하 다.

그러나 환경파괴의 책임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음과 같은 입장

차이를 보 다. 

[선진국 입장]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여 재정, 기술지원 

등 후진국의 환경보전노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나, 미래의 후손에게 물

려줄 환경에 대한 협력은 선․개도국의 공동책임임

․ 이에 따라 ‘의제21’에서는 지구환경보전 책임의 기본원칙으로서 역사

적 책임 및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규정함

[개도국 입장]

-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규범이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서

는 안됨

- 현재의 환경파괴 일차적 책임은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 우선정책을 추구한 

선진국에 있으므로 환경청정기술 및 대체물질 기술개발 등의 무상이전과 

재정지원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임

□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Rio+10) [개최 예정]

1997년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리

우선언’ 및 ‘의제 21’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난 10년 간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

하고, 2002년 이후 지속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리우회의 10주년이 되는 

2002년에 세계환경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일명 Rio+10)를 개최키로 결정한 바 있다. 

동 회의는 2002년 9월 2-11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

최되며 60개국 이상의 정상급 인사를 포함한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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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고 있다.

2002년 회의의 목표와 중점 논의분야로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정부 및 모

든 이해당사자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수행한 성과의 종합평가, 의제 2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리우회의 이후 새로 대두된 과제(new challenges) 및 그러

한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대책 및 수단의 명확화, 2002

년 회의결과의 효과적 조치, ‘의제 21’의 이행증진을 위한 실천계획,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유엔시스템의 능력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COP-7)에서 타결된 교토의

정서의 경우 Rio+10회의에 맞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Rio+10(2002년)까지의 주요 회의 일정

Rio+10회의는 지구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그동안의 국제적인 

노력과 그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001년 11월 27-29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

시아지역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2년에도 다음과 같은 준비회의들이 예정되어 

있다. 

□ 제2차 UN 준비회의 : 2002.1.28~2.8, 미국 뉴욕 유엔본부

- 국가 및 지역차원의 추진현황 검토

- 주요그룹 참여방안 검토 및 저명인사 라운드테이블 결과 검토

- Rio+10 협상문안 1차 검토

□ 제3차 UN준비회의 : 2002.3.25~4.5, 미국 뉴욕 유엔본부

- Rio+10 결정문 초안검토

- 검토된 초안과 CSD의 미래작업에 대한 논의 및 합의

□ 제4차 각료급 준비회의 : 2002. 5.27~6.7, 인도네시아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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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료급 회의로 전략적인 비전과 정책을 강구

- 주요집단으로부터 다자간 대화 및 다양한 공헌 기대 

- 구체적인 정치적 의지가 포함된 결정문안을 WSSD에 건의

4. 우리나라의 의제21(지속가능한 개발 실천강령) 관련 현황

1992년 리우회의에서는 '리우선언' 채택과 함께 '의제21'이 채택되었다. ‘의

제 21’은 리우선언의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이며,  각국 및 

국제기구의 이행과제를 사회경제, 자원, 주요단체, 이행수단 등 4개 분야, 40개

장으로 분류하여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리우회의에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대거 참여하면

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수용하게 되었다.3) 1996년 정부가 '대한민국 국가

의제 21'을 작성하여 UN에 제출하 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4개 부문에 대하여 

실천계획을 제시하 다. 

-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

- 무역과 환경의 조화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하는 경제정책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 차원에서도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방의제 21’ 실천계획들과 조직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00년 9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 re s iden t i a l Commiss ion on Sus ta inab le 

Development)가 출범하 고 동 위원회는 2001년 9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검

토한 ‘의제21 국가 실천계획 검토보고서’를 발간하 다. 또한, 2002년 세계환경

정상회의 이후 새로운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작성이 있을 계획이다.

2) 주요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문정호(2000) 참조.

3) 보다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전략세미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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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에너지란 경제성장과 인간개발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으로 살

펴보면, 인류의 1/3이 경제적으로 수용가능한(Economically Affordable) 에너지

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매우 취약한 에너지공급구조를 가지

고 있다. 또한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은 국지적,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 부정

적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의 균

형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소비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2001년 4월에 개최된 제9차 지속가능 개발위원회(CSD-9)에서는 ‘에너지와 수송’

을 주제로 하여 에너지문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는데 

CSD에서 에너지문제가 주제로 선정된 것은 이 회의가 처음이었다. 

한편, 2000년, WEC(World Energy Council)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ESA(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와 공동으로 CSD-9와 Rio+10에 보고하기 위해, 'Energy and 

the Challenge of Sustainability'라는 보고서를 발간하 다.4) 이 보고서는 세계

적인 과학자, 에너지전문가, 사회학자 및 개발전문가 약 100여명으로부터 도출

해낸 결론을 분야별로 정리하 는데, 보다 높은 수준의 에너지서비스를 즐기고 

보다 나은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데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자원측면의 근

본적인 제약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약 30년전 ‘로마클럽보고서’가 유행시

켰던 발상을 뒤엎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도 반대하고 있다. 

우선 이 보고서는 21세기 또는 그 이후까지 세계의 필요에너지를 공급하

는데 있어 물리적인 자원량은 충분하지만 환경적, 또는 기타 요인으로 그 이용

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 재생에너지 및 차

세대 에너지기술(원자력을 포함한)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옵션을 검

4) Energy and the challenge of sustainability, UNDP, UNDESA and WE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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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 결과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을 포함한 첨단에너지

기술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수용가능한 가격에서 오염배출이 없는 상태로 상

당량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현재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수급 관행을 지속가능한 방

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동 보고서는 그 해결책으로 에

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차세대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시장기능만으로는 빈

곤층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환경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투명한 규제체계 등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6. 지속가능한 개발과 원자력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전지구적이지만 그 개념의 적용은 오히려 지역

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나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은 그 국가

나 지역의 고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응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나 이것도 각국이 처한 상황

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가령,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며 수력자원 등이 풍부한 개도국의 경우 원자

력은 대안이 되지 못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은 화석에너지 사용

을 억제하고 이에 따른 대기오염과 지구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000년, OECD/NEA는 ‘Nuclear Energy in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 는데,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라는 관점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가져다 주는 주요 향을 파악하고, 원자력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고

려되어야만 하는 요인들을 찾아내며, 원자력 에너지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극복해야만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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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은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한 천연자원의 기

반을 확충시키며 인적 및 인공적 자본을 증가시킨다.

- 대부분의 기존 원자력발전소는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전력 생산의 한계

비용이 다른 화석연료 발전소와 비교하여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원

자력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보건 및 환경비용이 이미 내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원자력 에너지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 그러나 신규원전의 경우 높은 자본비용은 투자의 위험성을 초래하여 경쟁

력에 향을 미치므로 원전의 자본비를 낮추기 위해 현재 수행중인 연구

개발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천연자원의 활용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천연 자원의 

창조 및 효율적 이용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보존을 추구하는 지속 가

능한 개발의 목표에 부합된다. 

- 원자력 에너지는 확실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지구 온난화와 

지역적 대기 오염을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대기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공헌

하며 따라서 원자력 에너지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중 하나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방의 원칙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표에 부합된다.

- OECD 회원국들의 수십년간 원자력 에너지의 상업적 이용 기록을 보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규제하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경우 원자력발전소 

및 핵연료주기 시설들은 상대적으로 보건 및 환경 향을 적게 주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 정상적인 운전하에서 원자력 시설로부터 유출되는 방사능은 매우 작으며, 

종사자나 일반 대중의 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은 사고시에만 발생할 수 

있다. 1979년의 TMI(Three Mile Island) 및 1986년의 체르노빌(Chernobyl) 

원자로에서 발생한 두 번의 중대사고 경험은 원자력 안전에 큰 진전의 계

기가 되었다. 원자력 사고로부터 오는 잠재적 위험이나 이러한 사고의 발

생 확률은 기술적 보완, 인력 양성 및 훈련, 사고 관리 및 규제 효율 향상

을 통해 더욱 작아질 수 있다.

-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적절한 비용으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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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적지만 일반 대중이 가장 우려

하고 있는 사항이다.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험이 사라질 때

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산업

계는 항상 노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목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술적으

로나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비록 국제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 체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효율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

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원자력 에너지는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효율적 훈련의 진보를 

통해 성능 및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원자력 에너지를 이

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수준 높은 인력의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 지속 가능한 개발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관심

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위험에 관한 일반 대중의 폭넓은 

우려를 감안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일반 대중을 참여시켜 자신들

의 관심사를 직접 듣고 파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상의 결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자력은 에너지자원의 기반을 늘리고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에너지대안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약 85%의 에너지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

의존도는 52%에 이르고 있다. 원자력은 전체에너지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

며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 분진 등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만약 

현재 계획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을 유연탄 화력발전으로 전환하는 경우 2015년

의 전력분야의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40%(1,700만 탄소톤)가 증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

전, 방사성폐기물 처리, 핵확산 억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따라

서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하는가는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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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란 관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5) 전술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이

란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향을 종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

하여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대안들을 평가하는 것은 방대하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원자력문제는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신이나  판단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대안에 비교하여 한층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

의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객관적인 사실의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대안들을 지속가능

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지표의 개

발도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이필렬(2000)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서 원자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원자

력의 지속적인 도입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늦추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단

편적인 주장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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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동향

1.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개관

가. 성립 배경 및 경과

지구온실효과란 이산화탄소와 같이 대기중에 존재하는 일부 기체가 지표

로부터 외계로 방출되는 적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의 대기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온실효과에 의해 지구의 온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

하게 되며 인류의 생존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00여년전 스웨덴의 

화학자 아레니우스에 의해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온실효과가 전 세계적인 관심

을 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게 되

자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지

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11월에

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평가하는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가 세계기상기

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이하 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이하 UNEP)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되

었다. 

이 기구에는 세계 70여개국에서 1,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후변화

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 다. 이

후 1990년에는 UNEP와 WMO가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에서 IPCC 1차보고서를 

작성하 고 지구온난화방지 협약체결을 촉구하 다. 또한 같은 해에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 

INC)를 설립하여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 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의 UN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는 110여개국 정

상들과 178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적인 환경개발을 위한 유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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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

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 으

며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과 생물다양성 보전협약에 대한 서명이 있었다.6) 기후변화협약에는 회의 참가

국 178개국 가운데 154개국이 서명하 으며,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1993년 12

월에 47번째로 가입하 다.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21일 공식적으로 발효

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의 결과로 제 1,2차 당사국총회(1995, 1996)를 거쳐 1997년에 

개최된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면서 38개 선진국들이 2008년∼2012년 기간중 연평

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약 5% 정도를 감축하기로 결정하 다.

나.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시스템의 위험한 변화를 방

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기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된 것은 산업혁명 이래로 인류의 

화석에너지(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동안의 온실가스 증가의 책임은 주로 산업

화된 선진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후변화협

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서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 responsibility)’이라는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속서에서의 국가군의 분류를 통하여 각각의 의무와 책임

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즉,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고

서 제출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반면, 특히 선진국이 중심이 된 부속서

-I(Annex-I)국가군은 이러한 보고의무 이외에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6)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원문 및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fccc.int/“를 

참조. 협약 및 의정서의 국문 번역 및 관련회의의 진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자력

사업의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 적용타당성 연구', KAERI/CR-105/2001, 2000. 12. 한국

전력공사(연구수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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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1990년수준으로 감축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I 국가중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부속서-II(Annex-II)국가에게는 개도국의 국가보고서 작

성에 관련된 추가적인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기후시스템 변화의 예방 조치 이행

에 필요한 재정지원(기술이전자금 포함)을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최초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협약상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

는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어 온실가스의 실제적인 감축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협약에 의해 1995년부터 시작된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7

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

체적인 의무사항을 국가별로 명시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UNFCCC)

가 채택되게 되었다. 

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후변화협약 부속서-I 국가들의 온실

가스 감축의무량을 수치화하여 규정하 다는 것과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의 효

율적인 달성을 위해 이른바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이라 불리는 시장

메커니즘(market based mechanism)을 도입하 다는 점이다. 

교토의정서의 부속서-B(Annex-B)에는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I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수치로 규정하 는데 그 내용은 제 1차 공약기간

(2008-2012)동안, 전체 평균으로는 1990년 대비 5.2%를 감축하되 감축비율은 국

가별로 차이를 두었다. 표2.2-1은 주요 국가의 1990년 배출량 대비 감축률을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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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주요 국가의 1990년 배출량 대비 감축률

 -8% :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등  0% :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7% : 미국  +1% : 노르웨이

 -6% :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8% : 호주

 -5% : 크로아티아  +10%: 아이슬랜드

교토의정서에서 또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IET),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총칭하는 교토메커니즘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교토 메커니즘은 한 때 유연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로 불리

기도 했는데 이는 교토메커니즘이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의무부담국들의 온실가

스 감축 의무 이행을 유연하게 달성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토메커니즘의 아이디어는 자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비쌀 경우 

외국에서 비용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비용은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 산업구조, 기후, 에너지사용 관행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국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자국내의 온실가스 감축한

계비용이 높은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초과 감축한 온실가스를 구매하여 

자국의 의무감축량을 조달하거나(배출권거래제) 혹은 다른 나라에 온실가스 감

축사업을 벌여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사용(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I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공동이행제도란 

부속서-I 국가가 다른 부속서-I 국가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

정분을 자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행

과 방식은 유사하지만 부속서-I 국가가 다른 부속서-I 국가가 아닌 비부속서-I 

국가(Non Annex-I)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

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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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결과 요약

가. 속개회의 배경 및 경과

전술한 바와 같이 1997년 12월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들은 지구온

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량에 합의하 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

스 감축방안의 원칙과 대강의 방법만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관한 후속합의가 있어야 했다. 이러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COP-4)

에서는 향후 2년 내에 교토의정서의 세부실행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 다(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 Buenos Aires Plan of 

Action, 이하 BAPA). 

BAPA에 따라 2000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6차 당사국총

회(COP-6)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세부 실행방안이 합의될 예정이었으나 주요협상

그룹간 입장대립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당사국총회에서의 합의는 일괄타결

(Package Deal)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COP-6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산림흡수원 인정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

패한 것이다. 

당사국총회에서의 주요 협상 그룹은 선진국그룹인 유럽연합(EU)과 

Umbrella그룹(일본, 카나다, 호주가 중심이 된 선진국 협상그룹), 개도국그룹인 

G77/China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자국내 감축 및 엄격한 집행체

제 산림흡수원의 불인정을 선호했던 반면 Umbrella그룹은 시장경제 매커니즘

을 최대한 이용하는 비용효과적인 감축과 광범위한 산림흡수원의 인정을 주장

하 다. G77/China그룹은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과 개도국 지원 의무를 강조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개도국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었

다. 이러한 협상그룹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

사국들은 헤이그회의의 속개회의(OCP-6 Part II)를 독일 본에서 2001년 7월16일

부터 2주간 일정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속개회의 시작 이전에는  2001년 3월 미 부시행정부가 교토의정서 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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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하는 등 협상전망이 매우 불투명하 으며, 속개회의 기간 중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을 목적으로 개최된 각료급회의에서도 주요 협상그룹들이 사안별로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7월22일 자정까지로 예정된 각료급회의가 7월23일 오전

까지 연장되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가지는 정치적 부담

이 큰 EU가 주요 쟁점에서 Umbrella그룹7)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극적인 

합의(Bonn Agreement)8)를 이루게 되었으며 동 합의를 계기로 교토의정서가 

2002년에 발효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나. 본합의(Bonn Agreement)의 주요내용 및 특징 

7월23일(월) 12:00에 개최된 전체회의는 다음의 핵심 4개분야에 대한 정치

적 결정문을 만장일치로 승인하 다.

- 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위한 적응기금(Adaptation Fund) 

및 기술이전 메커니즘으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 설치

-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관한 세부

운  방식 및 절차

- 산림경 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 한도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하는 의

정서의 의무준수체계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결정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재정, 기술이전

재정지원 및 부담 수준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장한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의 명칭을 "교토 의정서 적응기금"으로 수정하고, 개도국이 요구한 최빈

국기금(LDC Fund)을 신설하 다. 한편 기금의 규모와 관련하여 기존의 협상문

7) Umbrella 그룹은 미국을 위시한 비유럽 선진국의 모임이었으나 동 회의에서는 미국이 적극

적인 의사 개진 회피로 일본, 러시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나라가 협상을 주도하

다. 교토의정서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미국은 금번회의에서 재정 등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의 의무와 관련되는 일부 이슈에 대해서만 제한된 관심을 표명하 다.

8) Bonn Agreement는 독일 본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공식문서

는 FCCC/CP/2001/L.7(24, July 2001)임 (http://www.unfccc.int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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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 연간 10억불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선진국의 요구를 반

하 다. 또한 기금의 기여에 관해서는 부속서-Ⅱ 국가 및 ‘기금을 기여할 위치

에 있는 부속서-Ⅰ 국가’가 ‘기여토록 요청한다(shall be invited to 

contribute....)’고 규정함으로써, 동구권국가의 재정부담 우려를 완화시키고 미국

의 주장에 따라 동구권국가의 재정부담의 강제성을 제거하 다. 

기술이전과 관련해서 기술이전기구의 명칭을 "정부간 패널" 대신 "전문가

그룹(Expert Group)으로 명명하여 선진국의 입장을 반 하 다.

(2) 교토 메커니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온실가스 배출의 형평성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1인당 배출량의 "격차 축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in a manner conducive to 

narrowing per capita differences)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여 타

협적인 문구를 사용하 다.

메커니즘의 활용의 보조성과 관련해서는 메커니즘의 이용은 국내조치에 

보완적(supplemental)이어야 하고 국내조치는 부속서-Ⅰ국가가 취하는 노력의 

의미있는 부분(a significant element)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량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피하 다.

CDM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제시했던 개도국-개도국간 

CDM사업인 Unilateral CDM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적

응기금(adapation fund)으로 CDM 사업 이익금(share of proceed)의 2%를 납부

토록 하 으나, 당초 협상문안에 제시되었던 기금조성 액수(연간 10억불)는 삭

제하 다. 

CDM과 JI 대상사업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사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다음

과 같은 문안에 합의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원자력을 CDM 및 JI사업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 다. 

“Parties included in Annex I are to refrain from using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JI의 경우 emission reduction units)9) generated from nuclear facilities to 

9) 교토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은 사업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CERs)는 CDM사업을 통해 발생한 지구온실가스 감축분을 말하며  

Emission Reduction Units(ERUs)은 JI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가리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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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their commitments under Article 3.1”

(3) LULUCF(토지이용,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

LULUCF는 헤이그회의(COP-6)를 무산시킨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었다. 

미국이 쿄토의정서를 거부한 이후 다른 Umbrella그룹의 참여 없이는 교토의정

서의 발효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EU의 양보는 예견되었다. EU는 결국 제1차 공

약기간 중 의정서 3.4조의 "산림경 (forest management)"활동에 따른 credit의 

최대 인정수준을 부록-Z (Appendix Z)에 수치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수

치 자체는 대폭 확대함으로써 일본 및 캐나다를 비롯한 Umbrella그룹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 다. 이로써 일본은 흡수원에서 16.3MtC(백만 탄소톤, 기준연도 

배출량의 4.9%), 캐나다는 18.7MtC(기준연도 배출량의 11.2%)를 인정 받게 되

었다. 이는 이들 양국의 비준을 얻어 의정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해된다. 

(4) 의무준수체제

공약기간 이전 및 공약기간 동안 잠재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비구속

적 성격의 조기경보를 도입하고, 공약기간 말 최종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복구하는(restorative)성격의 구속적 조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법적 구속조치를 원칙적으로 수립하 다. 그러나 한편 강력한 

구속적 조치 및 처벌적 조치를 반대하는 Umbrella그룹의 입장을 반 하여 제1

차 공약기간에 대해서는 1.3배의 할증을 적용하는 것외의 구체적인 조치는 언

급하지 않았다. 

다.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최종안

2001년 7월 23일에 협상에 참가한 수석대표들에 의해 합의된 Bonn 

Agreement는 7월 25일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유럽연합, 캐

나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등의 선진국에 의해 2005년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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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1억US$에 이르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정치

적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후 남은 총회기간 동안은 Bonn Agreement에 입각하여 COP-6에서 이

월된 협상문안의 최종합의를 위해 실무회의를 진행하 다.10) 그러나 결국 산림

흡수원(LULUCF) 인정문제와 의무준수체제(Compliance) 등의 핵심쟁점에는 합

의하지 못했다.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에 일괄합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2001년 7

월 27일 속개회의 마지막 날 열린 최종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된 사항

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분리하여 2001년 10월에 개최되는 제7차 당사국 총회

에 일괄채택을 건의키로 하 다.

(1) 합의한 10개 사안

- 개도국의 능력형성(FCCC/CP/2001/L.2)

․ 지구환경 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이하GEF)으로 하여금 개

도국의 능력형성체제와 관련하여 진전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며 지속

적인 재정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체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함

- 시장경제 전환국가들의 능력형성(FCCC/CP/2001/L.3)

․ COP/MOP-111)에서 능력형성 방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함

- 지구환경금융(GEF) 지원 지침(FCCC/CP/2001/L.4/Rev.1)

․ GEF는 개도국에 재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조치를 채택해야 함

- 기후변화협약하의 기금 조성((FCCC/CP/2001/L.14)

10) 실무협상은 주요 쟁점별로 의무준수(compliance),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재정

(finance), 메커니즘(mechanism), LULUCF 등의 협상그룹을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협상그

룹별 토의내용은 참고문헌 에너지관리공단(2001. 7)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최종안-에

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대책반 뉴스레터‘ 참조.

11)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기존의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Convention; 기

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MOP(Meeting of the Parties for the Protocol; 교토의정서 당

사국회의)의 역할을 겸하게됨(COP/MOP). 따라서 COP/MOP-1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후 개최되는 제1차 당사국회의를 지칭하는 것임. 이러한 체제를 도입한 이유는,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당사국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도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임. 이렇게 함으로써 별도로 COP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줄

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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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F와는 별도로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기후변화특별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금은 비부속서-I 

국가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 교토의정서하의 기금 조성(FCCC/CP/2001/L.15)

․ 교토의정서 하에서 CDM수익금과 선진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후

변화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을 조성함

- 기술의 이전과 개발((FCCC/CP/2001/L.10)

․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technology transfer)을 

구성하고 GEF가 기후변화특별기금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함

- 기후변화협약 제4조 8항 및 9항(개도국 지원)의 이행방안 

(FCCC/CP/2001/L.12)

․ GEF가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향(Adverse effects)을 줄이는 노력

을 지원해야 하며 최빈국기금(LDC fund)을 조성함

- 교토의정서 제3조14항(기후변화의 부정적 향 최소화)의 이행방안 

(FCCC/CP/2001/L.13)

․ 부속서-I 국가들이 부정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판단

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부속서-II 국가들은 화석연료의 소비 및 

수출에 민감한 개도국의 경제를 다원화시키기 위한 지원에 우선순위

를 두기로 함

-  공동이행시범사업(Activities Implemented Jointly; AIJ)에 관한 사항 

(FCCC/CP/2001/2/Add.5)

․ AIJ의 시범단계를 지속하기로 하고 수정된 공동보고양식(revised 

uniform reporting format)에 관한 workshop을 SBSTA-1512) 이전에 

개최키로 함

- 단일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사항 (FCCC/CP/2001/2/Add.5)

․ 단일프로젝트를 정의하고 1990년 이후 시행중인 단일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지침을 마련함

12) SBSTA는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의 약자임. SBSTA는 기

후변화협약에 따라 구성된 2개의 부속기구중 하나로 과학적 자문을 위한 기구임. 일반적으

로 부속기구회의는 1년에 2회 개최되며 COP-6Part II기간중 14차 SBSTA회의(SBSTA-14)가 

동시에 개최되었음. SBSTA-15는 2002년 6월, 독일 본에서 개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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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에 이르지 못한 5개 사안

- 토지이용 및 토지 용도 변경과 산림(LULUCF)에 관한 사항 

(FCCC/CP/2001/L11/Rev.1)

․ CDM에서의 LULUCF의 인정범위와 부록-Z(Appendix-Z)13)에 수록된 

국가별 상한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교토의정서의 의무 준수(compliance) 체제에 관한 사항 

(FCCC/CP/2001/CRP12/Rev.1)

․ 의무준수체제에 관한 절차와 메커니즘에 관한 세부결정문안에서 이견

을 좁히지 못함

- 교토메커니즘 이행 방안에 관한 사항(FCCC/CP/2001/CRP.11)

․ 메커니즘 참가자격, 운 기구 구성, 제재방식 등의 세부사항에서 이견

을 좁히지 못함

- 국가 보고서, 배출통계작성 및 검토(CP/2000/5/Add.3 (Vol. III))

․ 시간적인 제약으로 COP-7에서 최종 합의하기로 함

- 선진국 정책 및 조치(Policies and Measures)의 우수사례(best practice) 

(FCCC/CP/2001/2/Add.5)

․ 정책 및 조치의 공식적인 채택이후로 미루기로 함

라. 시사점

EU는 금번 회의 타결을 위하여 에너지부문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크게 완화하여 일본, 캐나다 등을 끌어

들임으로써 미국을 배제한 교토의정서 체제의 출범에 성공하 다. 한편 미국의 

교토의정서 거부에도 불구, 교토의정서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은 환경관련 

다자협상에서 리더쉽의 손상을 초래하 다. 이번 회의의 최대 승자인 일본은 

casting vote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EU측으로부터 커다란 양보를 얻어냈으며 

이에 따라 감축의무량의 83% 이상을 산림부문에서 해결할 수 있어 에너지분야

에서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다. 

13) 본 합의(Bonn Agreement)의 부속서-Z에는 각 국가별로 인정되는 온실가스 흡수원의 상한

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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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 CDM과 JI 대상사업에서 배제된 것이 EU의 유일한 성과라는 지

적이 있을 만큼 EU는 협상의 타결을 위해 원자력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

점에서 양보하 다. 일본과 캐나다는 그동안 원자력을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

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으나 이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카

드로 활용하여 결국 산림흡수원을 얻어내고 원자력을 양보하 다. 

원자력이 CDM과 JI에서 제외됨으로써 원자력 건설시장의 투자활성화 기

대는 무산되었으나 자국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의 원자력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고유한 입장에 따라 원자력 추진여부를 결정하

게될 것이다. 

3. 제7차 당사국총회 결과 요약

가. 배경 및 경과

COP-6 Part II에서 정치적인 합의(Bonn Agreement)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바탕으로 계속된 후속협상에서 최종합의문 채택에는 실패하 다. 따라서 교토

의정서의 세부 실행방안을 명시한 최종문안의 협상은 제7차 당사국총회(COP-7)

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COP-7은 2001년 10월 29일에서 11월 9일(각료회의 : 11. 

7 - 9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되었다. 

COP-7에서는 우선 COP-6 Part II에서 합의된 기술이전, 능력형성, 기금형

성 등 개도국관련 의제를 채택하고 교토메커니즘, 의무준수체제, 온실가스배출

통계, 정책및조치, 흡수원(LULUCF)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이 중점적으로 이루어

졌다. 동회의에서는 EU, 개도국과 에너지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일

본, 호주, 캐나다 등이 의무준수체제, 온실가스배출통계보고, 교토메커니즘, 흡

수원 등을 두고 대립하 으나 결국 당초 협상시한을 넘긴 연장회의 끝에 극적

으로 합의안(Marrakesh Accords)14)을 도출하 다. 

14) 합의안은 ‘The Marrakesh Accords & The Marrakesh Declaratio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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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협상 결과

COP-6에서의 합의가 무산되었던 것은 산림흡수원(LULUCF)문제에서의 

의견차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한다면 COP-6 Part II에서 일괄타결에 이르

지 못했던 것은 의무준수체제에서의 입장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금번 COP-7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의무준수체제에서 

EU와 개도국의 입장이 반 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대신 Umbrella그룹은 이

에 대한 반대 급부로 메커니즘의 활용에서의 제한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

다음은 협상그룹들이 주요 의제에 대해 주장한 내용과 합의결과를 요약한 

것이다.15)

(1) 의무준수체제

- 의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적 구속력 여부

․ EU와 개도국은 합의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를 제1차 

COP/MOP에서 채택하도록 권고할 것을 주장하고, Umbrella그룹은 

법적구속력 여부를 제 1차 COP/MOP에서 결정하도록 주장함

․ EU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함

- 협조분과위(Facilitative Branch)와 강제분과위(Enforcement Branch)의 권한

․ Umbrella그룹은 강제분과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반면, EU, 

G77등은 강제분과위에서 불이행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협조분과위가 의무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 검토 문제를 다루되, (이 문

제를 다루는) “유일한 분과위(the only branch)"라는 삽입구를 삭제하

여 강제분과위에서 관여할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함 

-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대한 타당사국의 문제 제기권(Party to Party 

Trigger) 부여 여부 

․ EU 및 G77은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대한 타당사국의 문제 제기권을 

15) 협상결과에 관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 결과 및 향후 대책

(2001. 11.),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 결과보고(2001. 11.)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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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호주 등은 이에 반대함

․ EU 및 G77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

- 의무 불이행상태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 EU와 개도국은 1개월, 캐나다 등 Umbrella그룹은 6개월을 주장함

․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여 100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함

(2) 의정서 5, 7, 8조(온실가스배출통계국가시스템, 보고 및 조정, 평가)

- 온실가스 배출통계 국가시스템(의정서 5조1항)

․ 2000. 11월 헤이그회의에서 이미 합의 도출

- 의정서 제5.2조(온실가스 통계의 조정)

․ 내년 제16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BSTA-16)를 전후하여 2회 

이상의 전문가 워크샵을 개최하고 COP-9 까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

기로 함.

- 메커니즘 활용, EU Bubble, 정책및조치, 흡수원(LULUCF)등의 보고내용

․ 개도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것을 주장하 으나, Umbrella그룹

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 음

․ Umbrella그룹의 입장을 수용함

- 메커니즘 참여가능성과 의무준수체계와의 연계

․ 개도국은 의무 불이행시 교토메커니즘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주장하

으나 Umbrella그룹은 의무준수와 메커니즘 활용의 연계를 반대함

․ 감축의무 달성여부는 연계하지 않고 보고의무 이행여부만 메커니즘 

활용과 연계하는 것으로 결정됨.

(3) 교토메커니즘

- 공동이행(JI) 감독위원회의 구성

․ 선진국은 선진국만으로, 개도국은 선진국․개도국간 균등배분을 주장

․ 동구권 3명, 기타 선진국 3명, 개도국 3명, 도서국가 1명으로 최종 합

의



- 교토메커니즘으로부터 발생하는 크레딧의 이월 및 교환

․ EU, Umbrella그룹은 무제한적으로 차기 공약기간에 이월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이에 반대함.

․ CER, ERU의 차기년도 이월은 2.5%로 한정하되, AAU16)는 무제한 이

월, RMU17)는 이월불가로 합의

․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종 크레딧 사이의 교환가능성은 제한을 두

지 않음

․ 공동이행(JI)의 경우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의 경우도 인정하되, 크레

딧은 2008년 발생분부터 인정

(4) LULUCF

- 산림경 (조림 부문)의 인정범위 확대

․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 러시아의 산림경 (병충해 방제, 산불예방 

등 산림의 인위적 경  행위)에 대한 인정폭을 1,700만톤에서 3,300만

톤으로 확대함 

(5) CDM과 JI에서 원자력 제외

- 기존에 합의된 사항은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가 이

루어지지 않음

- COP-6 Part II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부속서-I 국가는 제1차 공약기간중 

CDM과 JI에서 ‘원자력의 활용을 삼가’하도록 함

표 2.2-2에는 주요 의제별 각 협상그룹의 입장과 최종합의 내용이 정리되

어 있다.

16) AAU : Assigned Amount Unit의 약자로 배출권거래제에서 발생하는 크레딧을 의미함

17) RMU : ReMoval Unit(산림흡수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감축량) 



표2.2-2 주요 의제별, 협상그룹별 입장 및 합의 내용

의  제 EU 개 도 국
Umbrella그룹

(미국 제외)
합  의

의무준수

체제

의무불이행시 

대응조치의 

법적 구속력

법적구속력을 부여한 문안을 제 

1차 COP/MOP에서 채택하도록 

권고

제 1차 COP/

MOP에서 결정
EU, 개도국안 수용

의무불이행시  

유예기간
1개월 6개월 100일

교토

메카

니즘

공동이행감독위

원회 구성

선진국으로만 

구성

선․개도국 

균등배분

선진국으로만 

구성

동구3, 선진국3,

개도국 3, 도서국1

메커니즘 자격 

조건
의무준수체제 이행

의무준수

체제와 무관

의무준수체제중감

축의무는 무관, 

보고등 의무는 이행

흡수원으로 

발생한 크레딧
차기기간으로 이월 불가 이월 가능 이월 불가

크레딧 이월
차기기간으로 

이월 가능
이월불가 이월 가능

CDM, JI는 2.5% 

한도내 인정

AAU는 제한 없음

CDM 크레딧

판매 제한
판매 가능 판매 불가 판매 가능 판매 가능

통계

관련

보고

전문가팀 구성
선․개도국 

균등배분

EU제안+

지역별

선․개도국 

균등배분

선․개도국 

균등배분

보고의 범위 메커니즘, 

EU Bubble

메커니즘

정책및조치

EU Bubble

개도국에의

부정적 향

정책및조치

개도국에의

부정적 향

흡수원  러시아 흡수원 인정확대 요구 : 1, 800만톤 → 3,300만톤 인  정

* EU Bubble : 교토의정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으나, EU는 회원국 공동

으로 감축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컫는 말임

다. 시사점

EU는 통계관련보고,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대하여 개도국과 입장을 

같이하여 EU의 의견을 대부분 반 한 반면, 교토메커니즘 활용방안에 대하여

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여 금번 회의 협상을 주도하 다. EU는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다자간 환경회

의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 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Umbrella그룹(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은 2001년 7월의 COP-6 Part II에 이어, 협상 casting vot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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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활용, EU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테러사건(2001. 9. 11)이후 교토의정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

하여 금번회의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 으며, 부시정부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 당분간 교토의정서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도국은 지난 7월의 COP-6 

Part II회의에서 기술이전, 재정 등 개도국관련 의제의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금번회의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 다. 

금번 회의에서의 합의를 계기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교토의정

서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에 비추어 교토의정서는 2002년 9

월 남아공에서 개최 예정인 지속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Rio+10)에 

즈음하여 발효될 전망이 높아졌다. 

한편, 금번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이행관련 기구인 청정개발체제(CDM) 집

행위원회 위원,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전문가

그룹 구성원을 선출하 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기술이전전문가

그룹 아시아지역 대표로 한국대표를 선출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추가논의가 없이 기존의 합의안이 통과되었다.18) ‘원자

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합의안 문구만을 놓고 보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듯 하나 현실적으로는 원자력이 JI 및 CDM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원자력 제외 문제가 산림흡수원 인정문제와 연계하여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DM 및 JI의 틀에서 원자력

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U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제외된 상황에서 쿄토의정서를 발

효시키기 위해 Umbrella그룹의 감축부담을 크게 경감하도록 하는 협상안에 합

의했다. 원자력 제외문제는 이 과정에서 EU가 얻어낸 거의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원자력을 선호하는 당사국이 협약문구의 모호함을 들어 

CDM과 JI에서 원자력의 활용을 주장할 경우 EU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COP-7에서 원자력관련기관이 배포한 성명서가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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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에 대한 최종합의로 선진국들이 1차 공약기간

(2008-2012)에 개도국에 감축의무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으며 이

에 따라 우리나라가 1차 공약기간중 감축의무 부담을 지게될 가능성도 거의 없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U의 기존 주장대로 2차 공약기간(2013-2017)중 개도

국의 감축의무 부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은 2차 공약기간중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금번회의의 대표연설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

축 노력에 전지구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EU는 협상의 순조로

운 진행을 위하여 개도국 의무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자제하 으나, 협상이 

타결된 향후의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의무부담과 관련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의무 부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

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선발개도국과의 공동대응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기업의 

비용으로 반 되고 이는 원가경쟁력의 상대적인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의 차별적인 부담은 국가간 경쟁력을 변화시

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며 감축의무를 지는 부속서-I국가의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비록 온실

가스 감축의무를 지지않는 상황에서도 특정산업이나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제품의 수출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경쟁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않는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유지되는 한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생존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방안의 하나로 원

자력의 활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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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WTO 뉴라운드와 원자력

1. WTO 개관19)20)21)

가. 설립배경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는 1995년 1월 1일에 공

식적으로 출범하여 국제기구 중에서는 그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다. 하지만 

WTO는 제2차 대전 직후 창설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후속기구이며, GATT 하에서 형

성된 다자간무역체제의 역사는 50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다.

GATT가 태동한 근본적인 이유는 193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어온 보호주

의 조치의 거대한 유산을 시정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경제재건을 위

한 무역자유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었다.

GATT는 1948년부터 1994년까지 47년 동안에 걸쳐 세계교역의 안정성 확

보와 자유화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즉, GATT는 지속적인 관세인하 합의

를 통해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걸쳐 연평균 8%에 달하는 고도의 세계교역성

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 또한 GATT 체제는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교

역국가 상호간에 교역능력을 신장시키는 조치를 통해 모든 국가가 교역으로부

터의 혜택을 누리도록 기여했다. 우루과이라운드 기간에는 새로운 회원국이 급

증하 는데 이는 다자간 교역체제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경제 및 

무역제도 개혁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에 일련의 경제침체가 발생하자 각국 

정부는 외국의 경쟁압력에 직면한 분야에 대해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서구 및 북미의 각국 정부는 높은 실업률과 지속적인 공장폐쇄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경쟁국들과 양자간 시장분할협정을 모색하 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교

19) 외교통상부(www.mofat.go.kr/) 홈페이지 자료 (『WTO 이해하기』,『WTO 바로알기』) 

20) 재정경제부, 『WTO의 과거, 현재와 미래(Uruguay에서 Doha까지)』, 2001. 11

21)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원전산업 발전방향 정립 연구』, 199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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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자기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기 시작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GATT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의심받게 되었다.

GATT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1980년대 초의 세

계 교역 현실은 1940년대와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교역은 40년 전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범지구권화 되었으며, GATT규범 체

제하에 있지 않던 서비스교역이 많은 국가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

한 국제투자도 신장되어 갔다. 그 외에도 농산물분야에서 다자간 체제의 허점

이 악용되어 농산물교역의 자유화 노력이 큰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섬유 

및 의류분야에서는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반에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GATT

의 보편적 규율에 대한 예외가 다자간 섬유협정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통해 GATT 회원국들은 다자간 체제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결국 WTO 창설에 

이르게 된 것이다.

표 2.3-1은 GATT와 WTO 체제를 간략하게 비교한 것이다. GATT는 상품

교역을 중심으로 국가간 개별협정에 기초하 으며, 분쟁 발생시 특별한 해결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WTO는 상품을 포함한 서비스 교역 및 지적재산권 등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협정의 가입국들은 WTO 협정 내용에 구속을 받게 

되고, 제도적 기구로서 존재하지 않은 GATT에 비해 WTO는 회원국의 비준을 

거친 국제기구로서의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통합적이고 효과

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3-1 GATT와 WTO 체제 비교

GATT WTO

특    징
 개별 협정에 기초

 (제도적 장치가 없음)

 항구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기

구로서 역할

적용범위  상품교역
 상품, 서비스교역 및

 지적재산권

접근방식  개별 국가가 선택 가능
 복수국협정을 제외한 협정은 

전체 회원국을 구속

분쟁해결  효과적인 수단 부재  통합적이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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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TO의 조직 및 기능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이며, 각료

회의는 2년에 적어도 한번씩 열린다. 각료회의 산하에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있다. 보통 제네바에 있는 대사들과 공관장들이 참석하는데, 때때로 

회원국 본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일반이사회는 1년에 수

차례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다. 일반이사회는 또한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 

Trade Policy Review Body)와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

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에는 상품이사회(Goods Council), 서비스이사

회(Services Council),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Council)가 있어 그 활동사항을 일반이사회

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무역환경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 제한위원회, 

예산․재정․관리위원회 등과 같은 특별위원회와 작업반, 작업단 등이 있어 개

별협정과 환경, 개발, 가입, 지역무역협정 등 다른 분야들을 다룬다. 

한편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 사무국은 사무총장(현 사무총장은 

Mike Moore 뉴질랜드 전총리이며, 2002년 이후에는 슈파차이 태국 전부총리가 

사무총장으로 결정됨) 이하 500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네바 이외의 

곳에 지사를 두고 있지는 않다. 모든 결정은 회원국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WTO 사무국은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사무국의 주요업무는 WTO의 

각종 회의지원,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세계무역동향분석 및 WTO 업무홍보 

등이다. 사무국은 또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법적 지원을 하고, WTO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에게 조언을 한다. 한편, 사무국의 1년 예산은 약 1억 2천 7백

만 스위스프랑(2000년)이며, 2001년 12월 현재 공식적인 회원국은 143개국이며, 

대만이 공식적인 국내 비준 절차만 거치면 회원이 되기 때문에 곧 144개국이 

될 전망이다.

WTO의 최우선 목적은 원활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활

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해 WTO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한다.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인 여러 다자간 무역협정들과 기존의 복수국

간 협정을 관리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감시

- 무역협상을 위한 장(場)으로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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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조정하고 해결

- 국제무역의 흐름과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 분석. 각 회원국은 무역

과 관련된 조치와 통계를 WTO에 통고해야 할 의무를 지님

- 기술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한 개도국 무역정책 지원

- OECD, IMF, World Bank, 유엔 무역개발기구(UNCTAD) 등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조

WTO의 의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백한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간주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투표국의 과반수로 결정 (각 회

원국에 하나의 투표권을 부여) 

- 과반수 이외의 정족수를 정한 사항

․ 신규 회원국의 WTO 가입 :  2/3   

․ WTO 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채택 : 3/4

․ 협정규정에 대한 의무면제(Waiver) 인정 : 3/4

․ 최혜국대우, 의무면제, 양허표 관련조항 개정 ; 만장일치

다. WTO 체제의 기본원칙

WTO 협정은 광범위한 교역활동을 관장하는 법문서이기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하다. 이는 농업, 섬유 및 의류, 금융, 통신, 정부구매, 산업표준, 식품위생

규제, 지적재산권 및 기타 수많은 분야들을 관장한다. 그러나 이들 모든 협정문

에는 몇 가지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와 같은 원칙들이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원칙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MFN) 원칙이다.

WTO 협정하에서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교역상대국들을 차별할 수 없

다. 특정국가에 대해 특혜(예를 들어, 특정국가의 상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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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것 등)를 부여한다면, 다른 모든 WTO회원국에게도 그와 동등하게 대우

해야 하는 것이다. 최혜국대우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예를 들

어, 특정 지역내에 있는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그 지역 밖에서 수

입되는 상품에는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불공정하

게 교역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 상품에 대해서 무역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제한된 상황에서 차별이 허용된다. 그러나 

WTO 협정문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최혜국대우는 어느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시장을 개방할 때에

는 부국이거나 빈국이거나 또는 약소국이거나 강대국이거나에 관계없이 항상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같은 대우

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국민대우 원칙이다. 

최소한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 수입된 이상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은 외국과 국내의 서비스, 상표, 저작권 및 특

허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국민대우는 상품, 서비스 혹은 지적재산권 

항목이 국내시장에 진입했을 경우에만 부여된다. 따라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록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등한 조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내국

민대우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시장접근보장의 원칙이다.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재화와 용역에 대

한 일체의 제한을 철폐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넷째, 투명성의 원칙이다. 각국의 행정 및 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

적용, 제도운용이 합리적이며 예측가능 하여야 하고 결정에 대한 이유가 고지

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법령 및 자료가 공개되어

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 법집행에 위해가 되는 

사항, 업상의 비  등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라. WTO 협정 주요 내용

WTO 협정은 전문과 함께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과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원칙적인 선언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사항은 부속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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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부속서 1, 2, 3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17개의 MTA(다자간무역협정, Multilateral Trade Agreement)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4는 협정을 수락하기로 약속한 회원국들에게만 적용되는 PTA(복수국간

무역협정, 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이다.

4개 부속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로 나뉘어 있다.

□ 부속서(Annex) 1A : 상품무역협정(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 GATT(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1994

- 농산물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조치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 기술장벽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

- 제6조(반덤핑)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Ⅵ of GATT 1994)

- 제7조(관세평가)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Ⅶ of GATT 1994)

- 선적전 검사협정(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 원산지규정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 수입허가절차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 부속서(Annex) 1B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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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d Annexes)

□ 부속서(Annex) 1C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Rights)

□ 부속서(Annex) 2 :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부속서(Annex) 3 :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부속서(Annex) 4 :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 민간항공기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 국제낙농 협정(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 국제 牛肉협정(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2. WTO 뉴라운드 출범22)23)24)25)26)

가. 뉴라운드의 출범 연혁

2001년 11월 9일부터 5일간에 걸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

의에서는 21세기 초반의 국제무역질서를 형성하게 될 뉴라운드의 공식적인 출

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성공리에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결실이 

있기까지는 WTO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1995년 이후에 개최된 3차례의 각료회

의가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96.12 : 제1차 각료회의(싱가폴)

22) 외교통상부(www.mofat.go.kr/) 홈페이지 자료 (『WTO 개요』)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도하 각료회의 이후 뉴라운드 전망과 대책』, 2001. 11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도하 각료회의의 의의와 향후 전망』, 2001. 11

25) 삼성경제연구소, 『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2001. 11

26)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원전산업 발전방향 정립 연구』, 199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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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최초의 각료회의로 120여개 WTO 회원국 참가

- WTO의 최초사업 실시계획 및 UR협정이행을 중점논의

․ 싱가폴이슈 제기 : 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 '98. 5 : 제2차 각료회의(스위스, 제네바)

-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문제를 포함한 WTO의 향후 작업 계획에 관한 논

의개시를 결정

□ '99. 11.30∼12.3 :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 

- 농산물, 시장접근, 뉴이슈(경쟁, 투자,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 

이행 및 규범, WTO체제 개선, 노동 등 6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

행하 음

․ 서비스 및 공산품 관세인하 부분은 회원국간 상당한 의견수렴이 이루

어져 작업반 구성이 필요 없었음

- 각 의제에 대한 회원국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각료회의 중단(suspension)

을 선언하 는데, 이는 의제범위에 대한 시각차이와 절차적인 준비부족과 

함께 비정부기구(NGO)의 향력 증대로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의 유

연성 감소에 기인하 음 

- 2001. 11.9∼13간 카타르 도하에서 제4차 각료회의 개최하기로 합의

□ 2001.11.9∼14 : 제4차 각료회의 

- 제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WTO 출범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 개발 아젠다』 출범

․ 개도국의 저항을 감안, 뉴라운드라는 표현 대신 “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명칭을 사용키로 결정 

나. 도하각료회의 주요 합의 사항

-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하여 2005. 1.1까지 완료

(2003년 5차 각료회의에서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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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접근 : 공산품(임․수산 포함), 농업, 서비스

․ 규범개선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 포함), 지역협정

․ 신규의제 : 환경 

   ※ 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절차(통관등) 분야는 제5차 각료회

의에서 명시적 합의에 의해 협상 형식을 결정한 후 협상 개시 

 

- UR협정상 "개도국 우대조치"를 명료화해 달라는 요구(이행문제)에 대해서

는 약 절반에 대해 해결방안 합의

․ 기타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최빈개도국 포함), 능력개발, 특별대우를 

명시 

- ‘지적재산권(TRIPS)/공중보건에 관한 별도선언‘을 통해 AIDS 등으로 어려

움을 겪는 국가가 치료약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이 적용되

어야 한다는 원칙 확인

- 중국, 대만의 WTO 가입을 승인 

․ 그러나, EU등 다수 회원국은 새로운 무역협상에서 21세기에 걸 맞는 

여타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상을 추진

․ 이에는 공산품의 관세인하문제, 투자․경쟁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규

범제정문제, 반덤핑문제 등 기존 협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

정문제 등을 망라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표 2.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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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 

의 제 양허안 제출 및 특기사항

농업, 서비스

분쟁해결양해

비농산물 시장접근

지적재산권(TRIPS)

WTO 환경규범(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환경(무역장벽감축, WTO 정보교환)

5차 각료회의(농업), 2003년 3월(서비스)

2003년 5월(개선 및 명료화)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 이익 고려

TRIPS와 공중보건은 특별선언문 채택

규정을 명확화하고 개선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성 제고

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투자,경쟁정책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 개시

전자상거래, 환경, 무역․부채․금융

소규모경제 등 개도국 관련 사항

5차 각료회의 보고사항

검토작업 대상

3. 원자력과 WTO 뉴라운드27)28)

WTO의 협정 중에서 국내 원자력산업에 직접적으로 향을 끼칠 수 있는 

협정은 정부조달협정, 서비스협정, 보조금․상계조치협정, 기술장벽협정, 지적재

산권협정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가. 정부조달 협정

정부조달협정은 차별적인 구매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1979년 동경라운드

에서 다자간 협상의 일환으로 처음 제정된 협정이다. 이 협정은 가입 국가에게

만 적용되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서 미국, EU, 일본, 카나다, 스위스, 오스트리

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홍콩, 싱가폴, 이스라엘 등 26개국이 가입 중이

27) 한국전력공사, 『국제무역환경 대응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 산업체제 발

전방향 연구』, 1996.1 

28)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원전산업 발전방향 정립 연구』, 199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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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한미통상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대한 차별적 조달

관행을 계속해서 문제삼자, 이들 통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업체의 해외조달 

시장 참여확대와 시장개방을 통한 국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조

달협정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97.1부

터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즉 

46개 중앙행정 기관 중 42개 기관을 양허하 고 15개 시․도 및 23개 정부투자

기관을 양허하 다. 또한 동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49개의 서비스 업종을 양허

(금융, 유통, 관광 서비스는 제외)하 고 건설은 7개 업종(토목, 건축, 정지작업, 

조립건축, 전문건설, 설비공사, 마감공사)을 양허하 다. 각 물품 및 서비스 조

달에 적용되는 기관별 하한선은 표 2.3-3과 같으며, 하한선 이상의 경우에는 조

달시장을 개방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2.3-3 기관별, 부문별 조달시장 개방 하한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서비스시장

(종합엔지니어링 포함)
13만 SDR 20만 SDR 미개방

건설시장

(토목, 건축, 전문건설, 

설비공사 등 전업종)

500만 SDR 1,500만 SDR 1,500만 SDR

물품시장

(발전기자재 포함)
13만 SDR 20만 SDR 45만 SDR

주) 1SDR29)=약 1.26$(2001. 11.28)

또한 우리나라는 아래의 표 2.3-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

와 화력발전소 공히 설계의 경우 개방하지 않고 수의계약 또는 국내 경쟁입찰

을 채택하고 있다.30) 주기기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는 KSNP의 기술 사양상 유일

29)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이란 IMF참가국간의 합의 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창출

된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국제 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7년 9월의 제24차 IMF 

연차총회에서 결정되었으며 1970. 1. 1 부터 창출되기 시작하 다.

    SDR은 IMF가맹국의 출자금이나 IMF의 외부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국제협약에 의하

여 인위적으로 창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유동성이 증대되며, 성격상 외국환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으로서 그 자체가 화폐라고 할 수 없으며 교환성 통화와 교환됨으로써 그 

실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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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 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며 화력발전소는 국제경쟁 입찰로 추

진중이다. 시공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모두 국제 경쟁입찰을 추

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달시장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 조달시장

에는 아직 큰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공의 경우 국내 업체가 외

국업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음을 말한다. 주기기를 포함한 발전기자재의 경우

도 지속적인 기자재 국산화 정책에 따른 국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WTO 이

전부터 한전은 시장을 개방해 왔기 때문에 개방이후에도 시장의 큰 변동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업체가 국내의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물품 

인도와 관련된 선적, 통관, 내륙수송, 보관시설 및 관련 부지 등과 관련된 비용 

상승요인과 같은 투자 리스크가 존재하여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고 환율상승에 

의한 외국업체의 경쟁력 상실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 다.31)

표 2.3-4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개방 현황

원자력발전소

(신고리#1,2 기준)

화력발전소

(당진#5,6 기준)

-설  계 : 미개방(수의계약 추진 중)

-주기기 : 개방대상이나, KSNP 기술 

사양에 따른 유일한 공급

자로 수의계약 추진 중

-시  공 : 국제경쟁입찰로 추진계획

-설 계 : 미개방이나, 한전 방침으로 

국내 경쟁입찰로 시행

-주기기 : 국제경쟁입찰로 추진 중

-시  공 : 국제경쟁입찰로 추진계획

정부조달 분야도 WTO 뉴라운드의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조달협정 

제24조 제7항(검토,협상 및 향후과제)32) 에 근거하고 있으며, 금번 도하 각료회

30) 발전소 설계는 사업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으며, 아직까지는 개방의 대상은 아님.

31) 한전의 관련부서 담당자는 환율이 900원∼1000원/$일 경우 외국업체는 국내업체와 경쟁력 

있지만, ‘98년 이후의 고환율 상황에서는 외국업체의 경쟁력은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

음.

32) ⓑ 본 협정이 발효된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은 개발도

상국 관련조항인 제5조의 규정을 고려하면서, 추후 호혜주의에 의거하여 본 협정을 개선시

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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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달 분야는 제5차 각료회의(’03년 하

반기)이후 협상을 개시하며, 협상방식은 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하

다. 그리고 제5차 각료회의까지 정부조달의 개념, 정부조달 대상 및 범위, 투명

한 절차 등과 같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

이 진행되면서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과 “정부조달협정”상의 정부조달 범위

에 대한 조정이 예상되고, 정부조달의 참여국 확대, 대상기관 및 양허범위 확대

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인 “정부조달협정”의 확장협상으로 추진될 전망된다. “정

부조달협정” 확장협상은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정부조달 협의범위가 

확정된 이후(’03년 하반기 제5차 각료회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미개

방 분야인 정부투자기관의 서비스부문의 개방과 물품, 건설, 서비스의 조달규모 

하한선이 낮아질 전망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발전자회사가 민 화되면, 민간발전회사의 조달

은 “정부조달협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의 저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조달 확장협상시 정부재투자기관, 대형 SOC사업

(민간주도 포함)이 정부조달범위에 포함 가능성이 있다.

나. 서비스 협정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에 대한 서비스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서비스교역

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라 ’94.1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되었다. WTO의 11개 서비

스업종 중에서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 금융, 운송, 기타 등

과 같은 8개 분야는 양허하 으나, 공공성격이 강한 법률, 교육, 병원, 우편, 언

론 및 문화(도서관업, 박물관업등) 분야는 양허하지 않은 상태이다. 종합엔지니

어링과 건축설계부문은 사업서비스에 포함되어 개방되었고, 건설시장의 경우 

일반건설은 ’94.1부터, 전문건설은 ’96.1부터 개방하고 있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13조(정부조달)33), 제19조(구체적 약

속에 관한 협상)34), 정부조달협정 제24조 7항(검토,협상 및 향후과제)35)는 WTO 

33) ②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 협정에 따른 정부 서비스 조달에 관한 

다자간 협상을 개최한다

34) ①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회원국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

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주기적

으로 협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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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에서의 논의의 근거가 된다.

제4차 각료회의의 서비스 분야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2.6월 서비스협상 상대국 개방요구안 제출

- ’03.3월 양허안 제출

- ’05.1월 뉴라운드 협상 완료

WTO 뉴라운드 체제하에서 GATS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가입 등으

로 인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수준으로 개방 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현재 

미개방 분야인 교육, 보건․사회, 문화․오락, 법률, 에너지유통관련 서비스 분

야의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구조개편이 진행중인 에너지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분야는 2000년부터 우리나라가 참여해 오고 있는데, 아직

은 에너지서비스의 분류를 에너지원별 분류와 에너지 행위별 분류로 할 것인지

에 대한 논란이 있는 등 협상의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협상대책반의 원자력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국가안보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WTO 협정은 보조금의 지급을 규율하고 회원

국들의 보조금 지급을 상계하기 위한 조치를 조정한다.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

들은 보조금 지급의 중단, 또는 보조금 지급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해소

하기 위하여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자체 

조사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이 국내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해당 수입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관세(즉,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동경라운드 보조금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협정

은 동경라운드 협약과는 달리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재

35) ⓑ 본 협정이 발효된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은 개발

도상국 관련조항인 제5조의 규정을 고려하면서, 추후 호혜주의에 의거하여 본 협정을 개선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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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정은 특정  보조금(specific subsidy)의 개념도 도입하고 있다. 특정 보

조금이란 특정기업 또는 기업군, 특정산업 또는 산업군에게만 주어지는 보조금

을 말한다. WTO 협정은 이러한 특정 보조금에만 적용된다. 특정보조금은 국내

보조 또는 수출보조일 수 있다. 반덤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협정은 

WTO 협정의 부속협정으로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동경라운드 보조금 협

약에는 GATT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들만이 조인하 다.

보조금 협정에서는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상계불가능(허용)보조금 

등 3가지로 보조금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허용보조금은 1999년말 

모두 폐지하 기 때문에 현재는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보조금 협정은 농업협정에 따르는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농산물과 공

산품 모두에 적용된다.

□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금지보조금은 수출목표를 달성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내생산품 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들 보조금은 국제무역을 왜곡

시켜 무역상대국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므로 금지의 대상이 된다. 이러

한 보조금 지급 행위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될 수 있으며 신속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분쟁해결절차에서 보조금 성격이 금지보조금으로 판정되면 보

조금 지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보조금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

국은 보조금 지급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국내 생산자들이 보

조금 혜택을 받은 수입품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이 경우 제소국은 자국이 상대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입

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보조금은 허용된다. 협정은 3가지 형태의 

피해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제3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수출국가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시장에서 수출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

가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만일 분쟁해결기구(DSB)에서 피해 판정이 내려

지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든지 또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피해의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금지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생산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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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상계불가능(허용) 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상계불가능 보조금은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또는 산업연구(industrial 

research), 기초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 낙후지역 개발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법이나 규제상 요구되는 환경조건에 기존설비를 적용

시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환경보조금 등의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상계불가능 보조금의 지급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될 수 없으며 상계관

세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지급에는 엄격한 조건들이 따른다. 

특히 연구지원 보조금의 경우,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지원과 산업연구의 경우 소요비용의 75%

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경쟁전 개발활동의 경우 소요비용의 50%까지 가능하다.

한편 정부출연 연구개발 지원은 정부에서 민간기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보조금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개발 지원금은 현재까지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 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일부 재원을 기술료 명목으로 계약금액에 포

함하여 원자력 산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어렵게 될 전망이다.

4. 중국의 WTO 가입 향 전망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

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가입 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11일 중국은 전

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가입 비준서를 세계무역기구에 기탁하 다. 그리하여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 30일 만인 12월 11일부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되

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WTO 가입은 1950년 GATT를 탈퇴하면서 회원국 자격

을 상실하고 1986년 7월 GATT로의 복귀를 신청한 후 15년간의 노력 끝에 이

루어진 결실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WTO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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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대립이 가장 큰 문제 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내의 인권문제, 대

만문제 등 정치적 현안 및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 경제적 

현안들을 이유로 중국의 WTO 가입에 제동을 걸었다. 꾸준하게 가입을 준비해

온 중국은 ‘99년 4월 미국과의 WTO 가입협상에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

거, 서비스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농산물교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제안서를 제시하 고 ’99년 11월 15일 양국간의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되었

다. 하지만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의 악화로 다소 교착 상태에 빠지기

도 했지만 2001년 6월에 구체적인 가입조건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상이 최

종적으로 타결되었으며, 2001년 9월에 제네바에서 이행조건 및 시기 등 마무리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었던 것이다.36)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예상되는 시장개방 확대에 의해 우리나라는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국내 기관은 예측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10∼

15억 달러37)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의 제고로 인해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입의 증가와 대중국과 제3국에 대한 

수출의 증가 및 비교열위에 있는 한계산업의 퇴출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전망이

다.

중국의 원자력산업은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정부관련기관이므로 공공부문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WTO 가입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 다. 중국 정부는 

국 기업이나 국가 투자기업의 상업적 목적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대해

서는 자국내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규나 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WTO 협정의 

관련 조항에 따를 것임을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의 원칙을 천

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원자력산업의 시장개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국

의 막대한 원자력산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조달시장의 체계를 분석

할 필요가 있으며, 진출 가능한 분야와 진출하기 위한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아직 복수간 협정인 정부조달협정에 가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TO의 상품과 서비스 협정에만 저촉을 받을 전망이지

36)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향과 대응』, 2001. 11

37) 이 결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향과 대응』, 2001. 

11)이며, 동 연구결과물에 한국은행은 2002∼2008년에 연평균 19.8억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은 13억 달러의 수출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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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부조달협정에의 가입에 따른 향과 대책도 아울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WTO의 뉴라운드 출범은 지역주의화 되어가던 경제의 틀을 다시 다자주

의 협상 테이블로 모든 나라가 돌아오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원자력 분야도 협상의 틀 안에서 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조달협정에서 현재 보호받고 있는 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시장도 향

후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전의 발

전회사가 민 화되면 정부조달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는 되겠지만 서비스 분야의 

WTO 규범을 따라야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개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

다. 비록 한수원(주)이 민 화되지 않고 정부재투자기관으로 존속되어 정부조달

협정하에서의 발전소 설계 분야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한

수원(주)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머지 발전회사들이 민 화되어 개방을 통한 경

쟁력 제고를 도모할 경우 한수원(주)도 더 이상 수의 계약에 의한 국내 산업보

호에 주력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지원금의 경우 

현재는 크게 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사업성을 띤 연

구개발의 지원과 벤처지원과 연구원 창업 등과 관련된 연구비 지원의 성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논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WTO의 협정에 위배되지 않고 국가 연구개발

과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

된다.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 사업서비스, 건설서비스, 에너지서비스 분야

의 협상에 있어서 국익의 최대화와 연구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앞으로 최대 원자력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

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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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설

1. 기금설치의 배경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기본계획(1999.1) 및 추진계획(2000.6)에 따라 전력산

업구조개혁단과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가 설치․운 되어 왔다. 구조개편의 

주요 내용은 한전의 조직구조를 변경하고 자회사를 민 화하는 것인데 1단계로

는( ∼ 2002년)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민

화함으로써 발전회사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2, 3 단계로는 

송․배전 부문을 개방함으로써 전력시장을 완전한 경쟁체제로 만드는 것을 주

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한전의 구조개편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담당하 던 준 정부적 공익기능수행(농어촌 벽지 전력보급사업, 중소기업 지원, 

전력기술개발 지원, 국내 무연탄 보조 등)의 처리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구조개편 이후 공익기능 위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방만한 공익사

업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충되었는데, 논의 결과 구조개편 후에도 전

력분야의 공익적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게 되었다. 

공익적 기능의 유지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에 있어서는 전력특별회계의 신

설․운용(제1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전력계정을 설치․운용(제2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운용(제3안) 등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전력산

업기반기금의 설치․운용안이 공공정책의 수행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

다. 

2. 현황 및 주요 내용 

앞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신규로 설치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동 법령에 근거하여 2001년 4월

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법률(법률 제 6283호)은 2000년 

12월 23일 통과되었고 2개월 후인 2001년 2월 24일에 공포되었다. 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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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산업자원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함.

․ 산업자원부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계획을 심의함.

- 기금의 징수 

․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함.

-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운용․관리함.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

는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함.

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전기사업법의 내용

기금과 관련하여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2000년 12월 23일 통과되었으며 이

에 따른 시행령은 2001년 2월 24일, 시행규칙은 2001년 4월 7일 개정되었다. 개

정된 전기사업법과 시행령을 요약해 보면 표 2.4-1과 같다. 한편, 표의 부칙중 

2001년도의 부담금 부과기준(산자부 고시)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25호

(2001.10.31)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전기사업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담금 산식중 "(1천분의 32.3)/(1+1

천분의 32.3)"을 "(1천분의 45.91)/(1+1천분의 45.91)"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징수시기) 이 고시에 의한 부담금은 2001년 10월 이후 전기

사용량에 대한 1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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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주요 내용

전기사업법 주요 내용 비 고

제48조

기금의 설치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제49조

기금의 사용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

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에 대

한 지원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제8호:  

2002년 

1월1일

부터

시행

제9호:

시행령 

제34조

제50조

기금의 조성

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호:

시행령 

제35조

제51조

부담금

①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

②미납시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부담금 축소 노력 및 필요 조치 강

구

①항: 

시행령 

제36조

②항:

시행령 

제37조

제5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

능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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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주요 내용 비 고

제34조

기금의 사용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

업

1. 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동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4. 전력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분야의 시험․평가․검사시설의 구축 

제35조

기금의 조성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2.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제37조

가산금

1. 납부기한이 만료후 1월 이내 : 부담금의 1천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만료후 1월을 경과시 : 부담금의 1천분

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

기금의 

운용․관리

사무 위탁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기관

④ 기금의 지원조건․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관

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함.

부칙(*)

2001년도의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산자부 고시]

                           1천분의 32.3
  부담금 = 전기요금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 1천분의 32.3

2001년 3월 

이후 

전기사용량 

(4월검침분)부

터 적용

(*) 부칙은 2001.10.31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1천분의 32.3이 1천분의 45.91로 변경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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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및 집행 체계

전기소비자로부터 기금이 징수되는 과정과 조성된 기금의 운용계획 및 집

행후의 결산보고 등을 도식화하면 그림 2.4-1과 같다.

그림 2.4-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및 집행 체계

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전기사용자로부터 조성된 기금은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어 진

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책임하에 현재는 한전전력연구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의 추진체계 및 기금 운용내역,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반조성사업 추진체계

기반조성계획을 공정하게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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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전담기관(현재는 한전전력연구원으로 지정

됨)과 기금조성(한전에 위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하여 운 체제

를 구성하고 있다.

 

산   업   자   원   부 전력정책심의회

부담금징수

위 탁 기 관

전  담  기  관

(기금위탁관리기관)
전 문 위 원 회

한전(판매사업자) 한전(전력연구원)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그림 2.4-2 기반조성사업의 추진체계

- 산업자원부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 수립․시행 

- 전력정책심의회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의 심의․의결

- 전담기관 : 기반조성사업의 기획․선정․관리․평가

- 관리기관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

- 전문위원회 : 사업계획의 통합․조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산․학․연 전문

가 7인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회 : 수요조사 및 신규과제의 발굴, 사업결과의 평가(산․학․연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

- 주관기관 : 장관의 지정 또는 공모에 의해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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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조성사업의 주요 내용

기존의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사업을 정부가 이관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목적은 첫째, 전력분야의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해 전력산업의 지속적

인 발전을 도모함이고 둘째,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전력수급의 안

정에 기여하고 셋째, 보편적 전력공급, 전기안전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생

활권을 보장하는 것 등이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의 

통폐합으로 인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기반조성사업으로 이관

하여 추진하게 된다. 기반조성사업의 대상을 부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력수요관리사업 : 전력부하의 평준화를 통한 전원설비의 효율성 제고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최대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전력부하관리사업

․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력효율향상사업

․ 전력수요관리홍보 및 평가사업

․ 부하관리요금제에 참여하는 수용가를 지원하는 부하관리요금 지원사

업

-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 중장기적인 미래기술의 개발을 통한 핵심전

력기술의 자립, 공익적 성격의 기술 개발, 전력산업의 공통기반기술개발지

원 등을 통해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 전원개발 촉진으로 안정적․경제적인 전력수급능력 확보를 위한  신

전원기술개발사업

․ 전력계통의 신뢰성향상과 전력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력계통이

용기술개발

․ 전력기술의 기초연구, 환경친화기술 및 전기품질기술개발사업

․ 전력산업의 공통기반기술 및 범용성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공통기반기

술개발

․ 산업기술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인력양성사업

․ 전력기술의 정보화, 기술기준개발,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기술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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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

- 전력공익사업 : 도서벽지지역의 전력공급을 지원하고 전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 전기시설 안전관리, 홍보, 법정 점검지원 등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 전력산업 관련 타에너지 지원사업 : 사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작

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전력공급원의 안정적확보를 목적으로 한 분

야임. 

․ 국내 무연탄발전 지원사업

․ LNG발전 지원사업

․ 열병합발전 지원사업

․ 대체에너지발전 지원사업

- 기반조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관 출연지원사업 : 사

업관리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함.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이 있다.

(3) 사업별 기금지원계획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의 범위에는 대상과 지원금액에 있

어서 차이가 있다. 2001년도에는 사업별 소요재원이 4월 전기요금부터 부과되

고 있고 기금의 설치․시행이 8월이후 인점을 감안하여 총사업비의 5/12를 한

전에서 우선 지원하고 7/12을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 으며 2002년도에는 발

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2001년도의 기금조성

은 전기요금의 31.3/1000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 2001년도의 운용계획 

기금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은 2001년 6월 이후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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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필요한 총비용중 일부를 한전으로부터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당해연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표 2.4-2와 같다.

표 2.4-2 2001년도의 기반조성사업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구 분

2001년 소요재원

정부
재정

지자체

재정

재원별

소 계 기금지원 한전지원

 수요관리사업 - - 1,211 765 446

 연구개발사업 - - 445 289 156

 전력공익사업

 - 도서벽지전력공급

 - 전기안전관리

15

15

-

15

15

-

872

489

383

522

285

237

350

204

146

 타에너지지원사업

 - 무연탄발전

 - LNG발전

 - 열병합발전

 - 대체에너지발전

-

-

-

-

-

-

-

-

-

-

3,451

1,997

393

1,036

25

2,013

1,165

229

604

15

1,438

832

164

432

10

조성사업 (계) 15 15 5,979 3,589 2,390

전담기관 지원 - - 30 30 -

예비비 - - 7 7 -

합  계 15 15 6,016 3,626⑴ 2,390

주 1) 전기요금의 31.3/1000으로 2001년 6월 이후 조성가능 규모

위의 표 2.4-2 중에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문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표 2.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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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2001년도 연구개발사업 세부내역

사  업 세부과제 수행기관
예산 

(억원)

전략적 선도전력

기술개발사업

 차세대원자로기술개발 등 4개 한국전력연구원

223

 신전력계통기술개발 주관기관 공모

전력산업 

공통요소

기술개발사업

 원전기술고도화계획 11개과제 한국전력연구원

41

 한국표준형원전의 요건완화연구 주관기관 공모

공공전력

기술개발사업

 전력기술기초연구개발 기초전력공동연구소

120 전기안전조사연구 전기안전공사

 전기품질기술개발 주관기관 공모

전력기술인프라

조성사업

 전력기술기준개발사업 대한전기협회

60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기관 선정

 정책연구 주관기관 공모

(나) 2002년도의 운용 계획

산업자원부는 2001.12.6일자로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 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력산업관련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총 8,773억원을 출연 또는 융자 지원할 계

획이며 이를 표 2.4-4에 정리하 다. 소요재원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45.91/1000에 해당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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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2002년도의 기반조성사업 지원계획

       (단위: 억원)

사업 구분  지원규모 사업주관기관

 전력수요관리사업
  - 부하관리사업
  - 효율향상사업
  - 수요관리홍보 및 평가
  - 부하관리요금지원
  - 융자지원 

  1,208
    219
    287
     44
    448
    210

- 전기판매사업자, 에너지관리공단
               "
               "
- 전기판매사업자
- 에너지관리공단, 전담기관

 전력연구개발사업
  - 신전원기술개발
  - 전력계통․이용기술개발
  - 전력기초/환경/품질기술개발
  - 공통기반기술개발
  - 기술인력양성
  - 기술기반조성

    937
    214
    111
    124
    338
     38
    112

 별도 공고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주관기관을 공모로 선정

 전력공익사업
  - 전원개발지원(융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전력공급지원
  - 전기안전관리

  3,695
    500
   1,992
    771
    432

- 발전사업자
- 발전사업자,원자력문화재단,지자체
-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기안전공사

 타에너지지원사업
  - 무연탄발전
  - LNG발전
  - 열병합발전
  - 대체에너지발전

  2,901
  1,887
   258

    721
    35

- 한국전력거래소
        "
        "
-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전담기관지원     32 - 한전전력연구원

     계   8,773

3. 시사점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과 에너지분야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전력수요관리 및 전력연구개발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할당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특별히 추가로 만들어진 조세가 아니라 과거에 여러 

부분으로 흩어져 있는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형성된 재원조달방안으로 평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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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익적 비용의 부과 및 흡수주체가 전력산업이 민 화됨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전이 6개의 전력회사로 분할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각 전력회사의 비용으로 작용하지 않고 전기요금의 

일정비율 만큼 조세의 형태로 국민에게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외부적 비용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인

해 전력의 공급가격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 전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효용의 감소를 예

상할수 있는데 효용의 감소정도는 전력수요곡선의 기울기에 의해 달라지게 된

다. 일반적으로 가격에 비해 전력수요가 비탄력적임을 가정하는 것을 감안한다

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인한 수요감소, 총효용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과거에 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의 총규모에는 거의 차이

가  없고 단지 징수하는 주체만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

력산업기반기금 신설로 인해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향은 과거와 비

교할 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설은 전력산업관련 공익활동과 관련 연구개

발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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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자력 관련 환경/경제성 분석

제1절 에너지-환경-국민경제 측면에서 본 원자력의 역할

1. 도 입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하는 지구온실가스의 양은 1999년에 

118,562 천 탄소톤(1000TC)으로, 지구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83.9%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의 배출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비교적 적

은 것인데 이는 주로 전력생산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이다. 국내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하여 왔다.

2000년 현재,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16기로서 원자력에 의한 발

전량은 109 TWh 이며 총발전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4기가 건설 중

에 있으며, 현재의 전원개발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8기가 추가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원자력 건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

을 공급하기 위함이지만, 이 외에도 지구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추가적인 편익을 

가져다준다.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지구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분석에서는 

sectoral 에너지 모형을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Sectoral 에너지 모형에서는 

지구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하여 주어

진 제약조건 하에서 최적화 에너지 시스템을 찾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sectoral 모형의 장점은 직관적이며 비교적 단순하고, 많은 수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sectoral 모형은 지구온실

가스 감축 수단이 가져다 주는 feedback 효과를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예를 들면, 석탄화력 발전을 풍력발전으로 대체하면, 발전비용이 상승

하고 그 결과 전력가격이 상승하게된다. 전력가격의 상승은 전력수요를 감소시

키게 되는데 이러한 feedback 효과를 sectoral 모형에서는 고려할 수 없다.

본 절에서는 에너지․전력․경제의 연관효과를 반 할 수 있는 에너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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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모형을 이용하여 지구온실

가스의 배출 감축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의 역할

을 중심으로 분석하 으며, 지구온실가스의 감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의 제약으로 인해 지구온실가스 중에서 에너지부문에서

의 탄소 배출만을 고려하 다.

2. 모형

본 모형은 에너지가격의 변화가 전력/에너지 수요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구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 탄소세의 

도입을 고려하 으며 탄소세의 부과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38)

본 모형은 국민경제, 전력, 에너지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모

형에서는 전력부문을 에너지 부문으로부터 분리시켰는데 이는 지구온실가스의 

감축에 있어서 전력부문의 역할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부문과 

에너지부문에서 지구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탄소세를 도입하면 전력가격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충격은 에너지가격 지수의 상승을 통

하여 국민경제로 이전된다. 연료와 전력은 생산의 투입물로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재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이들 가격의 변화는 생산과 소비 수준에 

향을 주고 전력수요 및 다른 연료 수요에도 다시 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feedback 효과가 그림 3.1-1에 도시되어 있다. 모형의 추정결과는 부록 2.2에 수

록하 으며,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은 부록 2.3에 수록하 다.

38) 본 모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원자력경제성 분석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RR-1985/99』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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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GDP

그림 3.1-1 모형의 구조

가. 국민경제 모형

본 모형에서의 국민경제 부문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결정되는데, 국내

총생산이 수요 측뿐만 아니라 공급 측의 변수에 의하여서도 결정되도록 설계되

었다. 이러한 모형의 특징은 에너지-경제 연관 분석에 적합하다. 국민경제 부문

은 지출, 생산, 대외무역(수입, 수출), 물가의 4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 부문과 국민경제 부문과의 feedback 효과를 반 하기 위하여 생산

함수의 투입요소로서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고려하 다. 생산함수의 에너지 투

입요소는 에너지 부문과 국민경제 부문을 연결시키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 

생산함수는 Cobb-Douglas39) 함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γβαλ EKLAeY t= (1)

여기서, Y: GDP, 

L: 경제활동인구

K: 자본 저량(stock)

E: 에너지 투입량

t: 기술변화를 고려한 추세변수

       λ: 기술 향상으로 인한 생산변화 

A, αβγ: 상수

39) A.C. Chiang, Fundamental Methods of Mathematical Economics, 3rd ed. McGraw-Hill, 

19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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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투입량에 관한 이윤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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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E는 에너지 투입요소의 가격이고, Po는 생산물의 가격이다. 

이상에서 도출된 E를 생산함수에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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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 A, P=PE/Po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띄게 된다.

tPKLAY ))1/((ln))1/((ln))1/((ln))1/((ln 0 λλγγγβγα −+−−−+−+=  (2)

여기서, A0 = (1/(1-))lnA+/(1-)ln

규모에 대한 불변보수를 가정하면,

    α + β + γ = 1 (3)

(2)식과 (3)식을 이용하여 잠재 GDP의 값이 산출된다.

우선, 계수인 α, β,γ, A0를 과거의 실적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다. 그 

후, 추정된 계수와 노동, 자본, 투입요소가격 변수의 미래 값을 이용하여 잠재 

GDP의 미래 치를 예측한다. 잠재 GDP 산출은 실제의 노동 대신에 잠재 노동

력(최대 가능 노동력을 반 하는 것임), 실제 자본량 대신에 잠재 자본량(최대 

설비가동률을 반 하는 것임)을 대입함으로써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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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gap 변수는 실제 GDP와 잠재GDP의 차로 정의된다. 이 변수는 수

요측과 공급측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변수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잠

재 GDP가 감소하는데, 이러한 잠재 GDP의 감소는 GDP gap 변수에 포착된다. 

그리고, GDP gap 변수는 물가수준에 향을 미친다. 결국, 에너지가격 상승은 

국민경제의 물가수준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실제 GDP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GDP gap은 국민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변

수로서의 역할을 한다.

지출블록은 소비(정부와 민간), 총공정투자, 재고투자, 수출 및 수입에 의

하여 결정된다. 

소비는 다시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의 3개 부문으로 세분된다. 총고정

투자는 기계설비투자, 주거건설투자, 비주거건설투자, 기타투자로 세분된다.

총고정투자는 자본량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잠재 GDP 결정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40) 본 모형에서 수출은 수출가격지수, 대일환율41), 세계무역

량의 함수로 설정되었으며, 수입은 수입물가지수, 대미환율, GDP의 함수로 설

정되었다.

물가블록에서는 기대물가수준, GDP deflator,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

지수, 수출물가지수 등이 결정된다. 이들 변수들은 GDP gap 변수의 향을 받

는데, 국민경제의 수요측면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

지출블록의 모든 함수들은 (2)식인 생산함수와 유사하게 자연 로그의 형

태를 취하고 있다.

나. 전력부문

전력수요는 용도별로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의 3개의 수요부문으로 구성

된다. 이들 수요함수들은 (i) GDP(소득수준, 부가가치 혹은 서비스 소비) (ii)전

년도 소비수준 (iii)추세변수(기술진보 혹은 소비행태의 변화를 반 하는) (iv)가

격지수 등의 함수로 설정되었다.

40) 자본량은 생산함수의 중요 투입요소 중의 하나이다.

41)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일 환율에 크게 향을 받는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에서 일본

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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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DEi,t  = a0 + a1 ln DEi,t-1 + a2 ln YYi,t + a3 ln PEi,t + a5 TIMEi     (4)

여기에서, DEi,t: t년도에 있어서의 i부문의 전력수요(주택용, 상업용, 산
업용)

a0, a1, a2, a3, a4, a5: 추정 계수

YYi,t: 각각의 방정식에서의 GDP 항목을 나타내는 변수임(산업용의 경
우는 부가가치, 주택용의 경우는 소득, 상업용의 경우는 서비스 소비)

PEi,t: t년도에서 i부문 방정식의 전력가격

 TIMEi: 추세변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ai의 계수를 추정한다. 계수들이 추정되면 (4)식을 이

용하여 각 용도별 전력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원은 수력, 원자력, 화석연료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전력수요가 주어진 상태에서 원자력과 수력의 발전량이 주어지면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량이 결정되며, 전력부문에서의 화석연료 총 소비량도 결정된다. 화석

연료가격 블록에서는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비용이 산출된다. 고려되고 있는 화

석연료에는 무연탄, 유연탄, 중유, 경유, LNG가 있다.

가격블록에서는 전력가격이 결정된다. 평균적인 전력요금은 상업용이 가

장 높으며, 그 다음이 주택용이고 산업용이 가장 저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추세가 분석기간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 다. 시뮬레이션 기간의 전력가격

은 평균연료비용만의 함수로 설정하 다. 그러나, 예측기간에 있어서의 전력가

격은 연료비뿐만 아니라 자본비에 의해서도 향을 받도록 설계하 다42). 전력

가격 항등식의 도출과정은 부록 2.4에 수록하 다.

이와 같이 본 모형에서의 전력부문은 전력의 공급과 수요사이에 feedback 

효과를 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가격이 상승하면 발

전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전력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며 이러한 전력가격 상승은 

전력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전력공급도 줄어들게 된다.

42) 과거 시뮬레이션 기간동안에도 전력가격은 연료비뿐만 아니라 자본비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 시뮬레이션 기간동안의 발전원별 자본비를 연도별로 구할 수 없

었으므로, 과거 시뮬레이션 기간동안에는 연료비만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전력가격의 변화

를 추정하 다. 이러한 추정으로 인해 전력가격 변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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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부문

에너지 부문에서는 비전력 에너지 수요가 도출되는데, 비전력 에너지 수

요는 GDP와 에너지가격의 함수로 설정되었다.

비전력 에너지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nDNEi,t = b0 + b1 lnDNEi,t-1 + b2 lnGDPi,t + b3 lnPNEi,t                   (5)

여기에서, DNEi,t: t년도에 있어서 i 연료형태의 비전력에너지 수요

 b0, b1, b2, b3: 추정계수, GDPi,t: Gross Domestic Product 

 PNEi,t: t년도에 있어서 i연료 형태의 비전력에너지 가격

추정대상 연료 형태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연료형태별 에너지 수요함수

용도 분류 에너지 형태 분류

산업용 열에너지, 납사, 코크

주택 및 상업용 열에너지, 무연탄, 중유

수송용 가솔린, 경유, 부탄, 제트유, 중유

본 모형은 RATS(Regression Analysis of Time Series) 컴퓨터 package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부록 2.5에 수록하 다.

라. 모형의 신뢰성 검토

모형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1985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도출된 값과 과거의 

실적 값과를 비교하여 두 값의 근사한 정도에 의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평가하

다. 여기서는 실적 값과 시뮬레이션 값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root mean 

square percent error에 의하여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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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뮬레이션 기간동안의 주요 내생변수에 대한 root mean square 

percent error를 표 3.1-2에 나타내었다. 또한, 내생변수에 대한 실적 값과 시뮬

레이션 값에 대한 추세를 그림 3.1-2 ∼ 그림 3.1-7에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경우 모형에서 산출된 값은 실제값을 잘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력가격의 경우 모형 값과 실제값과의 괴리가 비교적 큰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뮬레이션에 이용된 전력가격 방정식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연료가격에 의해서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예측에 있어서는 

연료가격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고려하 으므로 실제 예측에 있어서는 예측오차

가 이 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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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역사적 시뮬레이션의 RMSE Percent Error

변수 RMSE(%) 변수 RMSE(%)

GDP 2.73 총전력수요 2.30

GDP Deflator 3.13 총전력발전량 2.26

소비자물가지수 1.72 화석연료 발전량 4.58

생산자물가지수 2.57 발전용 화석연료소비 4.15

총소비 1.95 열효율 1.61

총투자 5.68 전력가격 8.86

수출 8.88 산업용 비전력에너지 수요 6.97

수입 6.99
주택 및 상업용 비전력 

에너지 수요
11.12

수출물가지수 3.06 수송용 비전력에너지 수요 4.97

에너지물가지수 2.87 총 비전력에너지 수요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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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경제적 향 및 원자력발전의 역할

여기서는 본 모형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제약이 에너지부문

과 국민경제부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기준안을 설정함으로써 분석을 

시작하 는데, 기준안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는 것으

로 가정하 다. 비교안으로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제약에 있어서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 다.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 다. 원자력발전이 현재와 같은 추세

로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을 가정하여 이를 원자력안으로 하 으며,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만이 전력계통에 추가 투입되고 더 이상의 원전은 건설되지 않

는 경우를 비원자력안으로 하 다. 다양한 이산화탄소 배출 제약하에서 원자력

안과 비원자력안이 미치는 향을 기준안과 비교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분석하 다.

가. 기준안

기준안의 산출결과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연

간 6.7%,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4.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3.7%,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1.9%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43) 이와 같은 

성장률을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로 표현하면 4.1%에 해당하는 

것이다. GDP deflator와 에너지가격지수의 연평균 상승률(2001년부터 2020년까

지)을 살펴보면, GDP deflator는 1.7%, 에너지가격은 3.2%로 나타났다. 2001년

부터 2020년까지의 전력가격 상승률은 단지 1%에 불과한데, 이는 원자력의 발

전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에너지 수요는 연간 3.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기준안의 예측결과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기준안의 분석결과는 표 3.1-3과 같

다.

43)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하 으나 이내 다시 회복

하 다. 아직까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장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을 발표하고 있지 않으

나, 본 연구의 기준안의 GDP 성장률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일반적인 장기전망치의 범

주와 비교적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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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교안

이산화탄소 배출제약이 국민경제에 미치게될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산화탄소 배출제약에 대하여 8가지의 비교안을 고려하 다. 이들 비교안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 제약에 대한 강도를 반 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

제는 2010년부터 매년 기준안 대비 일정 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기준안 대비 감소비율은 5%, 10%, 15%, 20%의 네 가지 경우

이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원자력안과 비원자력

안을 고려하여 총 8가지의 경우를 분석하 다.

표 3.1-3 기준안의 분석 결과

구      분 1999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국내 총생산액(GDP)
(1990년불변, 10억원)

306,448 322,754 446,754 545,621 653,313 716,715

GDP Deflator
(1990년 = 1.000) 1.527 1.567 1.809 1.963 2.107 2.196

에너지수요
(천 TOE)

산업부문 65,372 66,153 80,257 91,898 100,706 111,751

가정․상업부문 26,771 26,495 33,295 43,177 53,480 57,707

수송부문 28,965 27,778 41,842 52,993 65,008 68,099

발전부문 21,361 22,434 29,784 36,803 42,690 47,055

소    계 142,451 142,859 185,178 224,872 261,884 284,012

에너지가격지수
(1990년 = 1.00) 1.717 1.757 2.182 2.569 3.025 3.426

전력가격
(원/kWh) 64.70 66.46 70.63 72.80 74.60 78.02

탄소배출량
(천탄소톤)

산업부문 43,862 44,002 50,954 55,902 59,209 63,227

가정․상업부문 21,431 21,211 26,577 34,361 42,475 45,801

수송부문 23,423 22,473 33,751 42,673 52,268 54,723

전력부문 28,584 31,910 43,270 52,883 56,198 60,641

소    계 117,300 119,597 154,552 185,819 210,150 22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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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과 비원자력안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원자력발전이 미치는 향

을 전력/에너지부문 뿐만 아니라, 경제부문에서도 평가하 다. 

분석대상 변수로는, GDP 감소, 전력수요, 비전력에너지수요, 전력가격, 에

너지가격, 화석연료소비를 선정하 다.

기준안과의 상대적 증가율로 정리한 분석결과는 표 3.1-4 ∼표 3.1-7과 같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제약의 정도가 강할수록, 분석 

변수에 미치는 향의 정도가 더 커지고 또한 원자력안보다는 비원자력안의 경

우가 더 심각한 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산화탄소 배출제약이 기준안 대비 연간 5%로 주어질 경우, 비원자력안

의 GDP 감소는 2020년에 0.89%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자력안의 0.23%에 비하

여 더 심각한 것이다. 탄소배출규제가 기준안 대비 연간 10%, 15%, 20%로 강

화됨에 따라 2020년의 GDP 감소는 원자력안의 경우 0.56%, 0.97%, 1.55%로 각

각 나타났으며, 비원자력안의 경우는 1.38%, 2.00%, 2.79%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탄소배출규제가 초래하는 GDP감소 충격을 원자력의 

추가 도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GDP 감소 이외의 다른 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2020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에너지 수요(비전력에너지 수요와 전력에너지 수요)의 감소폭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통

하여 에너지수요에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수요의 감소율은 원자력

안의 경우 3.15%, 6.75%, 10.45%, 14.61%인 반면에 비원자력안의 경우는 

11.77%, 15.54%, 19.51%, 23.60%로 나타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가 강화될수록 원자력발전의 추가 투입의 여부가 전력수요 감소에 미치는 향

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2020년의 비전력 에너지수요의 감소율은, 원자력안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4.64%, 9.31%, 13.71%, 18.29%로 

각각 나타났다(이는 이산화탄소배출 규제가 기준안의 5%, 10%, 15%, 20%로 점

차 강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비원자력안에서의 감소율은 12.13%, 

16.28%, 20.46%, 24.67%로 나타남으로써 원자력안에 비하여 감소의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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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력가격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자력안의 

경우 2020년의 전력가격의 상승률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점차 심해짐에 따

라(5%로부터 10%, 15%, 20%에 이르기까지) 24.28%, 60.74%, 109.43%, 185.62%

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에 비원자력안의 경우는 143.11%, 226.92%, 352.80%, 

537.73%로 나타나서, 원자력안에 비하여 전력가격 인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실시되면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안과 비원자력안에 있어서 상승률의 차이가 매우 큼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에너지 가격에 매우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전력생산에 있어서 원자력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면 큰 폭의 에너지가격 상승률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

이산화 탄소에 대한 배출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원자력안의 경우 2020

년의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7.01%, 16.80%, 29.24%, 47.84%인 반면에 비원자력

안의 경우는 34.90%, 54.43%, 82.94%, 124.06%인 것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가 실시되면 화석연료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러한 

화석연료가격 상승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

에서 추가적인 원자력발전의 투입이 허용되면 원자력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게 됨으로써 화석연료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석연료 수요

의 감소율은 원자력안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2020

년에 3.07%, 6.59%, 10.20%, 14.26%로 각각 나타났다(5%, 10%, 15%, 20%의 이

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것임). 한편, 비원자력안의 경우는 화석연료 수요의 

감소율이 21.65%, 16.57%, 11.23%, 5.72%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의 정도가 엄격해 질수록 화석연료 수요의 감소율은 오히려 점차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원자력발전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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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기준안과의 상대적 증가율(%) - 탄소배출량 5% 감소안

변수 비교안 2010 2015 2020

GDP 감소
원자력안 0.23 0.18 0.23

비원자력안 0.48 0.65 0.89

전력 수요
원자력안 -4.47 -3.10 -3.15

비원자력안 -7.52 -9.94 -11.77

비전력에너지수요
원자력안 -4.29 -4.78 -4.64

비원자력안 -7.17 -11.16 -12.13

전력가격
원자력안 97.85 24.31 24.28

비원자력안 209.21 121.24 143.11

에너지가격
원자력안 26.67 7.52 7.01

비원자력안 56.26 32.02 34.90

화석연료소비
원자력안 -4.35 -3.03 -3.07

비원자력안 4.70 18.51 21.65

표 3.1-5 기준안과의 상대적 증가율(%) - 탄소배출량 10% 감소안

변수 비교안 2010 2015 2020

GDP 감소
원자력안 0.67 0.43 0.56

비원자력안 1.06 1.02 1.38

전력 수요
원자력안 -9.18 -6.57 -6.75

비원자력안 -12.10 -13.74 -15.54

비전력에너지수요
원자력안 -4.29 -4.78 -4.64

비원자력안 -8.54 -9.41 -9.31

전력가격
원자력안 355.58 58.39 60.74

비원자력안 640.50 198.13 226.92

에너지가격
원자력안 94.02 17.38 16.80

비원자력안 167.88 51.50 54.43

화석연료소비
원자력안 -8.96 -6.41 -6.59

비원자력안 -0.30 13.6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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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기준안과의 상대적 증가율(%) - 탄소배출량 15% 감소안

변수 비교안 2010 2015 2020

GDP 감소
원자력안 1.38 0.76 0.97

비원자력안 1.95 1.50 2.00

전력 수요
원자력안 -13.54 -10.37 -10.45

비원자력안 -16.33 -17.77 -19.51

비전력에너지수요
원자력안 -12.75 -13.89 -13.71

비원자력안 -15.54 -19.65 -20.46

전력가격
원자력안 1017.13 110.40 109.43

비원자력안 1812.61 317.89 352.80

에너지가격
원자력안 264.92 31.45 29.24

비원자력안 470.32 80.82 82.94

화석연료소비
원자력안 -13.22 -10.12 -10.20

비원자력안 -4.98 8.45 11.23

표 3.1-7 기준안과의 상대적 증가율(%) - 탄소배출량 20% 감소안

변수 비교안 2010 2015 2020

GDP 감소
원자력안 2.48 1.19 1.55

비원자력안 3.21 2.11 2.79

전력 수요
원자력안 -17.80 -14.60 -14.61

비원자력안 -20.29 -21.97 -23.60

비전력에너지수요
원자력안 -17.31 -18.44 -18.29

비원자력안 -20.06 -24.00 -24.71

전력가격
원자력안 3000.61 191.78 185.62

비원자력안 5258.98 502.10 537.73

에너지가격
원자력안 778.61 52.49 47.84

비원자력안 1365.02 124.88 124.06

화석연료소비
원자력안 -17.39 -14.26 -14.26

비원자력안 -9.37 3.06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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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본 절에서는 탄소배출 규제하에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에너지 및 국민경

제적 측면에서 분석하 다. 탄소배출 규제는 2010년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하 으며 탄소배출규제의 강도로 탄소배출을 기준안 대비 연간 5%, 10%, 15%, 

20%의 수준에서 감축시키는 경우를 고려하 다.

분석결과,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GDP 감소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원자력의 추가투입을 고려하지 않는 비원자력안의 경우 그 충격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여러 가지 경우하에서 도출된 

GDP 감소 효과를 2020년을 기준으로하여 기준안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0.2

3%∼2.79%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GDP 감소효과가 가장 적은 0.23%는 원자력

안하에서 가장 약한 탄소배출 규제를 고려한 경우이고, GDP 감소효과가 가장 

큰 2.79%는 비원자력안하에서 가장 강한 탄소배출 규제를 고려한 경우이다. 원

자력안 만을 고려할 경우 2020년의 GDP 감소는 기준안 대비 0.23%∼1.55%로 

나타남으로써 원자력의 추가도입을 고려하면 GDP 감소의 충격이 완화됨을 알 

수 있다.

탄소배출규제가 전력가격 및 에너지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비원자력안에서의 분석결과는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그

런데 원자력의 추가도입을 고려하는 원자력안에서는 그 충격이 상당부문 완화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규제하에서 추가적인 원자력 도입이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매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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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주요 발전원의 환경외부비용 추정

1. 서 론

에너지 특히 전기에너지는 깨끗하고 이용이 편리한 특성으로 앞으로도 그 

이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의 이용은 산업활동의 필수요소인 

반면에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두된 지속가능개발 개

념도 결국은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력회사는 사적비용인 자본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등의 

원가 요소만을 고려해 왔고,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의한 인체

피해와 같은 외부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대명

제하에서 전력회사들의 사적비용에 의한 전원구성과 같은 의사결정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으며, 환경 피해에 의한 외부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성의 고려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발전원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인체피해를 비용화함으로써 환경외부성

을 고려한 전원구성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환경외부이

용의 산정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IAEA에서 개발한 B-GLAD(석탄 및 LNG 

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운 에 따른 외부비용 추정용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

용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석탄화력, LNG, 원자력발전소의 환경외부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자료를 정리하 다. 이들 입력자료는 발전소 특성 자료, 환경자료, 

비용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석탄화력의 경우는 탈황설비와 탈질설비

와 같은 환경설비가 포함되는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발전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인체 향과 곡물 향의 

환경외부비용을 산정하 다. 분석 대상 발전소는 석탄 500MWe, LNG 450 

MWe, 그리고 원자력 1000MWe를 고려하 는데, 이는 이들 발전원이 국내 전

원계획에서 주요 후보 발전원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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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비의 부착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이들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맺었다.

2. 주요 입력자료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발전원별 환경외부비용을 산출하기 위

해 필요한 입력자료를 발전원별 공통의 입력자료, 화석연료 발전원(석탄, LNG) 

관련 입력자료, 원자력 관련 입력자료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본 연구에서 이

용한 B-GLAD 패키지는 QUERI, RUWM, URBAN, AIRPACTS44) 등 4개의 독

립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표 3.2-1은 이들 4개 모형에 대한 

주요 입력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포함되어 있는 SUWM(Simple 

Uniform World Model)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4개 독립 프로그램에서 

권역권(Regional)45)의 향을 평가할 때 이용하는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이다. 

RUWM(Rubust Uniform World Model)은 권역권의 향은 SUWM으로 평가하

지만 지역권(Local)46)의 향은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RUWM Est. 1은 오염원을 배출하는 연돌 높이를 고려하지 않지만, Est. 2는 이

를 고려한다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QUERI Est. 1과 Est. 2는 

SUWM의 결과를 오염원의 위치와 연돌 높이(QUERI Est. 2의 경우에 고려됨)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향을 평가한다. QUERI Est. 3의 경우는 상세한 지역

권의 인구분포 자료와 연간 일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향을 평가한다. 

RUWM이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향을 평가하지만, QUERI는 반실험식

(Semi-empirical formula)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URBAN은 오염원이 도시 근처

에 있을 때 환경 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며, QUERI Est.3이 상세

한 일별 기상자료를 이용하는 반면에 연간 평균 자료를 이용하는 차이가 있다. 

AIRPACTS는 QUERI 또는 RUWM의 결과를 이용하여 환경 향을 평가하기 때

문에 인체 향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지만, SO2에 의한 농작물 향과 본 보

44) 이들 모형에 관한 설명은 “원자력 경제성분석 연구”(KAERI/RR-1881/98, 

KAERI/RR_1985/99)에 수록되어 있음.

45) 오염원으로부터 사방 50km 이상 1000k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함.

46) 오염원으로부터 사방 50k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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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서는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석회석, 아연, 페인트 등과 같은 재료에의 

향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4개의 독립된 프로그램은 동일한 자

료를 이용하더라도 향을 평가하는 방법과 특성의 차이로 인해 평가 결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이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2-1 B-GLAD에 포함된 4개 독립 프로그램의 주요 입력자료

입력자료 SUWM
RUWM

URBAN
QUERI

AIRPACTS
Est.1  Est.2 Est.1 Est.2 Est.3

지역 특성 구분자료(도시, 시골 등) ∨ ∨ ∨ ∨

지역권 인구 도 ∨ ∨ ∨ ∨ ∨

지역권 인구분포 ∨ ∨

권역권 인구 도 ∨ ∨ ∨ ∨ ∨ ∨ ∨ ∨

연돌 높이 ∨ ∨ ∨ ∨ ∨

연동 지름 ∨ ∨

연돌 배출량 ∨ ∨ ∨

연돌 출구 유속 ∨ ∨ ∨ ∨

연돌 출구온도 ∨ ∨ ∨ ∨ ∨ ∨

오염원 배출량 ∨ ∨ ∨ ∨ ∨ ∨ ∨ ∨

오염원 감속속도 ∨ ∨ ∨ ∨ ∨ ∨ ∨ ∨

연간 평균 풍속 ∨ ∨

연간 평균 기온 ∨ ∨

연간 대기안정도 ∨ ∨

연간, 시간별, 기상자료(기온, 온도, 풍속) ∨

가. 공통 자료

(1) 분석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는 고리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외부비용을 분석하 다. 그 이

유는 현재 고리지역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고 대규모 인구 집지역이 인

접해 있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동일지역에서의 발전원별 환경외부비용 

평가 및 비교를 위해서도 적합한 지역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화석연료 발

전소는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입지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기존에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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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위치하고 있는 고리지역의 경우 화석연료 발전소를 건설하는 가정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고리 부지는 동경 129°17.4'과 북위 35°19.1'에 위치하

고 있으며, 한국의 표준시간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인구자료

고리 부지를 중심으로 사방 50km 내에 있는 지역 인구는 1999년 기준으

로 7,019,310명으로 추정되었다. 그리하여 이 지역권 내의 평균 인구 도는 702

명/km2이며, 표 3.2-2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인구 집 지역으로는 

고리 북부 27km 지점에 위치한 울산과 남서부 24km 지점에 위치한 부산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리는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방 50km 내의 50% 

정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바다임을 알 수 있다.

표 3.2-2 고리 부지 중심 사방 50km 내의 지역권 인구분포

주 1) 가운데의 검은 점은 발전소가 위치하는 지점으로 오염원이 배출되는 지점을 의미함. 

   2) (*)한 지점은 오염원 배출지점에서 서쪽으로 25km, 남쪽으로 25km 되는 지점인 부산 지

역을 의미하며, 하나 셀의 크기인 10km x 10km 내에 인구가 약 3,189,800명이 분포되어 있

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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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를 중심으로 반경 1000km 내에 있는 인구 도는 QUERI의 실행을 위

해 필요한 입력자료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 3.2-3과 같이 해당 국가

의 인구 도와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 으며, 추정결과 권역(regional) 

인구 도는 126명/km
2
로 나타났다. 또한 QUERI 모형에서는 부지의 특성을 규

정하기를 요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 도시로부터 40km 내에 고리가 위

치해 있기 때문에 site ID를 547)로 가정하 다.

표 3.2-3 고리 중심 반경 1000 km 내의 권역 인구 도

인구 도

(명/km
2
)

면적비율

(%)

추정 인구 도

(명/km
2
)

한국 472 10 47

북한 184 10 18

중국 136 20 27

일본 336 10 34

바다 0 50 0

권역 인구 도 126

(3) 기상 자료

고리 지역의 연평균 풍속과 기온은 각각 1.9 m/s와 13.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상자료는 고리지역과 가까이에 위치한 일광지역의 무인자동기상기

록장치의 결과를 이용하 다. 기상자료에는 기온, 풍향, 풍속 등의 자료를 포함

하고 있으며, 하루 24시간, 365일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대기안정도는 

대기의 확산용량을 설명해주는데 고리지역의 대기 안정도는 표 3.2-4에서 알 수 

47) 부지의 인구 도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7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Site ID=0: 농촌지역(지역인구 도/권역인구 도 < 1)

- Site ID=1: 소규모 도시지역(지역인구 도/권역인구 도 < 6)

- Site ID=2: 중규모 도시지역(지역인구 도/권역인구 도 < 10)

- Site ID=3: 대규모 도시지역(지역인구 도/권역인구 도 > 10)

- Site ID=4: 대규모 도시로무터 25km 이내 위치

- Site ID=5: 대규모 도시로무터 40km 이내 위치

- Site ID=6: 대규모 도시로무터 40km 이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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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와 같이 안정상태를 나타내는 Pasquill dispersion class E, F가 72% 정

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고리지역의 대기안정도

Pasquill dispersion class 대기안정도 발생빈도 (%)

A
극히 불안정 대기

(Extremely unstable atmosphere)
0.23

B
보통 불안정 대기

(Moderately unstable atmosphere)
0.44

C
약간 불안정 대기

(Slightly unstable atmosphere)
2.18

D
보통 대기

(Neutral atmosphere)
25.25

E
안정대기

(Stable atmosphere)
66.80

F
극히 안정대기

(Extremely stable atmosphere)
5.10

나. 석탄과 LNG 자료

(1) 발전소 자료

본 연구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원의 경우 석탄화력 500MWe와 LNG 450 

MWe 만을 고려하 고 석유화력 발전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 나라에

서 석유발전소는 더 이상 전원계획에서 중요한 후보 발전원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석탄화력과 LNG는 미래의 후보발전원으로서 적극적인 도입을 고려하

고 있기 때문이다. 표 3.2-5는 석탄발전소와 LNG발전소 관련 주요 자료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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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석탄발전소와 LNG 발전소 자료

구  분 단위 석탄발전소 LNG발전소

발전소용량 MWe 500 450

연돌높이 m 150 75

연돌 출구 온도 ℃ 90 82

연돌 출구 유속 m/s 13.0 10.2

연돌 배출량 Nm
3
/s 500 200

풍속계 높이 m 10 10

연돌 지름 m 7 5

(2) 환경 자료

표 3.2-6은 석탄과 LNG 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발전원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나타낸다. 이 표는 환경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와 부착하지 않는 경

우에 대한 배출계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설비로는 황산화물(SOx) 배출저

감을 위한 탈황설비와 질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가 고려되었다. 분

진(PM10)을 위한 집진설비의 경우는 대상발전소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

하 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내 발전소가 이 시설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들 탈황설비와 탈질설비의 효율은 각각 90%, 50%로 가정하 다. 여기에서 환

경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의 배출계수는 본 절의 환경설비를 부착할 경우의 비용

-편익 분석 시에 이용되었다. 

표 3.2-6 석탄발전소와 LNG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계수

오염원 단위
석탄발전소 LNG발전소

환경설비미부착 환경설비부착 환경설비미부착 환경설비부착

황산화물(SOx) g/초 269.7 27.0 0.0 0.0

질산화물(NOx) g/초 103.0 51.5 30.1 15.0

분진(PM10)
*

g/초 15.8 15.8 0.04 0.04

황산화물(SOx) ton/년 8506.5 850.7 0.0 0.0

질산화물(NOx) ton/년 3247.3 1623.6 948.5 474.3

분진(PM10)
*

ton/년 499.8 25.0 1.3 0.1

주) * : PM10은 분진의 입자크기가 10마이크론(㎛)이하 크기의 먼지 농도를 말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주로 PM10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PM10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할 계획임.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집진기가 부착된 경우의 배출 계수를 이용하 는데 이

는 대부분의 발전소가 집진설비가 부착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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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작물 생산량 및 가격자료

고리지역의 대표적인 농작물로는 표 3.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쌀, 보리와 

, 콩, 고구마, 감자, 무, 배추, 고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농작물 자료는 

AIRPACTS 프로그램에서 황산화물(SOx)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표 3.2-7 고리지역의 주요 농작물 생산량 및 가격

구   분
연간 생산량

(ton/km2)

가격

(US$/ton)

쌀 43.98 1,727

보리 및 1.37 836

콩 0.84 2,796

고구마 5.38 761

감자 6.66 771

무 3.25 158

배추 11.23 173

고추 12.80 4,517

(4) 노출반응함수 기울기(Exposure Response Function Slope, ERF), 

노출피해대상비율, 단위 피해비용

국내의 ERF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ExternE48)의 결과를 인용

하 다. 또한 환경오염원에 의한 피해비용 자료는 ExternE의 연구결과를 

PPPGNP49)를 이용하여 보정하 다. 노출피해대상비용은 고리지역의 인구자료

48) 전기생산을 위한 다양한 연료(화석, 원자력, 신재생)주기와 에너지절약 등과 관련된 외부비

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미국 에너지부의 협력하에 1991년 ExternE(Externalities 

of Energy) 프로젝트를 착수하 음. 동 프로젝트에는 15개국 5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여 

에너지-환경-경제 부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많은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49) 국별 경제활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UN의 국제비교프로그램(UN's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에 의해 개발된 개념임. 이는 1달러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을 자국 

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필요한 화폐의 양을 말하며, 결국 PPPGNP(Purchasing power 

parity of GNP)는 국별 상대적 구매지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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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 으며, 이상의 자료를 요약하면 표 3.2-8과 같다. 

표 3.2-8 노출반응함수 기울기, 노출피해대상비율, 단위 피해비용

대상

그룹
오염원 인체 향

노출반응

함수 

기울기

노출피해

대상비율 

(%)

단위 

피해비용

($/case)

성인

-분진(PM10)

-질산염

 (Nitrates)

만성 기관지염

(Chronic bronchitis)
2.45E-05 72.9 134,905

활동 제약일수

(Restricted activity days)
2.50E-02 72.9 88

천식

(Asthmatics, 기관지 확장제 이용)
1.63E-01 72.9 32

심장질환(65세이상)

(Congestive heart failure)
1.85E-05 9.8 2,595

-황산염

 (Sulfates)

활동 제약일수

(Restricted activity days)
4.20E-02 72.9 88

만성 기관지염

(Chronic bronchitis)
3.90E-05 72.9 134,905

미성인

-분진(PM10)

-질산염

 (Nitrates)

만성 기침

(Chronic cough)
2.07E-04 27.1 191

천식

(Asthmatics, 기관지 확장제 이용)
7.75E-02 27.1 32

성인

+

미성인

-황산화물

 (SOx)

급성 사망

(Acute mortality)
5.34E-06 100.0 132,022

호흡기질환 병원 입원

(Respiratory hospital admissions)
2.04E-06 100.0 3,445

-분진(PM10)

-황산염

 (Sulfates)

지연 사망

(Chronic mortality)
1.57E-04 100.0 76,633

호흡기질환 병원 입원

(Respiratory hospital admissions)
2.07E-06 100.0 3,445

-분진(PM10)

-질산염

 (Nitrates)

뇌혈관 질환 병원 입원

(Cereborvascular hospital 

admissions)

5.04E-06 100.0 13,354

주 1) 성인은 18세 이상을 미성인은 18세 미만으로 구분함.

   2) 노출반응함수 기울기는 노출피해 대상들이 단위 오염원(mg/m
3
)에 의해 피해를 입는 연

간 건수를 의미함.

   3) 노출피해 대상비율은 해당 오염원에 의해 인체 향을 받는 분석대상 인구가 전체 고리부

지 사방 50km내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4) 단위 피해비용은 오염원에 의해 야기되는 인체 향 발생 건당 단위비용을 의미함.

(5) 원자력 관련 자료

본 연구에서의 원자력 관련 자료는 한국형 표준원전의 모체인 광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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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자료를 이용하 다. 표 3.2-9와 표 3.2-10은 원자

력의 정상운전시에 발생하는 환경외부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주요 입력자료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화석연료 발전원과 마찬가지로 고리지역이므

로 풍속과 지역 인구 도는 1.9 m/s와 702명/km
2
로 같다. 연평균 호흡량은 

7400 m3/년으로 가정하 고 나머지 자료는 IAEA 자료를 인용하 다.50)51)

표 3.2-9 기체폐기물 계통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양

핵 종 방사능(Bq/s)

H-3

C-14

Co-58

Co-60

Kr-85

I-131

I-133

Xe-133

Cs-134

Cs-137

1.29E+05

8.56E+03

8.10E-01

1.65E-01

1.04E+06

8.91E+01

2.93E+02

3.63E+06

8.00E-02

1.55E-01

표 3.2-10 고리 부지의 주요 농축산물 자료

구   분
생산량

(t/km
2
)

면적 점유비율

(%)

소

곡물

엽채류

근채류

우유(젖소)

0.43

452.15

2719.15

2832.56

0.50

2.27

13.35

1.89

1.73

0.54

주) 면적 점유비율은 고리 부지 중에서 해당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함.

50) Markandya A., Boyd R (1999b), Valuing the Human Health Effects of Routine Atmospheric 

Release from Nuclear Power Facilities, 1999. 5

51)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자료는 Markandya A.가 개발한 "Impacts of Atmospheric 

Releases.xls"내의 기본입력 자료를 사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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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원별 환경외부비용 추정

가. 기준 발전소

본 연구에서는 석탄 500MWe, LNG 450MWe, 원자력 1000MWe를 기준 

발전소로 하여 이들에 대한 환경외부비용을 산출하 다. 석탄과 LNG의 화석연

료 발전원은 분진(PM10),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대기방출에 의한 인체 및 곡물 향을 고려하 고, 원자력의 경우는 방사성물

질의 대기 방출에 의한 인체 향을 고려하 다. 본 절의 석탄과 LNG에 대한 

인체 향은 탈황설비와 탈질설비와 같은 환경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의 결

과이다. 

석탄과 LNG의 경우, QUERI, URBAN 모형에 의한 연간 피해 규모 결과

를 인체 향별로  비교하 다. 또한 RUWM과 AIRPACTS 계산 모듈에 의한 

외부비용의 종합 결과를 QUERI와 RUWM 등의 결과와 종합적으로 비교하

다.

(1) 석탄 500MWe 발전소

탈황설비와 탈질설비와 같은 환경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의 석탄 

500MWe에 대한 QUERI와 URBAN의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인체 향 결과는 

표 3.2-1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이들 두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QUERI 

모형의 경우 가장 상세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권(local) 향을 평가하며, 

URBAN 모형은 오염원 배출이 이루어지는 고리지역이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 

등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경우 적합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권역권(regional) 

향은 두 모형 모두 SUWM 모형을 이용한다.

QUERI 모형의 경우 이 표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PM10과 SO2

와 같은 1차 오염원의 인체 향의 경우, URBAN의 결과가 QUERI Est.3의 결

과에 비해 2.4배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일 기상 자료를 이용하는 

QUERI 모형과 연간 평균 기온과 풍속 및 대기안정도 자료를 이용하는 

URBAN 모형의 특성에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2차 오염원인 황산염(Sulfates)과 

질산염(Natrates)의 인체 향은 URBAN이 QUERI에 비해 2.9배, 1.8배정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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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URBAN과 QUERI는 권역

권(regional) 향은 같기 때문에 지역권(local) 향의 차이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QUERI와 URBAN 모형의 실행 결과 총 외부비용은 18.08 

mills/kWh와 43.51 mills/kWh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결과를 통해 볼 때 석탄화력 500 MWe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인체 향인 환경외부비용은 평균적으로 약 30.8 mills/kWh52)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RUWM과 AIRPACTS 모형을 실행하 으며 이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가 표 3.2-12이다. 이 표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QUERI와 AIRPACTS의 결과의 차이는 황산화물(SOx)에 의한 농

작물의 비료효과(fertilizer effects)를 AIRPACT에서 고려하는 데서 기인한다. 하

지만 인체 향은 QUERI의 결과를 AIRPACTS에서 이용하 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편 QUERI와 RUWM의 결과의 차이는 1차 오염원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이는 QUERI가 지역의 사방 50km의 인구분포 자료를 이용한 반면에 

RUWM은 지역의 인구 도 자료를 이용하는 데서 오는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

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사방 50km 내의 인구분포를  50% 정도가 바

다로 이루어져 50% 정도만이 사람이 사는 것으로 보는 것과 모든 지역에 고루 

인구가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오는 차이의 결과인 것이다. 결국 4개의 모

형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석탄화력 500MWe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의

한 인체 향인 환경외부비용은 16.98∼43.51mills/kWh 정도되는 것으로 평가되

어 평균적으로 약 30.2 mills/kWh53)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52) 이 값은 QUERI와 URBAN 두 모형 결과의 평균값인 30.8 mills/kWh(=(18.08+43.51)/2)을 

참고로 한 것임.

53) 이 값은 QUERI와 URBAN 두 모형 결과의 평균값인 30.8 mills/kWh(=(18.08+43.51)/2) 보

다는 AIRPACTS 모형의 비료효과에 의한 결과를 사용하는 관계로 30.2 

mills/kWh(=(16.98+43.51)/2)로 약간 낮은 값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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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석탄 500MWe 발전소의 QUERI와 URBAN 모형 결과

(단위: mills/kWh)

오염원 인체 향 부문 QUERI URBAN

분진
(PM10)

만성 기관지염
(Chronic bronchitis) 0.241 0.359

활동 제약일수
(Restricted activity days) 0.161 0.239

천식
(Asthmatics, 기관지 확장제 이용) 0.448 0.667

심장질환(65세이상)
(Congestive heart failure) 5E-4 0.001

만성 기침
(Chronic cough) 0.001 0.002

지연 사망
(Chronic mortality) 1.205 1.795

호흡기질환 병원 입원
(Respiratory hospital admissions) 0.001 0.001

뇌혈관 질환 병원 입원
(Cereborvascular hospital admissions) 0.007 0.010

소 계 2.065 3.074

황산화물
(SOx)

급성 사망
(Acute mortality) 1.122 1.706

호흡기질환 병원 입원
(Respiratory hospital admissions) 0.011 0.017

소 계 1.133 1.723

황산염
(Sulfates)

만성 기관지염
(Chronic bronchitis) 2.150 6.337

활동 제약일수
(Restricted activity days) 1.510 4.450

지연 사망
(Chronic mortality) 6.745 19.873

호흡기질환 병원 입원
(Respiratory hospital admissions) 0.004 0.012

소 계 10.409 30.673

질산염
(Nitrates)

뇌혈관 질환 병원 입원
(Cereborvascular hospital admissions) 0.035 0.063

만성 기관지염
(Chronic bronchitis) 1.257 2.260

활동 제약일수
(Restricted activity days) 0.837 1.504

천식 
(Asthmatics, 기관지 확장제 이용) 2.334 4.198

심장질환(65세이상)
(Congestive heart failure) 0.002 0.004

만성 기침
(Chronic cough) 0.006 0.010

소 계 4.471 8.040

총 계 18.078 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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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석탄 500MWe 발전소의 모듈별 계산 결과 비교

(단위: mills/kWh)

구   분 QUERI RUWM URBAN AIRPACTS

분진(PM10) 2.06 3.80 3.07 2.06

황산화물(SOx) 1.13 2.06 1.72 1.13

황산염(Sulfates) 10.41 10.41 30.67 10.41

질산염(Nitrates) 4.47 4.47 8.04 4.47

농작물 - - - -1.10

총 계 18.08 20.74 43.51 16.98

(2) LNG 450MWe 발전소

LNG 450MWe 발전소의 결과도 COAL 500MWe 발전소의 결과와 유사하

다. LNG 450MWe 발전소의 경우는 SOx를 배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환경 향

이 없기 때문에 분진(PM10)과 질산염(nitrates)에 대한 향만을 평가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2-13과 같다. QUERI 모형의 결과에 비해 URBAN 모형의 결과

가 2.2배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질산염(nitrates)에 의한 향이 거의 대

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 52% 정도가 천식 질병에의 향인 것으로 나타났

다. 표 3.2-14는 고리지역에 LNG 450MWe를 1년간 운 할 때 발생하는 총 환

경외부비용의 모형별 추정결과이며, URBAN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모형의 

결과는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종합해 보면 환경외부비용은 

1.46∼3.25 mills/kWh 정도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2.4 mills/kWh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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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LNG 450MWe 발전소의 QUERI와 URBAN 모형 결과

(단위: mills/kWh)

오염원 인체 향 부문 QUERI URBAN

분진
(PM10)

만성 기관지염
(Chronic bronchitis) 0.001 0.001

활동 제약일수
(Restricted activity days) 5E-4 0.001

천식
(Asthmatics, 기관지 확장제 이용) 0.001 0.002

심장질환(65세이상)
(Congestive heart failure) 1E-6 3E-6

만성 기침
(Chronic cough) 3E-6 1E-5

지연 사망
(Chronic mortality) 0.004 0.006

호흡기질환 병원 입원
(Respiratory hospital admissions) 2E-6 4E-6

뇌혈관 질환 병원 입원
(Cereborvascular hospital admissions) 2E-5 4E-5

소 계 0.006 0.011

질산염
(Nitrates)

뇌혈관 질환 병원 입원
(Cereborvascular hospital admissions) 0.011 0.013

만성 기관지염
(Chronic bronchitis) 0.408 0.915

활동 제약일수
(Restricted activity days) 0.272 0.609

천식 
(Asthmatics, 기관지 확장제 이용) 0.758 1.699

심장질환(65세이상)
(Congestive heart failure) 0.001 0.002

만성 기침
(Chronic cough) 0.002 0.004

소 계 1.452 3.242

총 계 1.458 3.253

   

표 3.2-14  LNG 450MWe 발전소의 모듈별 계산 결과 비교

(단위: mills/kWh)

QUERI RUWM URBAN AIRPACTS

분진(PM10) 0.01 0.01 0.01 0.01

질산염(Nitrates) 1.45 1.45 3.24 1.45

총 계 1.46 1.46 3.2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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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1000MWe 발전소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1000MWe 발전소의 1년간 정상운전에 따른 환경외

부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IAEA에서 Microsoft Excel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 이용하 다.54) 이 프로그램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에 의해 발

생하는 방사성물질의 대기로의 방출에 의한 인체 향 평가를 주목적으로 한

다. 인체에 의한 평가는 직접적으로 인체에 향을 미치는 것과 오염된 농작물 

동물의 섭취에 의한 향 등을 포함한다. 또한 향권을 지역권(local), 권역권

(regional), 지구권(global)55)으로 나누었으며, 향권별로 인체 향을 살펴보았

다.

표 3.2-15는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지역권, 권역권, 지구권에 미치는 인체

향 결과를 나타낸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구권으로 미치는 인

체 향이 가장 큰 8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5 원자력발전소 정상운전에 따른 인체 향

인체 향 부문
향권별 인체 향(man-SV/년)

지역권 권역권 지구권

치명적 암 1.79E+00 3.16E-01 3.83E-02

비치명적 암 4.29E+00 7.58E-01 3.83E+01

치명적 유전자 향 3.58E-01 6.31E-02 3.06E-03

총 계

(100.0%)

6.44E+00

(14.0%)

1.14E+00

(2.5%)

3.84E+01

(83.5%)

주) 괄호 안은 전체 인체 향(45.98(man-SV/년)에서 각 향 지역에서 받는 향의 비율을 의

미함.

또한 표 3.2-16은 표 3.2-15에서 도출한 인체 향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원자력 1000MWe의 환경외부비용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총 환경외부비

54) Markandya A.가 개발한 "Impacts of Atmospheric Releases.xls"를 말함.

55) 지역권과 권역권은 앞에서 정의한 바 있고 지구권의 경우는 환경오염원으로부터 1,000km 

이상의 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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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0.48 mills/kWh로 나타났다. 또한 총 비용 중에서 치명적 암, 비치명적 

암, 치명적 유전 향의 비중은 각각 8.3%, 63.3%, 2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3.2-16 원자력 1000MWe 발전소의 환경외부비용

인체 향 부문

권역별 환경외부비용
주1)

지역권 권역권 지구권 계

US$/년 US$/년 US$/년 US$/년 mills/kWh
주2)

치명적 암 2.03E+05 3.58E+04 4.06E+04 2.79E+05 0.04
(8.3%)

비치명적 암 4.87E+05 8.60E+04 1.55E+06 2.12E+06
0.30

(63.3%)

치명적 유전 향 4.06E+04 7.17E+03 9.04E+05 9.52E+05
0.14

(28.4%)

계 7.31E+05 1.29E+05 2.49E+06 4.35E+06
0.48

(100.0%)

주1) 인체 향(표 3.5)에 대한 권역별 환경외부비용 산출을 위해서 이용된 한국인의 평균 단위

비용은 113,497$/man-Sv임.56)

  2) 이용율은 80%를 가정함.

나. 환경설비 부착의 비용-편익 분석(석탄 500MWe 발전소와 LNG 

450MWe 발전소)

(1) 환경설비 부착 비용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환경설비는 탈황

설비와 탈질설비이며, 이들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주요 입력자료와 가정은 

표 3.2-17과 같다.

56)  이 값은 한국과학기술원 최광식 박사의 2001년도 학위 논문인 『원자력안전 규제

분석을 위한 방사선피폭 금전환산계수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수치를 환

율로 보정하여 산정한 값임. 동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대표치로 130백만원/man-Sv

를 제시하 으며, 이 값을 1999년의 환율인 1145.4원/$로 보정한 값을 본 보고서

에서 이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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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7 환경설비 관련 주요 가정

구   분 단위 값

용량 MWe 500

수명기간 년 25

이용율 % 80

할인율 % 8

환율('99) 원/$ 1145.4

이들 가정과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비와 연간 운 비 자료를 이용하여 비

용을 산정한 결과는 표 3.2-18과 같다. 이 표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총 환경

시설 비용은 4.86 mills/kWh이며, 이 중에서 탈황설비와 탈질설비의 환경설비 

비용은 각각 3.26 mills/kWh와 1.60 mills/kWh로 분석되었다. 

표 3.2-18 환경설비 비용

환경설비
투자비

(10억원)

연간운전유지비

(10억원)

연간 총비용

(10억원)
원/kWh mills/kWh

탈황설비 500 84.2 131.04 3.74 3.26

탈질설비 200 45.3 64.04 1.83 1.60

계 700 129.5 195.08 5.57 4.86

나. 환경설비 부착 편익

환경설비 부착의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설비를 부착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경설비를 부착함으로써 감소되는 환경외부비용을 편

익으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의 평가를 위해 QUERI와 URBAN 모형의 결과를 이

용하 다. 그리고 분진(PM10)을 위한 분진설비는 기본적으로 발전소에 장착하

는 것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편익 추정시에는 향이 없다. 

표 3.2-19는 석탄 500MWe 발전소에 탈황설비와 탈질설비를 장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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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비용-편익 분석결과이다. 먼저 QUERI 모형의 결과에 의하면, 총 편익은 

12.614 mills/kWh이며, 이 중에서 황산염(sulfates)에 의한 편익이 가장 커서 전

체의 74.3%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오염원인 황산화물(SOx)의 편

익이 전체 편익의 8% 정도만을 차지하여 지역권 측면에서의 편익은 작은 것으

로 추정되었다. URBAN 모형에 의한 총 편익은 33.176 mills/kWh으로 QUERI

에 비해 2.6배정도 크게 평가되었다. 편익 구성은 황산화물(SOx), 황산염

(sulfates), 질산염(nitrates) 각각에 대해  4.7%, 83.2%, 14.1%로 나타났다. 

한편 LNG 450MWe 발전소의 경우, 표 3.2-2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질산화물(nitrates)에 의한 총 편익은 QUERI와 URBAN 모형의 각각에 대해 

0.729 mills/kWh와 1.615 mills/kWh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질산화물

(nitrates)에 의한 편익 중에는 천식환자(asthmatics)에 의한 효과가 가장 커 약 

52%를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QUERI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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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9 석탄 500MWe 발전소의 환경설비 부착시 편익 

오염원 인체 향

QUERI(mills/kWh) URBAN(mills/kWh)

미부착

(A)

부착

(B)

부착 편익

(A)-(B)

미부착

(A)

부착

(B)

부착 

편익

(A)-(B)

황산화물

(SOx)

급성 사망
(Acute mortality)

1.122 0.120 1.002 1.706 0.171 1.535

호흡기질환 병원 입원
(Respiratory hospital 

admissions)
0.011 0.001 0.010 0.017 0.002 0.015

소계 1.133 0.122 1.011 1.723 0.172 1.551

황산염

(Sulfates)

만성 기관지염
(Chronic bronchitis) 2.150 0.215 1.935 6.337 0.634 5.703

활동 제약일수
(Restricted activity days)

1.510 0.151 1.359 4.450 0.445 4.005

지연 사망
(Chronic mortality)

6.745 0.675 6.070 19.873 1.988 17.885

호흡기질환 병원 입원
(Respiratory hospital 

admissions)
0.004 0.0004 0.0036 0.012 0.001 0.011

소계 10.409 1.042 9.367 30.673 3.067 27.606

질산염

(Nitrates)

뇌혈관 질환 병원 입원
(Cereborvascular hospital 

admissions)
0.035 0.018 0.017 0.063 0.032 0.031

만성 기관지염
(Chronic bronchitis) 1.257 0.628 0.629 2.260 1.130 1.130

활동 제약일수
(Restricted activity days)

0.837 0.418 0.419 1.504 0.752 0.752

천식
(Asthmatics, 기관지 확장제 

이용)
2.334 1.167 1.167 4.198 2.099 2.099

심장질환(65세이상)
(Congestive heart failure)

0.002 0.001 0.001 0.004 0.002 0.002

만성 기침
(Chronic cough) 0.006 0.003 0.003 0.010 0.005 0.005

소계 4.471 2.235 2.236 8.040 4.020 4.020

계 16.013 3.399 12.614 40.436 7.260 33.176

주1) 미부착은 환경설비(탈황설비+탈질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부착은 동 환경설

비를 부착하는 경우를 의미함.

  2) PM10의 환경외부비용은 QUERI와 URBAN의 경우 각각 2.06, 3.07 mills/kWh 정도 되지

만 이들 값은 이미 발전소에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이들 값을 비용-편

익 분석에서는 제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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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0 LNG 450MWe 발전소의 환경설비 부착시 편익

오염원 인체 향

QUERI(mills/kWh) URBAN(mills/kWh)

미부착

(A)

부착

(B)

부착 편익

(A)-(B)

미부착

(A)

부착

(B)

부착 편익

(A)-(B)

질산염

(Nitrat)es

뇌혈관 질환 병원 입원
(Cereborvascular hospital 

admissions)
0.011 0.006 0.005 0.013 0.013 -

만성 기관지염
(Chronic bronchitis) 0.408 0.203 0.205 0.915 0.458 0.457

활동 제약일수
(Restricted activity days) 0.272 0.135 0.137 0.609 0.304 0.305

천식
(Asthmatics, 기관지 확장제 

이용)
0.758 0.378 0.380 1.699 0.850 0.849

심장질환(65세이상)
(Congestive heart failure)

0.001 0.0004 0.0006 0.002 0.001 0.001

만성 기침
(Chronic cough)

0.002 0.001 0.001 0.004 0.002 0.002

계 1.452 0.723 0.729 3.242 1.627 1.615

주1) 미부착은 환경설비(탈질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부착은 동 환경설비를 부착

하는 경우를 의미함.

  2) 분진(PM10)의 환경외부비용은 QUERI와 URBAN의 경우 각각 0.01, 0.01 mills/kWh 정도 

되지만 이들 값은 이미 발전소에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이들 값을 비

용-편익 분석에서는 제외하 음.

(3) 비용-편익 분석 결과

앞에서 분석한 비용과 편익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3.2-21과 같다. 이 

표의 결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석탄 500MWe 발전소의 경우는 탈황설비와 

탈질설비를 부착하는 비용에 비해 탈활설비의 부착에 따른 환경외부비용의 감

소분 즉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QUERI 모형의 경우는 연간 약 7.75 

mills/kWh 정도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URBAN 모형의 경우

는 28.32mills/kWh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약 18.04mills/kWh57)

의 편익이 석탄 500MWe 발전소에 탈황설비와 탈질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LNG 450MWe 발전소의 경우는 탈질설비 

부착의 비용에 비해 편익이 QUERI 모형의 경우 -0.87 mills/kWh, URBAN 모

형의 경우는 0.02로 약간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LNG 450MWe 발전소의 탈질설비 부착에 따른 편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57) QUERI와 URBAN 모형의 결과에 대한 평균값(=(7.75+28.32)/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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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비용-편익 분석 결과(석탄 500MWe, LNG 450MWe)

(단위: mills/kWh)

석탄 500MWe 발전소

(탈황설비+탈질설비)

LNG 450MWe 발전소

(탈질설비)

QUERI URBAN QUERI URBAN

비용 (A) 4.86 4.86 1.60 1.60

편익 (B) 12.61 33.18 0.73 1.62

(B) - (A) 7.75 28.32 -0.87 0.0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리부지에 석탄 500MWe, LNG 50MWe, 원자력 

1000MWe 발전소를 각각 1년간 운전할 경우의 배출 오염원에 의한 인체 향을 

중심으로 환경외부비용을 추정하 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석탄 500MWe 발전

소와 LNG 450MWe 발전소 그리고 원자력 1000MWe 발전소는 각각 30.2, 2.4, 

0.48 mills/kWh 정도의 환경외부비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원자력이 

가장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탈황설비와 탈질설비와 같은 

환경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들 설비를 부착하더라도 원자력은 석탄 

500MWe와 LNG 450MWe의 5.358), 1.259) mills/kWh에 비해 환경외부비용이 

작아 여전히 인체에 향을 덜 끼치는 발전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석탄 500MWe 발전소에 탈황설비와 탈질설비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여 매년 오염원에 의한 인체 향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

는 편익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LNG 450MWe 발전소에 탈질설비를 부착

하는 경우는 탈질설비 부착비용에 비해 환경외부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편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외부비용 측면에서 석탄발

전소는 비용 효과적이지만 LNG발전소는 비용 효과적이지 못해 환경설비 비용 

자체가 편익을 상쇄하고 원가의 부담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58) 표 3.2-19의 환경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에 대한 두 모형(QUERI, URBAN) 결과의 평균값

(=(3.399+7.260)/2)임.

59) 표 3.2-20의 환경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에 대한 두 모형(QUERI, URBAN) 결과의 평균값

(=(0.723+1.627)/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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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석탄발전소와 LNG 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발전원에서 배출되

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 향 등과 수질 향, 사고 등에 따른 

환경외부비용의 추정 등이 이루어져 국민의 인체 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경

제적인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수행한 발

전원별 경제성에 의존한 발전원 우위성 검증은 한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는 이와 같은 외부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원

간의 비교우위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전력시장 민 화와 자유화는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가 최대의 목적이 될 것이므로, 기후변화

협약 발효에 의한 환경 향 최소화 추세와는 상충되는 요소가 있다. 환경외부

비용은 이들 두 요소를 반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

요성은 부각될 것이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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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자력과 수소에너지

1. 배  경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미래세대의 욕구

충족 능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라

고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시스템 보존

이라는 상반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지구환경관

련 쟁점사항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문제가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세계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마련

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구온실가스 배출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는 수송부문인데 이는 수

송부문의 수요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반면 주요 동력원으로 이용되는 화석연료

원을 대체하는 기술의 개발은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 감축은, 화석연료의 연소단계에서 효율적 방법에 의존하는 것만

으로는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맞추기 

위해서는 에너지원 자체가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용시에 탄소배출

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에너지원으로는 수소와 전력에너지가 있는데 

수소에너지는 대규모로 저장이 가능하고 화학적 연료 및 원료가 될 수 있으며 

전기에너지와 상호 전환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이라는 특성이 있다. 수소에너

지는 저장성이 용이하여 수송부문의 연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에너

지 시스템의 공급안정성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수소에너지는 수

요와 공급이 불일치할 경우 에너지의 저장과 신속한 공급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수송부문에서의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서 수소연료의 

사용은 주로 연료전지라는 매체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전세계적

으로 연료전지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중인 차량과 기타 특성을 요약한 것을 살

펴보면 표 3.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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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연료전지 실험용 차량60)

연도 회사명
연료전지 동력시스템

차량형태 범위(km)
연료저장 출력(kW) 보조동력

1993 Ballard 압축 수소 120 No bus 160

1994
Daimler- 

Chrysler
압축 수소 54 net No

Necar 

I(van)
130

1996

Daimler- 

Chrysler
압축 수소 50 net No

Necar 

II(van)
250

Toyota 금속 수소화물 20 Pb 뱃터리 Car 250

1997

Ballard 압축 수소 205 net No bus 400

Daimler- 

Chrysler

MeOH

(개질기 탑재)
50 No

Necar 

III(car)
>400

Mazda 금속 수소화물 20
Ultra-

Capacitor
Car 170

DC 압축 수소 190 net No Nebus(bus) 250

1998

Renault 액체 수소 30
Ni-MH 

뱃터리

Station 

Wagon
400

Opel
MeOH

(개질기 탑재)
50(motor)

Ni-MH 

뱃터리
Minivan -

1999

Daimler- 

Chrysler
액체 수소 70 No

Necar 

IV(car)
400

Ford 압축 수소 75 No Car 96

Nissan
MeOH

(개질기 탑재)
10

Li-ion 

뱃터리

Station 

Wagon
-

Honda 금속 수소화물 60
Ni-MH 

뱃터리
Car -

Honda
MeOH

(개질기탑재)
60

Ni-MH 

뱃터리

Station 

Wagon
-

2000
General 

Motors

화학적 

수소화물
75

Ni-MH 

뱃터리
Car 800

일반적으로 수소연료전지 차량은 기존의 가솔린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연

료효율성이 2-3배 정도 높기(각각의 운전조건을 모두 고려한 평균수치) 때문에 

수소연료가격이 가솔린의 2-3배 정도 높은 수준까지는 연료전지 차량이 경쟁력

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세계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99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총 8,534 백만

TOE 로써 이를 에너지원별로 구분해 보면 석유 40.5%, 석탄 25%, 천연가스 

60) 참고문헌, “Nuclear Production of Hydrogen", NEA/OECD,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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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원자력 7.6%, 수력 2.7% 등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전력생산과정

에서 소비되는 1차 에너지의 비중은 약 30% 정도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약 90%정도)을 화석연료에 의존해 왔는데 

이것은 수송수단에의 사용, 가정난방 및 취사, 전력생산 등의 과정을 통해 지구

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한편, 에너

지소비의 지속적 증가전망 및 기존 화석연료자원의 유한성, 화석연료사용에 따

른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선진 각국은 환경오염문제의 해결 및 지

속적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수소에

너지는 가장 유망한 미래의 신에너지원중 하나로서 연소시 물 이외의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다. 또한 환경오염이 없고 무한 공급이 가능한 2차 에너지로서 

저장 및 수송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원이다. 미국의 경

우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석유의존도의 감소, 공해문제, 자국내 석유산업의 

지원과 석유시추로 인한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에너지 생산기술의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생산은 물의 전기분해방법이나 화석연료 혹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

하는 방법으로 분류할수 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화석연료자원을 원료로 이

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소에너지의 활용분야도 암모니아 

제조, 비료제조, 반도체생산, 우주선연료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미래에는 원료

가 비화석연료로 대체되고 사용분야도 자동차연료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소비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수소에너지의 저장가능성으로 인해 전력

과 수소에너지의 대체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전력수

요의 변동이 큰 경우 혹은 첨두부하 전력소비시간대에 있어서 대체 가능한 에

너지 수단으로 수소에너지가 논의되고 있다. 수소생산에 있어서 천연가스나 원

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원료로 활용하는 수소생산이 전체의 96% 정도를 차

지하고 있고 물의 전기분해를 이용하는 것이 나머지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 예상되지만 화석연료를 원료

로 하는 현재의 생산방식하에서는 수소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특히 이산화

탄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 바이오매스, 광화학적 방법 등에 의한 청정생

산기술의 연구개발분야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소생산 방법 및 이용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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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각각의 제조방안별 생산비용의 절대값 및 

원가경쟁력 문제로서 미래세대에 있어서는 환경오염발생, 화석연료원의 가격전

망, 신기술개발에 따른 수소제조비용 변화 등이 총체적으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수소생산방식별 비용

위에서 말한 것처럼 수소생산은 물의 전기분해 또는 화석연료를 원료로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석연료를 원료로 이용하는 방법은 원료물질로써 

무엇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더욱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진다. 즉, 수소생산에 사용

되는 물질을 분류하면 화석연료자원(천연가스, 석탄, 중유, 바이오매스 등)과 재

생가능자원(물, 태양광 에너지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원료물질에 

따른 제조방법상의 분류를 총괄하면 표 3.3-2와 같다. 이중에서 광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열화학적 방법, 바이오매스의 열분해방법 등은 개발의 초기단계

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개발 및 원가비용분석 자료, 상업적 이용가능성 등

에 관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보완될 전망이다.

 

표 3.3-2 수소생산 방식의 분류

원료 물질 투입 주요에너지 생산 방법

화석

연료

자원

천연가스 열
증기개질법(Steam Reforming ; SMR)

Partial Oxidation(POX)

중    유 열 Partial Oxidation(POX)

석    탄 열 가스화방법

바이오매스 열
가스화방법

열분해 방법

재생

가능

자원

물

전기
전기분해 방법

열화학적 방법

태양광 광화학적 방법

태양광, 

생물유기체
생물학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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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기개질법(Steam Reforming ; SMR)

천연가스의 증기개질법은 대규모의 수소 생산을 위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전세계 수소공급의 약 48%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방법의 원료로서 

주로 천연가스(메탄가스)가 사용되는데 천연가스는 높은 온도(500 - 1,000 ℃)상

태에서 니켈촉매하에 수증기와 반응하게 된다. 반응부산물로써 수소와 일산화

탄소의 혼합물인 합성가스(syngas)가 만들어 지는데, 합성가스는 다른 유기화학

물생산의 원료물질로써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수소의 생산을 위해

서는 합성가스를 냉각하고 일산화탄소가 수증기와 반응하도록 water-gas 반응

기로 보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순도의 수소를 얻기 위하여 PSA(Pressure 

Swing Absorption unit)로 보낸다. 증기개질법은 에탄이나 나프타 같은 탄화수

소물질도 원료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고 개질기에 넣을 

때 증기상태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이용되지 않는다. 대규모의 SMR 플랜트

는 주로 원유정련소와 함께 있는데 이는 원유정련시에 필요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비용의 추정치는 비용 추정의 연도, 가격의 기준년도, 설비의 

규모, 원료물질의 가격, 적용 이자율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최근

의 수소생산비용 비교결과를 정리하면 표 3.3-3과 같다.

표 3.3-3 증기개질법에 의한 수소생산비용의 비교

자료원
시설규모

(백만 Nm3/day)

경제적 변수 수소생산비용

($/GJ)

천연가스비용

의 비중(%)가격 기준년도 수명기간

 Sentech, Inc 

 (1997)
1.4 - 6.67 1997년 20년 4.14 - 7.03 50%-60%

NREL(*)

(미국,1999)
1.34 - 25.4 1998년 20년 5.44 - 7.46 52%-68%

(*) :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미국의 DOE Lab.)

표 3.3-3에 나타난 시설은 대규모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보다 훨씬 작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소생산비용이 10$/GJ 이상으로 상승하

고 총 비용중 천연가스의 비용은 약 40% 정도로 하락하게 된다. 또한 수소생산

비용중 천연가스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약 30%)이 자본투자비 부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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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고 있다. 한편, 자본투자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에 있어서는 위의 두 연

구결과가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 Partial Oxidation(POX)

POX 방법은 SMR, 가스화법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원료물질의 종류

에 따라서 생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POX와 가스화 방법은 POX가 기체(메탄) 

혹은 액체(중유)가 원료물질로 사용됨에 비해 가스화 방법은 고체상태(석탄, 바

이오매스 등)의 원료물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편, POX방법은 촉

매존재하(혹은 비촉매)에 약 600℃의 상태를 필요로 한다. 메탄으로부터 나프타

에 이르는 원료물질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SMR과 비교되지만 경제성 측

면에서 천연가스 같은 저분자 탄화수소에 대해서는 SMR을 사용하는 것이 효

과적인 반면 중유는 POX 방법이 더욱 경제적이기 때문에 생산방법이 차별화 

된다. 

생산공정은 합성가스 생산, water-gas 이동 반응, 고순도화 과정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지며 각 과정에서는 산소플랜트, 이동반응기, SMR에서 요구

되는 것보다 큰 규모의 가스분리기(PSA)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SMR에 비해 

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SMR에 비해 수소생산효율이 우수하기 때

문에 POX 플랜트와 SMR을 비교 평가할 때 자본투자비와 효율성의 상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SMR에서 인용한 자료원를 근거로 한 비용비교는 표 3.3.4와 같

다.

표 3.3-4 POX 방법에 의한 수소생산비용의 비교

자료원
시설규모

(백만 Nm
3
/day)

경제적 변수 수소생산비용

($/GJ)
 공정 특성

가격 기준년도 수명기간

 Sentech, Inc 

 (1997)
2.83 1997년 20년 11.3 촉매 사용

NREL

(미국,1999)
1.34 - 2.80 1998년 20년 6.94 - 9.83 촉매 미사용

POX방법은 원료물질로써 주로 중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P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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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는 Shell Oil Company(Houston, TX, 미국), Texaco 

Inc. 등이 있다.

다. 가스화 방법(Gasification)

가스화방법은 POX 방법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온도(약 1100℃ - 1300℃)를 

필요로 하며 비촉매하에서 수행한다. 가스화방법에 있어서는 석탄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또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석탄가스

화 방법에 의한 수소의 공급량은 전체의 18% 정도에 달하고 있다. Gasifier를 

개발한 기관과 사용 원료물질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의 경우 가스화용기로의 열 전달방식의 차이, 석탄가스화시 초기가

스화의 압력조건 등에 있어서도 상이한 조건을 채택하고 있다. 공통적인 공정

상의 특징을 보면 산소공급과정, 탈황과정, 순도향상과정 등을 거쳐야 하며 석

탄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공정폐기물인 재를 처리하는 문제로 인해 복잡하고도 

자본집약적인 공정이 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는 석탄가스화의 공

정에 더하여 수분함량이 70%에 이르는 바이오매스의 건조작업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다. 

석탄가스화 방법은 낮은 원료물질 비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본비용으로 

인해 중유의 POX에 비해 비싼 편이다. 자료원별로 살펴본 수소생산비용은 표 

3.3-5와 같다.

표 3.3-5 가스화방법에 의한 수소생산비용의 비교

자료원
시설규모

(백만 Nm
3
/day)

경제적 변수
수소생산비용

($/GJ)

원료물질/

원가비중(%)가격 기준년도 수명기간

 Sentech, Inc 

(1997)

2.83 1997년 20년 15.9
석탄/

16%

1.31 1997년 20년 21.7
바이오매스/

19%

NREL

(미국,1999)
2.80 - 6.78 1998년 20년 9.87 - 11.57

석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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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화 방법은 상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비교에 신뢰성이 있

으나 바이오매스는 상용화가 아닌 연구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자

료가 없는 상황이다. 가스화방법의 경우 자본투자비의 비중이 생산비용의 약 

60%에 달하고 있다.

라. 전기분해법(Electrolysis)

전기를 이용하여 원료물질인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함으로써 수소를 생

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SMR 방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수소생산의 주요 수단이

었으나 현재는 대규모의 수소 생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전기분해법을 이

용한 수소생산량은 세계수요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 도

입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반도체나 식품처리산업을 위한 1차적인 

공급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아주 고순도의 수소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의 사용자들에게는 전기분해법이 비용효과적인 수소공급수단이 되고 있다. 주

로 사용되는 기술로는 Alkaline 전기분해기 방식이 있다.

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수소생산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주

로 연구개발단계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면, 태양에너지를 추가로 이용하는 광

화학적 방법, 생물의 광합성 작용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법, 고열을 이용한 열

화학적 방법, 고온과 전기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전기분해법의 주요 비용요인은 전력으로서 전체 생산비용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석원료물질의 비용보다 약 3-5배 정도 높다. NREL보고서에

서는 기준 전력비용을 0.049 $/kWh로 가정하 다. 이러한 높은 전력비용으로 

인해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법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전기와 고온의 

수증기를 함께 사용한다. 예로써, 1000℃하에서 요구되는 총에너지의 40% 이상

을 고온의 수증기가 대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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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전기분해법에 의한 수소생산비용의 비교

자료원
시설규모

(백만 Nm
3
/day)

경제적 변수
수소생산비용

($/GJ)

사용전력원가/

원가비중(%)
가격 기준년도 수명기간

 Sentech, Inc 

(1997)
2.83 1997년 20년 25.8

0.05 ($/kWh)/

68%

NREL

(미국,1999)
2.80 - 6.75 1998년 20년 20.6 - 24.5

0.049 ($/kWh)/

80%

생 산 비

용

($/GJ)

시설규모(백만 Nm
3
/day)10

10

5

15

20

205

증기개질법(Steam methane Reforming Method)
POX

가스화방법

전기분해법

그림 3.3-1 NREL에 의한 수소제조방법의 비용 비교

마. 지표에 의한 수소생산방식별 비용 비교

수소생산비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점은 수소의 생산방

식에 따른 차이점과 동일한 생산방식이라도 어떠한 공정을 택했는 지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비용산출과정에서 가정하고 있는 경제적 

가정들(가격표시의 방법 및 기준년도, 할인율, 투자수익률, 수명기간, 열효율, 설

비의 규모, 물가상승률 등)의 차이는 여러 연구보고서들에서의 비용산출결과를 

비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용의 비교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지표를 이용하는 방식

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기준이 되는 방식을 1로 정하고 비교가 되는 다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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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식의 비용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기술적 혹은 경제적 가정들을 균등하게 설

정한다. 표 3.3-7에서는 일본 원자력연구소(JAERI)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소생산

비용의 전망 혹은 목표치에 대한 비용분석과 IAEA-TECDOC-1085에서 제시한 

비용분석결과를 비교하 다.

표 3.3-7 지표에 의한 수소생산비용의 비교

수소생산방법

JAERI의 연구 사례(2000.10) IAEA의 

자료(1993년 

DOE 추정)CO2 고려치 않음 CO2 고정화비용포함

메탄증기개질법-화석연료(기존형) 1 1 1

메탄증기개질법-HTGR

(미래형 : 목표치)
0.9 0.8 -

중유의 POX법 - - 1.8

석탄가스화법 - - 1.4 - 2.6

물의 전기분해법 2.5 1.1 5 - 10

열화학싸이클(hybrid) - - 6

열화학법(IS공정)-HTGR(미래형) 1.5 0.7 -

주) 위의 결과는 메탄증기개질법-화석연료(기존형)의 연구사례결과치를 1로 평가하 을 경우의 

상대적 비용크기를 의미함.

IAEA자료와 JAERI의 연구결과를 볼 때 동일한 기술에 대해 직접적인 비

교를 할 수는 없지만 물의 전기분해법에 있어서의 비용평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결과인 JAERI의 평가에 의하면 전기분해법, 

열화학법 등의 기술이 과거에 비할 때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 변화를 감안한 이산

화탄소의 고정화 비용(21 엔/kg-CO2)을 고려하면 원자력기술인 고온가스로의 

이용이 매우 경제적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상용화된 것

이 아니고 연구개발단계의 목표설정치를 반 시킨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비교

로는 볼 수 없으나 향후의 기술개발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JAERI의 열화학법(IS공정)의 경우 총비용의 약 79%가 원자로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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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해당하고 있으며 증기개질법의 경우 이산화탄소 고정화비용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3.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

원자력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원자력발전에서 얻

어지는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 하는 방법과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을 

각 수소제조공정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전력을 이용한 전기분해법은 시간대별 전력수요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야시간대의 발전량을 수소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경제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전기분해법에서 가정하고 있는 0.05 $/kWh의 전기요금은 원화로 환산할 

때 약 60 원/kWh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원가는 약 

35원/kWh 정도로써 위의 가정에 비해 약 40% 정도의 원료비용(에너지) 절감

을 예상할 수 있고 이는 총 비용의 약 30%에 해당하는 커다란 비용절감이 된

다.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증기개질법 등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여전

하지만 환경문제를 고려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방지 및 전기분해기술의 고도화 

등 외부문제가 우호적으로 변하거나 화석연료원의 국제가격이 심각하게 상승한

다면 경제적인 수소제조방안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에 의한 수소생산(전기분해법) 경제

성을 현재의 기술과 미래의 향상된 기술을 통해 비교하 는데 그 결과를 요약

하면 표 3.3-8과 같다.

표 3.3-8에서 가정한 할인율과 수명기간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용

한 수치로써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할인율인 5% 혹은 10%로 조정하

면 현재의 총전력원가가 40 mills/kWh, 54 mills/kWh로 낮아지게 된다. 원자

력발전을 통한 대규모의 수소생산을 가정할때 미래의 향상된 원자로 기술을 활

용한다면 화석연료자원을 이용한 수소생산과의 경제성비교에 있어서 대등한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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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원자력기술향상에 따른 수소제조비용의 변화(예측치)

 구   분 단  위

기존 기술 미래 기술

현재의

원자로기술

현재의

전기분해법

Advanced

원자로 기술

향상된

전기분해법

할인율 %/년 12 12 12 12

수명기간 년 20 20 20 20

이용률 hours/년 7500 7900 7900 8300

자본투자비 $/kWe 2450 600 1120 400

총전력원가 mills/kWh 61.77 - 25.81 -

수소생산비용 $/GJ - 30.7 - 13.5

자료원 : “Nuclear Production of Hydrogen", OECD/NEA, 2000.10

원자력발전의 전력이 아니고 원자로에서 배출되는 고열을 이용하는 방안

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본의 

HTTR(High Temperature Test Reactor)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정에 많은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운 중인 원자로의 열을 이용하여 수소생산과정에 

적용가능한 원자로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메탄증기개질법의 합성가스 생산공정(400 - 800℃) : LMFBR61), HTG

R62)

- 석탄가스화법의 합성가스 생산공정(700 - 800 ℃) : HTGR

- 수증기 전기분해법 / 열화학법(IS) (800 - 1,000℃) : HTGR

원자로의 고열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데에는 약 950℃ 이상의 고열

을 발생시키는 고온가스로가 적합하며 기존의 화석원료를 이용한 수소생산과정

에 매우 효율적으로 열원을 공급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는 전기를 생산한 

후 수소를 생산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는 선

진국을 주축으로 하여 고온가스로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63)

61) Liquid Metal Fast Breed Reactor

62)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63) 독일(AVR, THTR-300), 일본(HTTR), 미국(HTGR, MHTGR-GT), 중국(HTR-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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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방법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열화학법에 

의한 수소제조방법이다. 이것은 물분해를 단계적 반응으로 나누어 1027℃ 이하

에서의 화학반응들로 구성하며 전체적으로는 물을 분해하는 폐사이클로서 1967

년 이래 약 200여개의 많은 싸이클이 제안되어 있는 방법이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의 경제성평가는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으며 아

직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의 JAERI 연구에서 예측

한 것처럼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화석연료원에 대한 환경오염규제가 가시화될 

경우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에너지 생산이 각광받을 수 있다. 

4. 결 론

에너지가 산업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자원의 유한성

과 석유에너지 의존도 심화로 인한 에너지안보의 위협 가능성,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지구차원의 대응책 마련 등의 여건 조성은 청정에너지이면서 재생가능한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2010년

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25%를 수소자동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내

놓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수소생산의 신기술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이미 확보되어 있고 기

술집약적이며 화석연료원의 수입이 필요 없는 원자력기술 혹은 광촉매 등의 방

법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는 화석연료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원

자력기술의 활용을 통해 경제성제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신에너지기술개

발 및 신경제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17 -

제4절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64)

1. 도입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내 에너지소비는 그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에너

지 정책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원자

력 발전의 비중을 증가시켜 왔다. 2000년 현재 국내 전체 발전량의 40.9%를 차

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석탄 및 LNG 등 타 화력발전에 비해 에너지수입 

절감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유연탄발전 대비 2,878만 탄소톤에 이르는 이

산화탄소 배출저감효과를 거두어 지구온난화방지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크게 

기여하 다. 그러나 최근 원자력산업은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문제

와 전력산업개편으로 인한 국내외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원자력에 대한 경제성이 시장에

서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원자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객

관적인 분석이 더욱 시급하다. 따라서 전력구조 개편으로 인한 원자력의 경쟁

체제 하에서 경제성과 함께 원자력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줄 시설에 대

한 공급신뢰도를 경제적 계량 수치로 고찰함으로써 원자력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산

업의 국민 경제적 지위 및 역할을 제대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제고시키

고, 원자력산업 효율화를 위한 객관적 기준과 원자력산업의 사업전략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생화를 포함한 산업연관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원자력산업의 

산업연관분석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산업간 연쇄효

과와 수요유도형 모형을 통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취업

64) 본 내용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곽승준 교수에게 본 연구팀이 위탁하여 수행중인 “원자력

산업의 경제적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과제의 중간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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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효과, 공급유도형 모형을 통한 공급지장효과 등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 다. 또한 위의 분석은 85-90-95년

도 접속불변산업연관표와 98년도 접속경상산업연관표에 적용되어,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변화도 포함하 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

석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요약 및 정리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활용 가

능한 원자력정책의 지침을 제안하 다.

위 연구범위 및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1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흐름도

2. 연구방법론-산업연관분석

본 연구는 원자력 산업이 여타 산업에 유기적으로 미치는 국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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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을 분석도구로 사용

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란 국민경제 전

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생산활동을 통한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또한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고용․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구조 정책방향 설정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원자력산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 

산업연관분석연구들이 최종수요의 변동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원자력산업부문의 총산출 변동에 의한 타 산업부문들이 받는 향만을 고찰하

기 위해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원자력산업의 국민 경제적 역할 변화와 각종 유발효과를 관찰

하기 위하여 다년도에 걸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산업연관분석 

방법과 분석과정을 도시하면 그림 3.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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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산업연관분석방법과 분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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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본 연구는 다년도에 걸친 산업연관분석을 위해 1995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85-’90-‘95년도 접속불변산업연관표와 1998년 경상산업연관표를 사용하

다. 우선 위 산업연관표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분류 상의 전력․

수도․가스 부문으로 잡힌 항목을 원자력과 원자력을 제외한 전력 그리고 가스 

부문의 세 부문으로 분리하여, 원자력을 하나의 대분류 항목으로 잡아 총 30부

문으로 재분류하 다. 아울러 ’98년도 경상산업연관표를 ‘95년 접속불변산업연

관표와 연결하기 위해서 GDP 디플레이터(deflator)를 이용하여 95년도 기준으

로 가격화하 다. ’95년 기준가격으로 새롭게 작성된 다년도 접속불변산업연관

표에 대하여 외생화방법을 포함한 산업연관분석을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가. 산업간 연쇄효과

(1) 전방연쇄효과(감응도계수)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했을 때, 중간재로 사용되는 원자력 산업이 받는 

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분석결과, 원자력은 타 SOC 부문보다 감응도계수가 작아 산업성장에 자

극 받는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원자력 전력 부문과 원자력 부

문은 대칭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 두 부문은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

악된다.

(2) 후방연쇄효과( 향력계수)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향력 계수는 원자력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

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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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그림 3.4-3과 그림 3.4-4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원자력의 후

방연쇄효과는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력생산의 축을 

수력이나 화력에서 원자력으로 이전시키려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원자력 

발전을 위해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을 꾸준히 증가시킨 데서 나온 결과로 판단

된다. 전반적으로 원자력 산업의 전․후방효과는 1보다 작아 전․후방연쇄효과

가 낮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원자력 산업은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림3.4-3 주요 SOC 부문의 전방연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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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주요 SOC부문의 후방연쇄효과

나. 생산유발효과

원자력 부문의 총 산출액이  1원 증가할 때, 타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

으로 생산되는 연도별 생산유발액(단위: 원)은 표 3.4-1과 같다. 

표 3.4-1 원자력부문의 생산유발효과
                         연  도
 산업부문 85년 90년 95년 98년

 농림수산품 0.0091 0.0073 0.0038 0.0032

 광산품 0.0028 0.0037 0.0030 0.0016

 음식료품 0.0116 0.0113 0.0066 0.0060

 섬유, 가죽제품 0.0037 0.0029 0.0019 0.0014

 목재, 종이제품 0.0067 0.0073 0.0058 0.0044

 인쇄, 출판 및 복제 0.0030 0.0032 0.0031 0.0025

 석유, 석탄제품 0.0099 0.0130 0.0145 0.0130

 화학제품 0.09761 0.07791 0.07042 0.08661

 비금속광물제품 0.0052 0.0090 0.0120 0.0086

 제1차금속 0.0087 0.0119 0.0196 0.0127

 금속제품 0.0034 0.0049 0.0080 0.0072

 일반기계 0.0043 0.0054 0.0087 0.0063

 전기, 전자 기기 0.0095 0.0128 0.0159 0.0153

 정 기기 0.0014 0.0018 0.0013 0.0014

 수송기기 0.0017 0.0023 0.0022 0.0012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0029 0.0034 0.0015 0.0009

 비원자력 전력부문 0.0043 0.03324 0.04673 0.02465

 도시가스 및 수도 0.0010 0.0055 0.0059 0.0053

 건설 0.0359
2

0.0697
2

0.0779
1

0.0614
2

 도소매 0.0195 0.0214 0.0106 0.0094

 음식점 및 숙박 0.0055 0.0048 0.0029 0.0018

 운수 및 보관 0.0077 0.0091 0.0085 0.0068

 통신 및 방송 0.0032 0.0037 0.0067 0.0082

 금융 및 보험 0.02594 0.02665 0.0234 0.0294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290
3

0.0358
3

0.0371
4

0.0398
3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 0.0000 0.0000 0.0000

 교육 및 보건 0.0110 0.0079 0.02865 0.0224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017 0.0015 0.0012 0.0016

 기타 0.02295 0.0225 0.0156 0.0127

주) 윗첨자는 각 연도별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5위까지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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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부문의 생산비에서 건설부문과 화학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 음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발전설비의 건설이 원자력의 생산에 있어 가장 필수적

이고, 핵연료와 관련되는 핵연료주기 산업기술 또한 화학부문과 접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 및 보험부문에도 크게 생산을 유발시키는데, 이

는 원자력산업의 위험 특성상 현재 원자력 사업자는 원자력보험법에 의해 반드

시 보험에 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부가가치유발효과

원자력 부문의 총 산출액 1원의 증가에 의해 타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

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유발액(단위: 원)은 표 3.4-2와 같다.

표 3.4-2 원자력부문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  도
 산업부문

85년 90년 95년 98년

 농림수산품 0.0067 0.0050 0.0025 0.0018

 광산품 0.0017 0.0024 0.0021 0.0010

 음식료품 0.0022 0.0026 0.0019 0.0017

 섬유, 가죽제품 0.0010 0.0007 0.0006 0.0005

 목재, 종이제품 0.0013 0.0016 0.0017 0.0012

 인쇄, 출판 및 복제 0.0013 0.0014 0.0013 0.0009

 석유, 석탄제품 0.0025 0.0044 0.0052 0.0045

 화학제품 0.02461 0.01903 0.02113 0.02293

 비금속광물제품 0.0019 0.0032 0.0044 0.0032

 제1차금속 0.0017 0.0024 0.0043 0.0027

 금속제품 0.0012 0.0016 0.0027 0.0026

 일반기계 0.0014 0.0017 0.0030 0.0020

 전기, 전자 기기 0.0009 0.0020 0.0054 0.0042

 정 기기 0.0004 0.0004 0.0004 0.0004

 수송기기 0.0005 0.0006 0.0007 0.0003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0008 0.0011 0.0006 0.0003

 비원자력 전력부문 0.0023 0.0131 0.02075 0.0100

 도시가스 및 수도 0.0005 0.0024 0.0019 0.0017

 건설 0.02033 0.03781 0.03221 0.02921

 도소매 0.01305 0.01415 0.0070 0.0060

 음식점 및 숙박 0.0039 0.0032 0.0016 0.0009

 운수 및 보관 0.0050 0.0055 0.0043 0.0032

 통신 및 방송 0.0025 0.0029 0.0054 0.0063

 금융 및 보험 0.01724 0.01754 0.0166 0.022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2232 0.02562 0.02462 0.02752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 0.0000 0.0000 0.0000

 교육 및 보건 0.0093 0.0065 0.02113 0.01595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011 0.0009 0.0007 0.0009

 기타 0.0000 0.0000 0.0000 0.0000

주) 윗첨자는 각 연도별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크기를 5위까지 표시한 것이다. 



- 124 -

각 연도별 총 산출액 대비 부가가치 유발액은 85년 1,451억이고 90년은 

5,337억, 95년은 7,626억 98년은 9,666억원에 달하며, 이는 원자력에 의한 부가

가치 유발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큰 산업부문은 대체적으로 화학, 건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

비스부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전의 건설 및 운 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경향은 또한 생산유발효과의 결과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이

는 부가가치유발이 바로 생산유발액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라. 취업유발효과

한국전력공사(1999)와 한국원자력산업회의(1996)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력 

및 원자력 부문의 취업인 수를 새롭게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4-3과 같으

며 해당연도 원자력부문 산출액 대비 타 산업부문에서 유발된 취업인수는 85년 

12,016명, 90년 27,819명, 95년 25,847명, 그리고 98년 28,157명이다. 취업유발효

과가 가장 큰 부문은  건설부문, 교육 및 보건부문, 금융 및 보험부문 등이다. 

다른 산업에 유발시키는 취업인원은 원자력 부문에 유발되는 인원보다 약 0.

5∼2배 가량이다. 다음은 원자력 부문 총 산출액이 10억원 증가할 때, 각 연도

별로 타 산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취업인수(단위: 명)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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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원자력부문의 취업유발효과

                     연  도
 산업부문

85년 90년 95년 98년

 농림수산품 0.0011
3
 0.0004 0.0003 0.0003 

 광산품 0.0002 0.0001 0.0000 0.0000 

 음식료품 0.0002 0.0001 0.0001 0.0000 

 섬유, 가죽제품 0.0001 0.0001 0.0000 0.0000 

 목재, 종이제품 0.0002 0.0001 0.0001 0.0000 

 인쇄, 출판 및 복제 0.0001 0.0001 0.0000 0.0000 

 석유, 석탄제품 0.0000 0.0000 0.0000 0.0000 

 화학제품 0.0025
1
 0.0010

2
 0.0006

3
 0.0004

5
 

 비금속광물제품 0.0001 0.0003 0.0001 0.0001 

 제1차금속 0.0001 0.0002 0.0001 0.0000 

 금속제품 0.0001 0.0002 0.0001 0.0001 

 일반기계 0.0001 0.0002 0.0001 0.0001 

 전기, 전자 기기 0.0004 0.0004 0.0002 0.0001 

 정 기기 0.0001 0.0000 0.0000 0.0000 

 수송기기 0.0000 0.0000 0.0000 0.0000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0002 0.0000 0.0000 0.0000 

 비원자력 전력부문 0.0000 0.0004 0.0002 0.0001 

 도시가스 및 수도 0.0000 0.0001 0.0000 0.0000 

 건설 0.0010
5
 0.0015

1
 0.0013

1
 0.0010

1
 

 도소매 0.0023
2
 0.0008

4
 0.0006

3
 0.0005

4
 

 음식점 및 숙박 0.0009 0.0004 0.0005 0.0003 

 운수 및 보관 0.0003 0.0002 0.0002 0.0001 

 통신 및 방송 0.0001 0.0001 0.0001 `0.0001 

 금융 및 보험 0.0011
3
 0.0006 0.0006

3
 0.0006

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005 0.0008
4
 0.0004 0.0004

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 0.0000 0.0000 0.0000 

 교육 및 보건 0.0003 0.0010
2
 0.0008

2
 0.0007

2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002 0.0001 0.0001 0.0001 

 기타 0.0000 0.0000 0.0000 0.0000 

주) 윗첨자는 원자력 부문 산출액 10억원 증가에 의한 각 연도별 취업유발효과의 크기를 5위까

지 표시한 것이다.

마. 공급지장효과

공급유도형 모형으로부터 구한 원자력산업의 투입물 공급이 1원 지장을 

받을 때, 경제의 타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생산차질비용을 나타내는 공급지장

비용(단위: 원)은 표 3.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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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원자력부문의 공급지장효과

                     연  도
 산업부문

85년 90년 95년 98년

 농림수산품 0.0311 0.0283 0.0222 0.0246

 광산품 0.0266 0.0140 0.0113 0.0080

 음식료품 0.0782 0.0679 0.0563 0.0517

 섬유, 가죽제품 0.19421 0.15211 0.0647 0.0668

 목재, 종이제품 0.0417 0.0417 0.0384 0.0375

 인쇄, 출판 및 복제 0.0110 0.0114 0.0133 0.0111

 석유, 석탄제품 0.0205 0.0103 0.0113 0.0126

 화학제품 0.1412
3

0.1372
3

0.1536
2

0.1481
2

 비금속광물제품 0.0762 0.0629 0.0741 0.0619

 제1차금속 0.15182 0.14642 0.16381 0.17791

 금속제품 0.0369 0.0325 0.0504 0.0461

 일반기계 0.0328 0.0498 0.0565 0.0504

 전기, 전자 기기 0.0574 0.0812 0.0879
5

0.0903
5

 정 기기 0.0063 0.0063 0.0076 0.0056

 수송기기 0.0512 0.0759 0.0851 0.0653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0220 0.0215 0.0151 0.0118

 비원자력 전력부문 0.0058 0.0564 0.0170 0.0198

 도시가스 및 수도 0.0320 0.0246 0.0219 0.0225

 건설 0.1297
4

0.1279
4

0.1360
3

0.1087
4

 도소매 0.0802 0.0812 0.0693 0.0466

 음식점 및 숙박 0.0297 0.0264 0.0208 0.0177

 운수 및 보관 0.0408 0.0340 0.0291 0.0232

 통신 및 방송 0.0158 0.0132 0.0154 0.0164

 금융 및 보험 0.0242 0.0361 0.0280 0.022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810
5

0.0881
5

0.1102
4

0.1102
3

 공공행정 및 국방 0.0371 0.0327 0.0493 0.0561

 교육 및 보건 0.0411 0.0393 0.0495 0.05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402 0.0307 0.0258 0.0239

 기타 0.0268 0.0359 0.0337 0.0269

주) 윗첨자는 원자력 부문 1원 공급지장에 의한 각 연도별 공급지장비용의 크기를 5위까지 표

시한 것이다.

원자력의 공급이 1원 지장을 받으면 85년에는 1.56원, 90년에는 1.57원, 95

년과 98년에는 각각 1.52원과 1.42원의 공급지장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원자력

산업의 실제 총 산출액과 관련하여 85년에는 1조 5,371억, 90년에는 4조 7,394

억 그리고 95년과 98년에는 각각 5조 9,610억과 7조 8,553억원의 비용이 타 산

업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 부문의 공급지장이 발생할 때, 제1차금속, 화학, 전자기기, 건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공급지장비용은 두 가지 용도를 가진다. 첫째, 공급지장비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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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원자력 산업의 공급신뢰도(reliability)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공급지장비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원자력 부

문이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공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위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원자력산업의 국민 경제적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방연쇄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원자력 전력과 대칭적인 관

계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추세이다. 특히 전방연쇄효과는 원자

력 산업이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얼마나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계수라는 것

과 비원자력 전력부문과 원자력 산업의 산출물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

면, 전방연쇄효과의 대칭적 변화는 원자력이 비원자력 전력을 대체 보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후방연쇄효과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방연쇄효과가 최종재를 다른 산업에서 얼마나 수

요하는 가에 대한 계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증가추세는 원자력 산업이 다

른 여타산업에서 수요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느리게나마 점

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은 전․후방연쇄효

과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평균인 1보다는 전․후방연쇄효과가 낮아서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둘째, 각 년도의 원자력 부문의 총 산출액은 1985년에는 9,829억, 1990년

에는 3조 264백억, 1995년에는 3조 9,342억원, 그리고 1998년에는 5조 5,457억원

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다른 부문에 미친 총 생산유발액

은 각각 85년 3,430억, 90년 1조 2,706억, 95년 1조 7,310억원, 그리고 98년 2조 

1,936억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비용편익 분석 중에 편익 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부문과 화학부문이 생산유발효과가 크

게 나타났다. 이는 원전의 건설 및 운 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금융 및 보험부문에도 높은 유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원자력에 의한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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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하기 위한 금액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원자력 산업 투자에 대

한 타당성 분석 및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

자력 산업 효율화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원자력 산업은 기술인력 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교육 및 보건부문이 원자력의 산출액에 매우 크게 향을 받는 것

에 기인하는 것으로, 원자력의 산출량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액이 크게 유발되

는 것으로 분석될 뿐 아니라 취업유발효과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부

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즉 임금과 업잉여 고정자본소모와 순간접세로 이루어

진다는 것, 그리고 취업유발효과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기술 인력의 고용유발효

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자력 산업은 국민 경제적으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인력 창출효과를 바

탕으로 원자력 부문은 기술 파급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넷째, 원자력의 취업유발인수는 먼저 85년에는 12,016명, 90년에는 27,819

명, 95년에는 25,847명, 그리고 98년에는 28,157명으로 나타났다. 타 산업으로의 

취업유발자 수를 살펴보면 역시 가장 큰 향을 받는 것은 건설부문이며, 그 

다음에 교육 및 보건부문과 금융 및 보험부문이다. 다른 산업에 유발시키는 취

업인원은 자기 자신에게 유발되는 인원보다 약 0.5∼2배 가량으로 분석되어진

다.

다섯째, 원자력이 공급되어지지 않을 때 파급되는 경제적 피해액을 공급

지장비용을 통해 구하 다. 실제 총 산출액과 대비하여 볼 때, 85년에는 1조 

5,371억원, 90년에는 4조 7,394억원, 95년에는 5조 9,610억원, 그리고 98년에는 7

조 8,553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공급지장비용은 특히 전력산업개편에 

따라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전력산업개편으로 인하여 사기업들이 

경제성만 추구하다보면 원자력의 안전시설투자 등을 줄이게 되어 사회적인 비

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공급지장비용은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보장되어

야할 신뢰도를 계량화하여 보여준다. 또한 공급지장비용은 원자력의 산출․공

급이 제한 받을 때, 어떤 부문부터 일차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그 우선 순

위를 정할 수 있다. 공급지장이 발생하면 대체로 제1차금속부문, 화학부문, 그

리고 전자기기부문처럼 주로 전기를 사용하는 부문들에 그 지장이 크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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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실제로 공급지장 발생시 비용이 크게 야기되는 부문에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여섯째,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그 파급효과

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산업의 운 에 있어서 개발, 생산, 

운송계획 및 구조의 최적화 계획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분석결과로 나온 

생산유발액을 비롯한 각종 유발액의 분석결과는 단순한 총 유발액이 아니라 구

체적으로 각 부문에 얼마만큼 생산을 유발하 는지 그리고 얼마나 피해를 유발

하는지 구체적 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1985년부터 1998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원자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 다. 이는 원자력 산업의 지위와 역

할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원자력정책 수립

에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원자력부문에 대한 적정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으며, 향후 국가체제 개편 논

의시 원자력부문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특징은 어느 한 연도만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비해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서 향후 원자

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한 예측에도 활용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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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호와 개발이라

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

구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종합규범이 합의되게 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지

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세부실천계획으로서 “의제 21 

(Agenda 21)"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이 서명되기에 이르 다. 기후

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7년 교토의정서를 준비하고 

각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구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방안과 

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대립됨에 따라 아직까지 의정서는 비준국 

미달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2001년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선진국의 온실

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과 재정 지원방안에 대한 기본적 합의

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빠르면 2002년 중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 협약이 발효되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

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의무 부담 압

력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OECD 회원국이면서 아직 감축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와 멕시코 그리고 나머지 개도국 중에서는 아르헨

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에 대한 의무 

참여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감축의무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온실가스 발생량을 

1990년 수준에서 5% 이상 감축한다는 총량적 감축 의무를 설정하고 있으나, 우

리 나라의 경우 감축기준 연도에 상관없이 이러한 방식의 목표 설정은 국가발

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참여방안

이 아닌 우리 나라의 입장을 반 하면서 당사국 총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방

안,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면서도 온실가스 증가율을 제한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1995년 원활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WTO가 설립된 이후 동 기구는 각료회의를 통하여 광범위한 무역자유

화 문제를 포함한 향후 작업 계획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 다. 그러나 회원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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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 차이에 따라 3차례의 각료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여 

오다가 2001년 11월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21세기 초반의 국제무역질서

를 형성하게 될 뉴라운드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뉴라운드 즉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각국의 시

장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원자력분야에서는 현재 정부조달협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발전소 설계엔지

니어링 시장도 궁극적으로 개방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하여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지

원금의 경우 현재는 크게 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사

업성을 띤 연구개발의 지원과 벤처지원과 연구원 창업 등과 관련된 연구비 지

원의 성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논리와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되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최적화 에너지시스템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sectoral 모형은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가져다주는 feedback 효과를 분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탄소세 도입을 고려하여 이의 부과에 따른 에

너지 가격 상승 및 수요 감소 과정을 모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 제약이 국민경

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GDP 

감소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의 추가 투입을 고려하지 않

는 경우에는 그 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가 기후변화 

협약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의 이용

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임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발전원별 비용산정시에는 자본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등의 원

가 요소만을 고려해 왔고, 전력생산에 수반되는 오염원에 의한 인체피해와 같

은 외부비용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과 

이의 실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발전부문에서도 환경 피해에 의한 외

부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환경오염 물질의 

인체 피해 비용의 비교 결과에 의하면 석탄발전소와 LNG 발전소 및 원자력발

전소는 각각 30.2, 2.4, 0.48 mills/kWh 정도의 환경외부비용이 존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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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어 원자력이 인체피해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발전원으

로 나타났다.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형원자로의 개발 등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환경 피해 비용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발전원

별 환경피해 비용 비교는 원자력발전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하는 에너지원

인지를 판단하는 유용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소비의 지속적 증가전망 및 기존 화석연료자원의 유한성,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선진 각국은 환경오염문제의 

해결 및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해왔

다. 수소에너지는 가장 유망한 미래의 신에너지원중 하나로서 연소시 물 이외

의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으며 무한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선진국의 경

우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방

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즉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수소제조 기술 개발

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의 하나로 

고온가스로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수소제조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

고 있다.

고온가스로의 수소제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고온 

이용에 따른 재료 개발 등 새로운 기술 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자본비용의 감소

이다. 현재의 추정에 의하면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수소제조 비용은 기존의 화

석연료를 이용한 생산방식에 비하여 50%배 정도 비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제거비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고온가스로에 의한 방법이  3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조

치가 시행될 경우 고온가스로에 의한 수소생산은 더욱 필요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 나라로서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 감

소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제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사기업들이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발전소에 대한 추가 투자를 줄이게 되어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

다. 발전소 가동 중지가 초래하는 경제적 피해액은 산업연관 분석법을 이용하

여 공급지장비를 산출함으로서 계량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

우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의 공급지장비는 1985년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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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에서 1998년에는 7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산업연관

분석법은 공급지장비 이외에 생산 유발 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과 같은 원자력

산업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향후 원자력정책 수립시 유용한 

판단기준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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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OP-7에서 발표된 원자력계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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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에너지-환경-국민경제 측면에서 본 원자력의 역할 

- 모형추정 및 변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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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추정치와 실측치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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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모형의 추정결과

1. 경제 부문

(1) lnCDt = -5.2825 + 0.1866lnCDt-1 + 1.1187 lnYt -0.2941 PWt 
             (-10.1)   (2.4)          (10.8)       (-6.7)

            -0.1090 △R
*
t + 0.0819 D97t

             (-0.48)        (3.52)

R2 = 0.99  D.W.= 2.56

(2) lnCNDt = 0.2625 + 0.6699 lnCNDt-1 + 0.2755 lnYt -0.0762 PCt
             (0.45)    (6.35)             (4.87)      (-1.40)

R2= 0.99  D.W.= 1.90

(3) lnCSt = -0.4079 + 0.8357 lnCSt-1 + 0.1807 lnYt - 0.0556 (△P/P)t
            (-2.11)   (10.69)           (2.30)       (-0.66)

            0.0313D97t
            (1.23)

R2 = 0.99  D.W.= 1.39

(4) lnIMEt = -2.3601 + 0.4988 lnIMEt-1 + 0.6564 lnYt - 0.6654 R
*
t 

             (-0.98)    (4.79)            (3.21)       (-1.25)

             -0.4530 D7879t + 0.2089 D97t
              (-4.27)          (1.59)

R2 = 0.99  D.W.= 1.31

(5) lnIRt = -2.6108 + 0.5012 lnIRt-1 + 0.6114 lnYt + 0.3118 (M2/P)t 
            (-1.82)   (2.89)          (2.51)        (0.47) 

           -0.2720 D9091t + 0.1225 D97t
            (-2.39)          (0.76)

R2 = 0.97  D.W.= 1.58

(6) lnINRt = -3.7676 + 0.4343 lnINRt-1 + 0.7227 lnYt + 0.7483 (M2/P)t
             (-2.31)   (2.07)            (2.49)        (1.49) 

             + 0.2003 D97t
               (1.79)

R2 = 0.99  D.W.= 1.70

(7) lnIOFt = -0.2493 + 0.51739 lnIOFt-1 + 0.4414 lnYt -0.4850 R
*
t

             (-0.22)    (3.54)            (2.96)       (-1.64) 

             + 0.0719 D97t
                (1.13)

(8) lnYt = 0.3144 + 0.3517 lnLt + 0.6483 lnKt - 0.3296 ln(PE/PW)t - 0.0670 D9697t
           (2.75)   (12.78)       (23.57)       (-4.94)              (-2.08)   

R2 = 0.99  D.W.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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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nXt = -0.7449 + 0.8455 lnXt-1 + 0.26645 ln(ER/PX)t - 0.1626 ln(ERJ/PWM)t 
           (-0.41)   (8.15)          (1.38)               (-1.07) 

           + 0.2111 ln(WTM/PWM)t
             (2.10)

R2 = 0.99  D.W. = 2.02

(10) lnMt = -8.3216 - 0.0857 ln((PM×ER)/P)t + 1.5449 lnYt + 0.3337 ln TIMEt
            (-2.48)   (-1.04)                   (6.61)        (2.42)

CORC, ρ=0.9123(9.32)

R2 = 0.99  D.W. = 1.55

(11) Yt = CTt + ITFt + IVt + Gt + Xt - Mt + SDt

(12) LnYt= 0.3144 + 0.3517 lnLt + 0.6483 lnKAt - 0.3296ln(PE/PW)t - 0.0670D9697t
           (2.75)   (12.78)        (23.57)        (-4.94)             (-2.08)

R 2 = 0.99  D.W. =1.88 

(13) URt = 8.2535 + 0.0194 GDPGAPt - 1.7447lnTIMEt - 0.3954D93t
            (1.47)   (0.01)             (-1.38)          (-1.41)

CORC, ρ=0.6672(1.85)

(14) Lt
*
 = EAPt (1-0.02)

(15) KAt = ρt Kt

(16) Kt = Kt-1 - CFCt + ITFt

(17) Kt
*
 = ρ

*
 Kt

 

(18) Yt
*
 = EXP(0.3144 + 0.3517 lnLt

*
 + 0.6483 lnKt

*
 - 0.3296ln(PE/PW)t - 0.0670 D9697t)

(19) GDPGAPt = (Y
*
/Y)t

(20) lnWt = 0.2347 + 1.5232 lnWt-1 - 0.5594 lnWt-2 - 0.0342 URt-1 -0.0872 D76t
            (3.10)    (10.71)         (-4.06)        (-2.17)        (-1.62)

R2 = 0.99  D.W. = 2.07

(21) Pt
*
 = 0.019 + 1.6816 Pt-1 - 0.6844 Pt-2

          (2.21)   (10.43)      (-4.13)

R2 = 0.99  D.W. = 1.65

(22) Pt = 0.1950 + 0.5317 P
*
t + 0.2243 lnWt + 0.3067 GDPGAPt

          (1.08)   (5.81)       (4.75)         (2.04)

CORC, ρ= -0.2035(-0.4952)

R2 = 0.99  D.W.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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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Ct = 0.0366 + 0.2710 PCt-1 + 0.6659 Pt + 0.0541 PMt-1
           (4.08)   (2.75)          (7.45)      (2.04)

R2 = 0.99  D.W. = 0.58

(24) lnPWt = 0.6767 + 0.1090 ln((ER×PM)/100)t + 0.2966 lnWt + 0.1582 lnGDPGAPt
             (2.24)    (3.77)                     (8.01)         (0.91) 

 + 0.0107 D8687t - 0.3024 ln TIMEt
   (1.18)          (-3.57)

R2 = 0.99  D.W. = 2.13  

(25) PXt = 0.2786 + 0.6339 PXt-1 + 0.2717 PWt - 0.0426 ln(ER/PM)t 
           (0.91)    (9.01)          (3.40)      (-1.11)              

         + 0.0212 ln(WTM/PWM)t
           (1.02) 

  R2 = 0.99  D.W. = 2.02

2. 전력 부문 

(1) DRt = 7.3398 + 0.3909 lnYt -0.3016 ln(DRPRI/PC)t
          (2.23)    (1.70)       (-2.26)

CORC, ρ=0.9391(57.82) 

R2 = 0.99  D.W. = 1.59

(2) lnDCt = 0.6151 + 0.7351DCt-1 + 0.1755 lnCSt - 0.0444 ln(DCPRI/P)t
            (0.21)   (6.38)         (0.55)        (-1.22)   

         + 0.0212 TIMEt 
           (0.83)

R2 = 0.99  D.W. = 2.11

(3) lnDIt = -0.8391 + 0.7564 lnDIt-1 + 0.3037 lnYt - 0.0195 ln(DIPRI/PW)t
           (-1.32)    (9.13)          (2.65)       (-0.41)

R2 = 0.99  D.W. = 1.80

(4) ESALEt = DRt + DCt +DIt

(5) TGt = (PUMPGt + ESALEt / (1-CSRt)/(1-CIRt)

(6) TGFFt = TGt ×  (1-SHZ4t - SHZ5t)

(7) ln TELBTUt = 1.0928 + 0.9746 lnTGFFt
                   (4.59)  (49.73)

R2 = 0.99  D.W. = 1.74

(8) HRt = (TGFFt/TELBTUt) ×  860 × (1/10) 

(9) CELBTU2t = TELBTUt - CELBTU1t - OELBTU1t - OELBTU2t - LELB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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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FUELt = (CELBTU1t/TELBTUt) ×  PC1t +(CELBTU2t/TELBTUt) ×  PC2t 
+(OELBTU1t/TELBTUt) ×  PO1t + (OELBTU2t/TELBTUt) ×  PO2t 
+(LELBTUt/TELBTUt) ×  PL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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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FUELt = PFFt ×  (TGFFt/TGt) + PNFt ×  (Z5t/TGt)

3. 가격부문

실적구간 :

(13) lnEPRIt = 3.468929 - 0.390413 lnFUELt
             (8.55)     (5.43)

     CORC ρ=0.933682   R2 = 0.98  D.W = 1.46

예측 시뮬레이션 구간 :

(13-1) SACCt = SACCt-1 × (TGt-1/TGt + △TGFF/TGt) 

                + (△Z5/TGt) × PNKt

(13-2) FCOSTt = SACCt × FCRt (8760 ×CFt ×(1-CIRt))

(13-3) EPRIt = (FUELt - FCOSTt) × (1+αt)

(14) DRPRIt = EPRIt × FDRt

(15) DCPRIt = EPRIt × FDCt

(16) DIPRIt = EPRIt × FDIt

4. 비전력에너지 부문

(1) lnSTHDMDt = 0.7162 + 0.7416 lnSTHDMDt-1 + 0.2431 lnYt - 0.0931 lnSTHPRIt
                  (0.40)    (5.75)                 (1.25)        (-1.67)

R2 = 0.99  D.W. = 1.27

(2) lnSNAPDMDt = -3.5676 + 0.7811 lnSNAPDMDt-1 + 0.4658 lnYt
                    (-1.61)   (5.60)                   (1.68)

R2 = 0.98  D.W. = 1.13

(3) lnSCOKDMDt = 0.6711 + 0.4903 lnSCOKDMDt-1 + 0.4366 lnYt - 0.1218 lnSCOKPRIt
                    (0.33)   (2.56)                   (2.04)        (-1.32)  

R2 = 0.98  D.W.=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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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nRTHDMDt = -3.1943 + 0.7965 lnRTHDMDt-1 + 0.4661 lnYt - 0.0487 lnRTHPRIt
                   (-0.63)   (6.46)                  (1.40)       (-0.27) 

                  + 0.1080 D97t
                    (1.32)

R2 = 0.99  D.W. = 1.97

(5) lnRHODMDt = 1.8733 + 0.5334 lnYt - 0.0982 lnRHOPRIt + 0.1899 D9697t
                  (0.69)    (3.69)        (-1.23)              (2.21) 

R2 = 0.94  D.W. = 1.53

(6) lnTDSDMDt = -7.4031 + 1.3478 lnYt - 0.0045 lnTDSPRIt + 0.1063 D97t
                   (-9.47)   (40.05)       (-0.15)              (3.29)

R2 = 0.99 D.W. = 0.83

(7) lnTGADMDt = -25.55 + 2.8284 lnYt - 0.0686 lnTGAPRIt + 0.1757 D97t
                   (-9.05)   (25.63)      (-0.60)              (1.81)

R2 = 0.99  D.W. = 1.29

(8) lnTBTDMDt = -4.0934 + 0.2151 lnTBTDMDt-1 + 0.8059 lnYt - 0.0058 lnTBTPRIt
                   (-5.04)   (4.17)                 (11.73)       (-0.22)

R2 = 0.99  D.W. = 1.82

(9) lnTJETDMDt = 0.4940 + 0.8200 lnTJETDMDt-1 + 0.1860 lnYt - 0.1159 lnTJETPRIt
                   (0.12)    (5.95)                  (0.59)        (-1.16)

R2 = 0.99  D.W. = 2.51

(10) lnTHODMDt = 2.5717 + 0.9134 lnTHODMDt-1 - 0.1555 lnTHOPRIt
                   (1.27)    (9.43)                 (-1.25)

R2 = 0.96  D.W.=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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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주요 변수 일람

<주요 내생변수>

변수명 단 위 설 명 변수명 단 위 설 명

STHDMD 천TOE 산업용 열에너지 수요 DC GWh 상업용 전력수요

SNAPDMD 천TOE 산업용 납사 수요 DI GWh 산업용 전력수요

SCOKDMD 천TOE 산업용 Coke 수요 ESALE GWh 총 판매 전력량

RTHDMD 천TOE
가정․상업용   열에너지 

수요
FCOST 원/kWh 발전 부문 고정비

RHODMD 천TOE
가정․상업용
중유 수요

TGFF GWh 화석연료 총발전량

RMUDMD 천TOE
가정․상업용
무연탄 수요

TELBTU 10
9
Kcal

발전용 화석연료 
소비량

TDSDMD 천TOE 수송용 경유 수요 HR % 발전부문 열효율

TGADMD 천TOE 수송용 휘발유 수요 PFUEL 원/106Kcal
발전부문 

화석연료가격

TBTDMD 천TOE 수송용 부탄 수요 PFF 원/kWh 화석연료의 연료비

TJETDMD 천TOE 수송용 Jet유 수요 FUEL 원/kWh 총발전 연료비

THODMD 천TOE 수송용 중유 수요 EPRI 원/kWh 평균전력가격

DRPRI 원/kWh 주택용 전력가격 CELBTU2 109Kcal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

DCPRI 원/kWh 상업용 전력가격 SACC 만원/kW
발전시스템의 평균 

설비비

DIPRI 원/kWh 산업용 전력가격 DR GWh 주택용 전력수요

TG GWh 총발전량 L* 천명 잠재노동력

CD
10억원

(‘90년 불변)
내구재 소비 M

10억원
(‘90년 불변)

총수입

CND
10억원

(‘90년 불변)
비내구재 소비 P 1990년=1.0 GDP 디플레이터

CS
10억원

(‘90년 불변)
서비스 소비 PC 1990년=1.0 소비자물가지수

CT
10억원

(‘90년 불변)
민간 소비 PW 1990년=1.0 생산자물가지수

IME
10억원

(‘90년 불변)
설비투자 PX 1990년=1.0 수출물가지수

INR
10억원

(‘90년 불변)
비주거용 건설투자 P* 1990년=1.0 기대물가지수

IOF
10억원

(‘90년 불변)
기타 투자 R* % 기대 실질이자율

IR
10억원

(‘90년 불변)
주거용 건설투자 UR % 실업율

ITF
10억원

(‘90년 불변)
총고정자본형성 W 1990년=1.0 임금지수

K
10억원

(‘90년 불변)
자본스톡 X

10억원
(‘90년 불변)

총수출

KA
10억원

(‘90년 불변)
가동자본스톡 Y

10억원
(‘90년 불변)

국내총생산

K*
10억원

(‘90년 불변)
잠재자본스톡 Y*

10억원
(‘90년 불변)

잠재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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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생변수>

변수명 단 위 설 명 변수명 단 위 설 명

PO1 원/106Kcal 발전용 중유가격 Z5 GWh 원자력 발전량

PO2 원/106Kcal 발전용 경유가격 PNK 만원/kW 원자력 설비비

PC1 원/10
6
Kcal 발전용 무연탄가격 FCR fraction 발전부문 고정비율

PC2 원/106Kcal 발전용 유연탄가격 CF fraction 총발전 설비 이용율

PLNG 원/106Kcal 발전용 LNG가격 STHPRI 원/TOE 산업용 열에너지 가격

CIR fraction 발전부문 소내소비율 SCOKPRI 원/TOE 산업용 Coke 가격

CSR fraction 송배전손실율 RTHPRI 원/TOE
가정․상업용
열에너지 가격

Z4 GWh 수력발전량 RHOPRI 원/TOE
가정․상업용 
열에너지가격

PUMPG Gwh 양수용 발전동력 TIME 년 시간 추세

PNF 원/kWh 원자력발전 연료비 RMUPRI 원/TOE
가정․상업용
무연탄 가격

FDR fraction
주택용 전력요금의
전력가격에 대한 비율 TDSPRI 원/TOE 수송용 경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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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I fraction
산업용 전력요금의
전력가격에 대한 비율 TBTPRI 원/TOE 수송용 부탄 가격

CELBTU1 109Kcal 발전용 무연탄 소비량 TJETPRI 원/TOE 수송용 Jet유 가격

OELBTU1 109Kcal 발전용 중유 소비량 THOPRI 원/TOE 수송용 중유 가격

OELBTU2 109Kcal 발전용 경유 소비량 EX 원/$ 대미 환율

LELBTU 109Kcal 발전용 LNG 소비량 SD
10억원

(‘90년 불변)
통계상 불일치

ER 원/$(기간말) 대미 명목환율 TIME 시간추세변수

ERJ 엔/$ 대미 엔화환율 WTM 10억불(경상) 세계수입량

G
10억원

(‘90년 불변)
정부지출 ρ 1990년=1.0 설비가동률

IV
10억원

(‘90년 불변)
재고투자 ρ* 1.099 최대가동률

M2 10억원(평잔) 총통화량 PWM
1931.9.18=100

(Reuter 지수)
세계 수입물가지수

PM 1990년=1.0 수입물가지수 R % 회사채수익률



- 163 -

부록 2.4  전력가격 항등식 도출

발전 시스템의 평균 설비비를 나타내는 부록 2.2의 (13-1)식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t년도의 발전 시스템의 설비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ACCt=
TKCt
TKt

 (1)

여기서, SACCt는 발전 시스템의 평균 설비비이고, TKCt는 t년도의 총설비비(원)이며 TKt는 t년

도의 총 설비용량(kW)이다.

(1)식은 다음과 같이 전개가 가능하다.

SACCt=
TKCt
TKt

        ＝
TKCt-1+△TKFFC+△Z5KC

TKt

        =
TKCt-1
TKt

+
△TKFFC
TKt

+
△Z5KC
TKt

 (2) 

          

여기서 TKFFC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설비비(원)이고 Z5KC는 원자력 발전 설비비 (원)

이다. 그리고 △는 전년도 대비 금년의 증가량을 나타낸다.

그런데 (2)식의 첫 번째 항에 대하여는

TKCt-1
TKt

=
TKCt-1
TKt

×
TKt
TKt-1

×
TKt-1
TKt

이므로

         = SACCt-1×
TKt-1
TKt

의 관계가 성립된다.

두 번째 항에 대하여는 

△TKFFC
TKt

=
△TKFFC
TKt

×
TKt

△TKFF
×
△TKFF
TKt

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TKFFC
△TKFF

는 SACCt-1과 근사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TKFFC
TKt

= SACCt-1×
△TKFF
TKt

로 된다.

세 번째 항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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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5KC
TKt

=
△Z5K×PNKt

TKt
의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Z5K는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kW)이고 PNKt는 원자력발전의 단위 설비비(원/kW)이

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2)식은 (3)식 같이 된다.

SACCt= SACCt-1×
TKt-1
TKt

+SACCt-1×
△TKFF
TKt

+
△Z5KC
TKt

       = SACCt-1(
TKt-1
TKt

+
△TKFF
TKt )+ △Z5K×PNKt

TKt
 (3) 

이제 발전 설비용량과 관련된 변수들을 발전량 변수로 바꾸어도 (3)식이 근사적으로 성립한다

고 가정하면 (3)식은 (4)과 같다.

SACCt=SACCt-1(
TGt-1
TGt

+
△TGFF
TGt )+ △Z5TGt

×PNKt (4)

이 (4)식이 바로 부록 2.2 전력부문의 (13-1)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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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전산 프로그램

* PRJ981.PRG

env noecho

cal 1970 1 1

declare integer year

compute year = 1997

* query(prompt='Final Year of Input Data ') year

all 0 year:1

*

open data c:\dosprg\rats\crp02\ann1.dat

data(org=obs) / Y LT LM LS W WM WS LA UR RHO1 P PC $

                D74 D75 D78 D79 D80 D85 D88 D89

open data c:\dosprg\rats\crp02\ann2.dat

data(org=obs) / PW CD CND CS IME IR INR IOF IV X M G

open data c:\dosprg\rats\crp02\ann3.dat

data(org=obs) / SD M2 R YA XB MB ER ERJ $

               D90 D91 D92 D93 TT

open data c:\dosprg\rats\crp02\ann4.dat

data(org=obs) / PX PM PWM WTM RF CAP EAP CFC K

open data c:\dosprg\rats\crp02\ann5.dat

data(org=obs) / CED DCED95 EPRIR EPRIRALL RHO

open data c:\dosprg\rats\crp02\pe.dat

data(org=obs) / pe pener

open data c:\dosprg\rats\crp02\dumy.dat

data(org=obs) / D97 D76 D86 D87 D96

*

*

open data c:\dosprg\rats\crp02\elecdat1.prn

data(org=obs) /FACTDI JEGNP GDP WPI DR

open data c:\dosprg\rats\crp02\elecdat2.prn

data(org=obs) /DC DI TLOSS TG Z4

open data c:\dosprg\rats\crp02\elecdat3.prn

data(org=obs) /TELBTU EPRI LELBTU TGFF Z5

open data c:\dosprg\rats\crp02\elecdat4.prn

data(org=obs) /CELBTU1 CELBTU2 OELBTU1 OELBTU2 HR

open data c:\dosprg\rats\crp02\elecdat5.prn

data(org=obs) /FUEL FIXCOST COST DRPRI DCPRI

open data c:\dosprg\rats\crp02\elecdat6.prn

data(org=obs) /DIPRI PC1 PC2 PO1 PO2

open data c:\dosprg\rats\crp02\elecdat7.prn

data(org=obs) /PLNG PNF CIR CSR FACTDR

open data c:\dosprg\rats\crp02\elecdat8.prn

data(org=obs) /SHCOAL1 SHCOAL2 SHOIL1 SHOIL2 SHLNG

open data c:\dosprg\rats\crp02\elecdat9.prn

data(org=obs) /FACTDC PUMPG SHZ5 SOCGNP ALPHA

open data c:\dosprg\rats\crp02\elecdat10.prn

data(org=obs) /SHZ4 SHZ5

*

* 1982:1 - 1997:1

*

OPEN DATA c:\dosprg\rats\crp02\enPRI1.prn

DATA(ORG=OBS) / ITHPRI INAPPRI ICOKPRI RTHPRI RHOPRI

OPEN DATA c:\dosprg\rats\crp02\ENPRI2.PRN

DATA(ORG=OBS) / RMUPRI TGAPRI TDSPRI TBTPRI TJETPRI

OPEN DATA c:\dosprg\rats\crp02\ENPRI3.PRN

DATA(ORG=OBS) / THOPRI

OPEN DATA c:\dosprg\rats\crp02\ENPRI4.PRN

DATA(ORG=OBS) / YUPRI SUKPRI CTLNGPRI PPLNGPRI

OPEN DATA c:\dosprg\rats\crp02\ENDMD1.PRN

DATA(ORG=OBS) / ITHDMD INAPDMD ICOKDMD RTHDMD RHODMD

OPEN DATA c:\dosprg\rats\crp02\ENDMD2.PRN

DATA(ORG=OBS) / RMUDMD TGADMD TDSDMD TBTDMD TJETDMD

OPEN DATA c:\dosprg\rats\crp02\ENDMD3.PRN

DATA(ORG=OBS) / THODMD

OPEN DATA c:\dosprg\rats\crp02\ENECO.PRN

DATA(ORG=OBS) / WAGE EX DD WAGEALL POP DUM

*

*

*source(noecho) c:\dosprg\rats\crp02\dsc.src

*data1.src provides carbon coefficents for each energy type

source(noecho) c:\dosprg\rats\crp02\data1.src

*subgas1.src gives gas substitution only if carbon control 

imposed

**source(noecho) c:\dosprg\rats\crp02\subgas1.src

source(noecho) c:\dosprg\rats\crp02\alp1.src

*set alp 1998:1 2020:1 = 0.98

print 1970:1 2020:1 alp alpt alpi

source(noecho) c:\dosprg\rats\crp02\ctXN20.src

set ctax 1970:1 2020:1 = 0.0

print(dates) 1970:1 2020:1 ctax

source(noecho) c:\dosprg\rats\crp02\PRJest1.src

*

**source(noecho) c:\dosprg\rats\crp02\PRJhist.src

*

source(noecho) c:\dosprg\rats\crp02\prjF1.src

*** There are two src files in prjF1.src

*** These are bigN1.src, carbon1.src

end

* PRJEST1.SRC

*

SMPL 1970:1 1997:1

*set SDMD = ITHDMD + INAPDMD + ICOKDMD

*set RDMD = RTHDMD + RMUDMD + RHODMD

*set TDMD = TGADMD + TBTDMD + TJETDMD $

*                           + THODMD + TDSDMD

*set SUMDMD = SDMD + RDMD + TDMD

*SET ESALE = DR + DC + DI

*

*set  PENERR = (ITHPRI*ITHDMD $

*            +INAPPRI*INAPDMD $

*            +ICOKPRI*ICOKDMD+RTHPRI*RTHDMD $

*            +RHOPRI*RHODMD+RMUPRI*RMUDMD $

*            +TGAPRI*TGADMD+TDSPRI*TDSD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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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TPRI*TBTDMD+TJETPRI*TJETDMD $

*            +THOPRI*THODMD $

*            +EPRI*(ESALE*1000) ) $

*            /(SUMDMD+ESALE*0.086)

*

*print(dates) / penerr ITHDMD DR DC DI

SET TINDUS_P  = ITHDMD + INAPDMD + ICOKDMD

SET TRESI_P  =  RTHDMD + RHODMD + RMUDMD

SET TTRAN_P  = TGADMD + TDSDMD + TBTDMD + TJETDMD + THODMD

PRINT(DATES) / TINDUS_P TRESI_P TTRAN_P

*

SET R_TINDUS_P = (TINDUS_P - TINDUS_P{1})/TINDUS_P{1}

SET R_TRESI_P = (TRESI_P - TRESI_P{1}) / TRESI_P{1}

SET R_TTRAN_P = (TTRAN_P - TTRAN_P{1}) / TTRAN_P{1}

PRINT(DATES) / R_TINDUS_P R_TRESI_P R_TTRAN_P

*

SET CT = CD + CND + CS

SET ITF = IME + IR + INR + IOF

SET LY = LOG(Y)

SET YRATE = (Y - Y{1}) / Y{1}

SET LL = LM + LS

SET L = LL + LA

set LogL = log(L)

set LPENERPW = log(PENER/PW)

set LPENER = log(PENER)

SET LLL = LOG(LL)

SET LCD = LOG(CD)

SET LCND = LOG(CND)

SET LCS = LOG(CS)

SET LIME = LOG(IME)

SET LIR = LOG(IR)

SET LINR = LOG(INR)

SET LIOF = LOG(IOF)

SET LM2P = LOG(M2/P)

SET DLM2P = LM2P - LM2P{1}

SET LOGX = LOG(X)

SET LOGM = LOG(M)

SET LPMERP = LOG((PM*ER)/P)

SET LERPX = LOG(ER/PX)

SET LERPM = LOG(ER/PM)

SET LWTMP = LOG(WTM/PWM)

SET LERJP = LOG(ERJ/PWM)

SET LW = LOG(W)

SET LERTPM = LOG((ER*PM) / 100)

SET RFER = RF - (ER/100)

SET D7879 = D78*D79

SET D7980 = D79*D80

SET D9091 = D90*D91

SET D747989 = D74*D79*D89

SET D9697 = D96*D97

SET LPW = LOG(PW)

*

*

*

SET D8687 = D86*D87

*

*

SET RDIFF = R - RF

SET PRATE = (P - P{1}) / P{1}

set LTT = LOG(TT)

SET LW = LOG(W)

SET LWPC = LOG(W/PC)

*

*RELEASE(REGRESS) P LLL UR LCD LCND LCS LIME LIR LINR LIOF $

*                LOGX LOGM LW PC PW LPW PX 

*

*

*================================

* Estimation of expected GDP deflator

* and expected real interest rate

*================================

*

cmoment(noprint)

# constant p{1 to 7} p

do maxlag=1,7

  linreg(cmoment,noprint) p 

  # constant p{1 to maxlag}

  compute schwarz=%nobs*log(%rss)+%nreg*log(%nobs)

end do

*

LINREG(noprint) p /

# constant p{1 to 2}

*

COMPUTE c1 =%beta(1)

COMPUTE c2 =%beta(2)

COMPUTE c3 =%beta(3)

*

SET pstar = c1 + c2*p{1} + c3*p{2}

SET rstar = (1 + r) / (1 + pstar)

*

SET DRSTAR = RSTAR - RSTAR{1}

*

smpl 1971:1 YEAR:1

*

set K = K{1} - CFC + ITF

*PRINT(DATES) / K

*

*

smpl 1972:1 YEAR:1

SET KSTAR =K

SET LSTAR =EAP*(1-0.02)

SET LY =LOG(Y)

SET KA =K*RHO

SET LKA =LOG(KA)

SET LLT =LOG(LT)

SET LKA2 =LKA**2

SET LLT2 =LLT**2

SET TT2 =TT**2

SET LKALLT =LKA*LLT

SET LKAT =LKA*TT

SET LLTT =LLT*TT

*SET SK =1-SL

*

*================================

* Estimation of Prodcution F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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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REG(noprint) LY /

# constant logL LKA LPENERPW D9697

restric(creat) 1

# 2  3

# 1. 1. 1.

COMPUTE BY1 = %BETA(1)

COMPUTE BY2 = %BETA(2)

COMPUTE BY3 = %BETA(3)

COMPUTE BY4 = %BETA(4)

COMPUTE BY5 = %BETA(5)

*

*

SET YSTAR = EXP(BY1 + BY2*LOG(EAP*0.98) + BY3*LOG(K) $

           + BY4*LOG(PENER/PW) + BY5*D9697 )

*

SET GDPGAP = Y / YSTAR

*

*print / gdpgap

SET LGDPGAP = LOG(Y/YSTAR)

SMPL 1972:1 YEAR:1

*

*=================

* Production Block

*=================

*

LINREG(noprint,frml=LEQ) LLL /

# constant LLL{1} LY LWPC LTT

*

smpl 1982:1 year:1

AR1(noprint,frml=UREQ) UR /

# constant GDPGAP LTT D93   

*

SMPL 1972:1 YEAR:1

*==================

* Expenditure Block

*==================

*

LINREG(noprint,frml=CDEQ) LCD /

# constant LCD{1} LY PW DRSTAR D97

*

LINREG(noprint,frml=CNDEQ) LCND /

# constant LCND{1} LY PC 

*

LINREG(noprint,frml=CSEQ) LCS /

# constant LCS{1} LY PRATE D97

*

LINREG(noprint,frml=IMEEQ) LIME /

# constant LIME{1} LY RSTAR D7879 D97

*

LINREG(noprint,frml=IREQ) LIR /

# constant LIR{1} LY DLM2P D9091 D97

*

LINREG(noprint,frml=INREQ) LINR /

# constant LINR{1} LY DLM2P D97

*

LINREG(noprint,frml=IOFEQ) LIOF /

# constant LIOF{1} LY RSTAR D97

*

*====================

* Foreign Trade Block

*====================

*

LINREG(noprint,frml=XEQ) LOGX /

# constant LOGX{1} LERPX LERJP LWTMP 

*

AR1(noprint,frml=MEQ) LOGM /

# constant LPMERP LY LTT 

*

*

*======================

* Price and Wage Block

*======================

*

LINREG(noprint,frml=WEQ) LW /

# constant LW{1} LW{2} UR{1} D76

*

smpl 1982:1 year:1

AR1(noprint,frml=PEQ) P /

# constant PSTAR LW GDPGAP

*

smpl 1972:1 year:1

LINREG(noprint,frml=PCEQ) PC /

# constant PC{1} P PM

*

smpl 1982:1 year:1

*SMPL 1972:1 YEAR:1

*LINREG(noprint,frml=PWEQ) PW /

*# constant PW{1} LERTPM W GDPGAP TT

*

*LINREG(noprint,frml=PWEQ) PW /

*# constant LERTPM GDPGAP D8687

**

LINREG(noprint,frml=PWEQ) LPW / 

# constant LERTPM LW LGDPGAP  D8687 LTT

*

smpl 1972:1 year:1

LINREG(noprint,frml=PXEQ) PX /

# constant PX{1} PW LERPM LWTMP

*

*LINREG(noprint,frml=REQ) R /

*# constant PSTAR LM2P LY RFER D7980 D91

*

*RELEASE(CMOMENT) PX PX{1} PW LERPM LWTMP

*

*======================================================

* ELECTRICIY SECTOR

*======================================================

*

*

 SET LDR 1971:1 1997:1 = LOG(DR)

 SET LDC 1971:1 1997:1 = LOG(DC)

 SET LDI 1971:1 1997:1 = LOG(DI)

 SET LDRPRI 1971:1 1997:1 = LOG(DRPRI/PC)

 SET LDCPRI 1971:1 1997:1 = LOG(DCPRI/P)

 SET LDIPRI 1971:1 1997:1 = LOG(DIPRI/PW)

 SET LTELBTU 1971:1 1997:1 = LOG(TELBTU)

 SET LTGFF 1971:1 1997:1 = LOG(TG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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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LEPRI 1971:1 1997:1 = LOG(EPRI)

 SET LFUEL 1971:1 1997:1 = LOG(FUEL)

 SET TREND 1971:1 1997:1 = T

*

smpl 1971:1 YEAR:1

LINREG(noprint,frml=DCEQ) ldc /

# constant LCS ldcpri ldc{1} trend

 COMPUTE B11 = %beta(1)

 COMPUTE B12 = %beta(2)

 COMPUTE B13 = %beta(3)

 COMPUTE B14 = %beta(4)

 COMPUTE B15 = %beta(5)

*

AR1(noprint,frml=DREQ) LDR /

# CONSTANT LY LDRPRI

  COMPUTE ROB2 = %rho

  COMPUTE B21 = %beta(1)

  COMPUTE B22 = %beta(2)

  COMPUTE B23 = %beta(3)

*

SMPL 1972:1 YEAR:1

LINREG(noprint,frml=DIEQ) LDI

# CONSTANT LDI{1} LY LDIPRI 

  COMPUTE B31 = %beta(1)

  COMPUTE B32 = %beta(2)

  COMPUTE B33 = %beta(3)

  COMPUTE B34 = %beta(4)

*

AR1(noprint,frml=TELBTUEQ) LTELBTU /

# CONSTANT LTGFF

  COMPUTE ROB4 = %rho

  COMPUTE B41 = %beta(1)

  COMPUTE B42 = %beta(2)

*

AR1(noprint,frml=EPRIEQ) LEPRI /

# CONSTANT LFUEL 

*

*======================================================

* TOTAL ENERGY DEMAND SECTOR

*======================================================

*

*

 SET ITHPRIP 1982:1 1997:1 = ITHPRI(T)/P

 SET INAPPRIP 1982:1 1997:1 = INAPPRI(T)/P

 SET ICOKPRIP 1982:1 1997:1 = ICOKPRI(T)/P

 SET RTHPRIP 1982:1 1997:1 = RTHPRI(T)/PC

 SET RHOPRIP 1982:1 1997:1 = RHOPRI(T)/PC

 SET RMUPRIP 1982:1 1997:1 = RMUPRI(T)/PC

 SET TGAPRIP 1982:1 1997:1 = TGAPRI(T)/P

 SET TDSPRIP 1982:1 1997:1 = TDSPRI(T)/P

 SET TBTPRIP 1982:1 1997:1 = TBTPRI(T)/P

 SET TJETPRIP 1982:1 1997:1 = TJETPRI(T)/P

 SET THOPRIP 1982:1 1997:1 = THOPRI(T)/P

 SET LITHPRIP 1982:1 1997:1 = LOG(ITHPRIP)

 SET LINAPPRIP 1982:1 1997:1 = LOG(INAPPRIP)

 SET LICOKPRIP 1982:1 1997:1 = LOG(ICOKPRIP)

 SET LRTHPRIP 1982:1 1997:1 = LOG(RTHPRIP)

 SET LRHOPRIP 1982:1 1997:1 = LOG(THOPRIP)

 SET LRMUPRIP 1982:1 1997:1 = LOG(RMUPRIP)

 SET LTGAPRIP 1982:1 1997:1 = LOG(TGAPRIP)

 SET LTDSPRIP 1982:1 1997:1 = LOG(TDSPRIP)

 SET LTBTPRIP 1982:1 1997:1 = LOG(TBTPRIP)

 SET LTJETPRIP 1982:1 1997:1  = LOG(TJETPRIP)

 SET LTHOPRIP 1982:1 1997:1 = LOG(THOPRIP)

 SET LITHDMD 1982:1 1997:1 = LOG(ITHDMD)

 SET LINAPDMD 1982:1 1997:1 = LOG(INAPDMD)

 SET LICOKDMD 1982:1 1997:1 = LOG(ICOKDMD)

 SET LRTHDMD 1982:1 1997:1 = LOG(RTHDMD)

 SET LRHODMD 1982:1 1997:1 = LOG(RHODMD)

 SET LRMUDMD 1982:1 1997:1 = LOG(RMUDMD)

 SET LTGADMD 1982:1 1997:1 = LOG(TGADMD)

 SET LTDSDMD 1982:1 1997:1 = LOG(TDSDMD)

 SET LTBTDMD 1982:1 1997:1 = LOG(TBTDMD)

 SET LTJETDMD 1982:1 1997:1 = LOG(TJETDMD)

 SET LTHODMD 1982:1 1997:1 = LOG(THODMD)

* SET LTT 1982:1 1997:1 = LOG(TT)

*

smpl 1983:1 YEAR:1

LINREG(noprint,frml=LITHDMDEQ)  LITHDMD /

# CONSTANT LITHDMD{1} LY LITHPRIP

   COMPUTE C11 = %beta(1)

   COMPUTE C12 = %beta(2)

   COMPUTE C13 = %beta(3)

   COMPUTE C14 = %beta(4)

*

LINREG(noprint,frml=LINAPDMDEQ)  LINAPDMD /

# CONSTANT LINAPDMD{1} LY

   COMPUTE C21 = %beta(1)

   COMPUTE C22 = %beta(2)

   COMPUTE C23 = %beta(3)

*

LINREG(noprint,frml=LICOKDMDEQ)  LICOKDMD /

# CONSTANT LICOKDMD{1} LY LICOKPRIP

   COMPUTE C31 = %beta(1)

   COMPUTE C32 = %beta(2)

   COMPUTE C33 = %beta(3)

   COMPUTE C34 = %beta(4)

*

LINREG(noprint,SMPL=DUM,frml=LRTHDMDEQ) LRTHDMD /

# constant lrthdmd{1} LY lrthPRIP d97

   COMPUTE C41 = %beta(1)

   COMPUTE C42 = %beta(2)

   COMPUTE C43 = %beta(3)

   COMPUTE C44 = %beta(4)

   COMPUTE C45 = %beta(5)

*

LINREG(noprint,frml=LRHODMDEQ)  LRHODMD /

# CONSTANT LY LRHOPRIP D9697

*AR1(noprint,frml=LRHODMDEQ)  LRHODMD /

*# CONSTANT LY LRHOPRIP 

*   COMPUTE ROD5 = %rho

   COMPUTE C51 = %beta(1)

   COMPUTE C52 = %beta(2)

   COMPUTE C53 = %beta(3)

   COMPUTE C54 = %beta(4)

*

LINREG(noprint,frml=LTGADMDEQ)  LTGADMD /

# CONSTANT  LY  LTGAPRIP D97

   COMPUTE C61 = %bet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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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E C62 = %beta(2)

   COMPUTE C63 = %beta(3)

   COMPUTE C64 = %beta(4)

*

*AR1(noprint,frml=LTDSDMDEQ)  LTDSDMD /

*# CONSTANT LY LTDSPRIP

LINREG(noprint,frml=LTDSDMDEQ)  LTDSDMD /

# CONSTANT LY LTDSPRIP D97

   COMPUTE C71 = %beta(1)

   COMPUTE C72 = %beta(2)

   COMPUTE C73 = %beta(3)

   COMPUTE C74 = %beta(4)

*

*AR1(noprint,frml=LTBTDMDEQ)  LTBTDMD /

*# CONSTANT LY LTBTPRIP TT

*   COMPUTE ROC8 = %rho

*   COMPUTE C81 = %beta(1)

*   COMPUTE C82 = %beta(2)

*   COMPUTE C83 = %beta(3)

*   COMPUTE C84 = %beta(4)

*

LINREG(noprint,frml=LTBTDMDEQ)  LTBTDMD /

# CONSTANT LTBTDMD{1} LY LTBTPRIP 

   COMPUTE C81 = %beta(1)

   COMPUTE C82 = %beta(2)

   COMPUTE C83 = %beta(3)

   COMPUTE C84 = %beta(4)

*

LINREG(noprint,frml=LTJETDMDEQ)  LTJETDMD /

# CONSTANT LTJETDMD{1} LY LTJETPRIP 

   COMPUTE C91 = %beta(1)

   COMPUTE C92 = %beta(2)

   COMPUTE C93 = %beta(3)

   COMPUTE C94 = %beta(4)

*

LINREG(noprint,frml=LTHODMDEQ) LTHODMD /

# CONSTANT LTHODMD{1} LTHOPRIP

   COMPUTE C101 = %beta(1)

   COMPUTE C102 = %beta(2)

   COMPUTE C103 = %beta(3)

*

*COMPUTE ICOKCBF = 1080.19*0.94

*

*===================================

* Identities (I)

*===================================

*

*

frml(identity) LLID LL = EXP(LLL)

frml(identity) CDID CD = EXP(LCD)

frml(identity) CNDID CND = EXP(LCND)

frml(identity) CSID CS = EXP(LCS)

frml(identity) IMEID IME = EXP(LIME)

frml(identity) IRID IR = EXP(LIR)

frml(identity) INRID INR = EXP(LINR)

frml(identity) IOFID IOF = EXP(LIOF)

frml(identity) WID W = EXP(LW)

frml(identity) PWID PW = EXP(LPW)

*

frml(identity) TOTCONID CT = CD + CND + CS

frml(identity) TOTINVID ITF = IME + IR + INR + IOF

frml(identity) XID X = EXP(LOGX)

frml(identity) MID M = EXP(LOGM)

frml(identity) GDPID Y = CT + ITF + IV + G + X - M + SD

frml(identity) CAPITID K = K{1} + ITF - CFC

frml(identity) GDPGAPID GDPGAP = Y / YSTAR

*

frml(identity) LYID LY = LOG(Y)

frml(identity) YRATEID YRATE = (Y - Y{1}) / Y{1}

frml(identity) DRSTARID DRSTAR = RSTAR - RSTAR{1}

frml(identity) PRATEID PRATE = (P - P{1}) / P{1}

frml(identity) D7879ID D7879 = D78*D79

frml(identity) D7980ID D7980 = D79*D80

frml(identity) D9091ID D9091 = D90*D91

frml(identity) D747989ID D747989 = D74*D79*D89

frml(identity) D8687ID D8687 = D86*D87

frml(identity) D9697ID D9697 = D96*D97

*

frml(identity) LID L = LL+LA

frml(identity) LWPCID LWPC = LOG(W/PC)

*

*frml(identity) YSTARID YSTAR = EXP( B1 $

*         + (1-B2)*LOG(K) + B2*LOG(EAP*0.98) $

*         + B3*TT + 0.5*((-B4)*((LOG(K))**2 + 

(LOG(EAP*0.98))**2)) $

*         + B5*(TT**2) + B4*(LOG(K))*(LOG(EAP*0.98)) $

*         - B6*(LOG(K))*TT + B6*(LOG(EAP*0.98))*TT )

frml(identity) YSTARID YSTAR =  EXP(BY1 + BY2*LOG(EAP*0.98) 

$

          + BY3*LOG(K) +BY4 *LOG(PENER/PW) + BY5*D9697 )

*

frml(identity) PSTARID pstar = c1 + c2*p{1} +c3*p{2}

frml(identity) RSTARID rstar = (1 + r) / (1 + pstar)

*

frml(identity) LM2PID LM2P = LOG(M2/P)

frml(identity) DLM2PID DLM2P = LM2P - LM2P{1}

frml(identity) LERPXID LERPX = LOG(ER/PX)

frml(identity) LERPMID LERPM = LOG(ER/PM)

frml(identity) LPMERPID LPMERP = LOG((PM*ER)/P)

frml(identity) LWTMPID LWTMP = LOG(WTM/PWM)

frml(identity) LERJPID LERJP = LOG(ERJ/PWM)

frml(identity) LERTPMID LERTPM = LOG((ER*PM) / 100)

frml(identity) RFERID RFER = RF - (ER/100)

frml(identity) LTTID LTT = LOG(TT)

frml(identity) LGDPGAPID LGDPGAP = LOG(Y/YSTAR)

*

*

*===================================

* Identities(II)

*===================================

*

*

frml(identity) DRID DR = EXP(LDR)

frml(identity) DCID DC = EXP(LDC)

frml(identity) DIID DI = EXP(LDI)

frml(identity) EPRIID EPRI = EXP(LEPRI)

frml(identity) TELBTUID TELBTU = EXP(LTELBTU)

*

frml(identity) LDRPRIID LDRPRI = LOG(DRPRI/PC)

frml(identity) LDCPRIID LDCPRI = LOG(DCP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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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ml(identity) LDIPRIID LDIPRI = LOG(DIPRI/PW)

frml(identity) LTGFFID LTGFF = LOG(TGFF)

frml(identity) LFUELID LFUEL = LOG(FUEL)

*

frml(identity) ESALEID ESALE = DR + DC + DI

frml(identity) TGID TG = (PUMPG + 

ESALE/(1-CSR))/(1-CIR)*(1-0.0)

**frml(identity) TGID TG = (PUMPG + 

ESALE/(1-CSR))/(1-CIR)*(1-0.0378)

*frml(identity) Z4ID Z4 = TG * SHZ4

*frml(identity) Z5ID Z5 = TG * SHZ5

frml(identity) TGFFID TGFF = TG - Z4 - Z5

frml(identity) HRID HR = (TGFF/TELBTU) * 860 * (1./10.)

frml(identity) CELBTU1ID CELBTU1 = SHCOAL1 * TELBTU

frml(identity) OELBTU1ID OELBTU1 = SHOIL1 * TELBTU

frml(identity) OELBTU2ID OELBTU2 = SHOIL2 * TELBTU

frml(identity) LELBTUID LELBTU = SHLNG * TELBTU

frml(identity) CELBTU2ID CELBTU2 = TELBTU - CELBTU1 - 

OELBTU1 $

                                  - OELBTU2 - LELBTU

frml(identity) PFUELID PFUEL = (CELBTU1/TELBTU) * PC1 $

                             + (CELBTU2/TELBTU) * PC2 $

                             + (OELBTU1/TELBTU) * PO1 $

                             + (OELBTU2/TELBTU) * PO2 $

                             + (LELBTU/TELBTU) * PLNG

frml(identity) PFFID PFF = (PFUEL * 860)/(HR * 10**4)

frml(identity) FUELID FUEL = PFF * (TGFF/TG) + PNF * (Z5/TG)

**frml(identity) DTZ5ID DTZ5 = Z5 - Z5{1}

**frml(identity) DTTGFFID DTTGFF = TGFF - TGFF{1}

**frml(identity) SACCID SACC = SACC{1} * (TG{1}/TG + 

(DTTGFF/TG)) $

**                             (DTZ5/TG) * 151.7 * 0.73

**frml(identity) FIXCOSTID FIXCOST = SACC * 

0.133/8760/0.654/(1-CIR)*10000

**frml(identity) EPRIID EPRI = (FUEL + FIXCOST)*1.64

frml(identity) DRPRIID DRPRI = EPRI * FACTDR

frml(identity) DCPRIID DCPRI = EPRI * FACTDC

frml(identity) DIPRIID DIPRI = EPRI * FACTDI

*frml(identity) Z4ID Z4 = TG*SHZ4

*frml(identity) Z5ID Z5 = TG*SHZ5

*

*

*===================================

* Identities(III)

*===================================

*

*

frml(identity) SDMDID SDMD = ITHDMD + INAPDMD + ICOKDMD

frml(identity) RDMDID RDMD = RTHDMD + RMUDMD + RHODMD

frml(identity) TDMDID TDMD = TGADMD + TBTDMD + TJETDMD $

                           + THODMD + TDSDMD

frml(identity) SUMDMDID SUMDMD = SDMD + RDMD + TDMD

*

frml(identity) PENERRID  PENERR = (ITHPRI*ITHDMD $

            +INAPPRI*INAPDMD $

            +ICOKPRI*ICOKDMD+RTHPRI*RTHDMD $

            +RHOPRI*RHODMD+RMUPRI*RMUDMD $

            +TGAPRI*TGADMD+TDSPRI*TDSDMD $

            +TBTPRI*TBTDMD+TJETPRI*TJETDMD $

            +THOPRI*THODMD $

            +EPRI*(ESALE*1000) ) $

            /(SUMDMD+ESALE*0.086)

*frml(identity) PENER90ID  PENER90 = 189343.33

frml(identity) PENERID  PENER =PENERR/189343.33

*frml(identity) PEID PE =PENER

*

frml(identity) ITHDMDID ITHDMD = EXP(LITHDMD)

frml(identity) INAPDMDID INAPDMD = EXP(LINAPDMD)

   frml(identity) ICOKDMDID ICOKDMD = EXP(LICOKDMD)

frml(identity) RTHDMDID RTHDMD = EXP(LRTHDMD)

frml(identity) RHODMDID RHODMD = EXP(LRHODMD)

frml(identity) TGADMDID TGADMD = EXP(LTGADMD)

frml(identity) TDSDMDID TDSDMD = EXP(LTDSDMD)

frml(identity) TBTDMDID TBTDMD = EXP(LTBTDMD)

frml(identity) TJETDMDID TJETDMD = EXP(LTJETDMD)

frml(identity) THODMDID THODMD = EXP(LTHODMD)

*

*

frml(identity) LITHPRIPID LITHPRIP = LOG(ITHPRI/P)

frml(identity) LINAPPRIPID LINAPPRIP = LOG(INAPPRI/P)

frml(identity) LICOKPRIPID  LICOKPRIP =LOG(ICOKPRI/P)

frml(identity) LRTHPRIPID  LRTHPRIP = LOG(RTHPRI/PC)

frml(identity) LRHOPRIPID LRHOPRIP = LOG(RHOPRI/PC)

frml(identity) LTGAPRIPID LTGAPRIP = LOG(TGAPRI/P)

frml(identity) LTDSPRIPID LTDSPRIP = LOG(TDSPRI/P)

frml(identity) LTBTPRIPID LTBTPRIP = LOG(TBTPRI/P)

frml(identity) LTJETPRIPID LTJETPRIP = LOG(TJETPRI/P)

frml(identity) LTHOPRIPID LTHOPRIP = LOG(THOPRI/P)

*

*

*

*PRINT(DATES) 1971:1 1997:1 K YSTAR Y IME IR INR IOF $

*                  R PW PC P PX X M PE UR CD CND CS PM W $

*                  DRPRI DCPRI DIPRI TG DR DC DI TELBTU TGFF 

$

*                  EPRI FUEL 

*

* HISTORICAL SIMULATION FROM YEAR-10 TO YEAR

group HISTO    $

    LEQ>>f_LLL UREQ>>f_UR $

    CDEQ>>f_LCD CNDEQ>>f_LCND CSEQ>>f_LCS $

    IMEEQ>>f_LIME IREQ>>f_LIR INREQ>>f_LINR $

    IOFEQ>>f_LIOF $

    XEQ>>f_LOGX MEQ>>f_LOGM $

    WEQ>>f_LW PEQ>>f_P $

    PCEQ>>f_PC PWEQ     PXEQ>>f_PX  $

    YSTARID>>f_YSTAR PSTARID RSTARID $

    TOTCONID TOTINVID GDPID>>f_Y $

    LYID XID MID YRATEID $

    DRSTARID PRATEID $

    LID LWPCID CAPITID GDPGAPID>>f_GAP $

    LM2PID DLM2PID $

    LERPXID LPMERPID LERPMID LWTMPID $

    LERJPID LERTPMID RFERID $

    LLID CDID CNDID CSID IMEID IRID INRID IOFID $

    D7879ID D7980ID D9091ID D747989ID LTTID WID D8687ID 

D9697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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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DPGAPID  PWID>>f_PW $

    DCEQ TELBTUEQ>>f_TELBTUEQ  DREQ DIEQ $

    DRID>>f_DR DCID>>f_DC DIID>>f_DI EPRIID>>f_EPRI $

    TELBTUID>>f_TELBTU LDRPRIID LDCPRIID $

    LDIPRIID       LTGFFID LFUELID   ESALEID TGID>>f_TG $

    TGFFID>>f_TGFF HRID>>f_HR CELBTU1ID OELBTU1ID EPRIEQ $

    OELBTU2ID LELBTUID CELBTU2ID PFUELID>>f_PFUEL $

    PFFID>>f_PFF FUELID>>f_FUEL  DRPRIID>>f_DRPRI $

    DCPRIID>>f_DCPRI DIPRIID>>f_DIPRI  $

     $

    LITHDMDEQ LINAPDMDEQ LICOKDMDEQ   LRTHDMDEQ LRHODMDEQ $

    LTGADMDEQ LTDSDMDEQ LTBTDMDEQ LTJETDMDEQ $

    LTHODMDEQ SDMDID RDMDID TDMDID SUMDMDID>>f_SUMDMD $

       $

    ITHDMDID>>f_ITHDMD INAPDMDID>>f_INAPDMD 

ICOKDMDID>>f_ICOKDMD $

    RTHDMDID>>f_RTHDMD RHODMDID>>f_RHODMD $

    TGADMDID>>f_TGADMD TDSDMDID>>f_TDSDMD TBTDMDID>>f_TBTDMD 

$

    TJETDMDID>>f_TJETDMD THODMDID>>f_THODMD $

    LITHPRIPID>>f_LITHPRIP LINAPPRIPID LICOKPRIPID 

LRTHPRIPID LRHOPRIPID $

    LTGAPRIPID LTDSPRIPID LTBTPRIPID LTJETPRIPID LTHOPRIPID 

$

    PENERRID    PENERID>>f_PENERR         

*

*

*COMPUTE HYEARS = YEAR-14

COMPUTE HYEARS = YEAR-12

COMPUTE HYEARS1 = HYEARS+1

smpl HYEARS:1 YEAR:1

forecast(model=HISTO)

PRINT(DATES) / PENER  f_Y f_ITHDMD  f_TG f_FUEL f_EPRI $

    f_PENERR $

    f_PFUEL f_PFF f_TELBTU f_TGFF f_HR $

    f_ITHDMD f_INAPDMD f_ICOKDMD $

    f_RTHDMD f_RHODMD $

    f_TGADMD f_TDSDMD f_TBTDMD $

    f_TJETDMD f_THODMD f_PFUEL f_TELBTUEQ  f_SUMDMD $

    f_LITHPRIP  $

    f_DR f_DC f_DI f_DRPRI f_DCPRI f_DIPRI

*

* PRJF1.SRC

COMPUTE FYEARS = YEAR+1

COMPUTE FYEARE = YEAR+23

SMPL FYEARS:1 FYEARE:1

OPEN DATA c:\dosprg\rats\crp02\FORA2.DAT

DATA(ORG=OBS) / ERJ erjo PM PWM RF WTM ER ero TT

*

print(dates) / er

*

OPEN DATA c:\dosprg\rats\crp02\share2.dat

DATA(ORG=OBS) / PUMPG SHCOAL1 SHCOAL2 SHLNG SHOIL1 SHOIL2 

SHZ5 SHZ4

*

source(noecho) c:\dosprg\rats\crp02\bigN1.src

*

PRINT(DATES) / PUMPG SHCOAL1 SHCOAL2 SHLNG SHOIL1 SHOIL2 

SHZ5 SHZ4

*

SET TAXITH    1998:1 2001:1 = 0

SET TAXICOK   1998:1 2001:1 = 0

SET TAXRTH    1998:1 2001:1 = 0

SET TAXRHO    1998:1 2001:1 = 0

SET TAXRMU    1998:1 2001:1 = 0

SET TAXTGA    1998:1 2001:1 = 0

SET TAXTDS    1998:1 2001:1 = 0

SET TAXTBT    1998:1 2001:1 = 0

SET TAXTJET   1998:1 2001:1 = 0

SET TAXTHO    1998:1 2001:1 = 0

*

SET TAXPC1    1998:1 2001:1 = 0

SET TAXPC2    1998:1 2001:1 = 0

SET TAXPO1    1998:1 2001:1 = 0

SET TAXPO2    1998:1 2001:1 = 0

SET TAXPLNG   1998:1 2001:1 = 0

*

SET TAXITH    2002:1 2020:1 = ITHCBF/1000*CTAX*ER*1300/ER

SET TAXICOK   2002:1 2020:1 = ICOKCBF/1000*CTAX*ER*1300/ER

SET TAXRTH    2002:1 2020:1 = RTHCBF/1000*CTAX*ER*1300/ER

SET TAXRHO    2002:1 2020:1 = RHOCBF/1000*CTAX*ER*1300/ER

SET TAXRMU    2002:1 2020:1 = RMUCBF/1000*CTAX*ER*1300/ER

SET TAXTGA    2002:1 2020:1 = TGACBF/1000*CTAX*ER*1300/ER

SET TAXTDS    2002:1 2020:1 = TDSCBF/1000*CTAX*ER*1300/ER

SET TAXTBT    2002:1 2020:1 = TBTCBF/1000*CTAX*ER*1300/ER

SET TAXTJET   2002:1 2020:1 = TJETCBF/1000*CTAX*ER*1300/ER

SET TAXTHO    2002:1 2020:1 = THOCBF/1000*CTAX*ER*1300/ER

*

SET TAXPC1    2002:1 2020:1 = CMUCBF/10000*CTAX*ER*1300/ER

SET TAXPC2    2002:1 2020:1 = CYUCBF/10000*CTAX*ER*1300/ER

SET TAXPO1    2002:1 2020:1 = CHVOCBF/10000*CTAX*ER*1300/ER

SET TAXPO2    2002:1 2020:1 = CDSOCBF/10000*CTAX*ER*1300/ER

SET TAXPLNG   2002:1 2020:1 = CLNGCBF/10000*CTAX*ER*1300/ER

*

*PRINT(DATES) / ITHCBF CTAX ER

*PRINT(DATES) / TAXITH TAXICOK TAXRTH TAXRHO

*

SET D74 = 1.0

SET D75 = 1.0

SET D76 = 1.0

SET D78 = 1.0

SET D79 = 1.0

SET D80 = 1.0

SET D85 = 1.0

SET D88 = 1.0

SET D86 = 1.0

SET D87 = 1.0

SET D89 = 1.0

SET D90 = 1.0

SET D91 = 1.0

SET D92 = 1.0

SET D93 = 1.0

SET D94 = 1.0

SET D96 = 1.0

SET D97 = 1.0

*

*SET D7879 = D78 * D79

*SET D7980 = D79 * D80

*SET D9091 = D90 * 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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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D747989 = D74 * D79 * D89

*SET D9697 = D96 * D97

*SET D8687 = D86 * D87

*

IF FYEARS <= 2002

   {

   smpl FYEARS:1 2002:1 

   SET EAP = EAP{1}*1.018

   smpl 2003:1 FYEARE:1 

   SET EAP = EAP{1}

   }

ELSE

   {

   SMPL FYEARS:1 FYEARE:1

   SET EAP = EAP{1}

   }

END IF

*

SMPL FYEARS:1 FYEARE:1

*

*-----------------------------------------------------------

-

* Generate Future Values for Domestic Variables Depending on 

Scenarios

*-----------------------------------------------------------

--

*

COMPUTE IFIRST=YEAR:1

COMPUTE ILAST=IFIRST-9

*

PROC DELAVSD ILAST IFIRST EXO AV SD

TYPE SERIES EXO  

TYPE INTEGER ILAST IFIRST

TYPE REAL *AV *SD

LOCAL SERIES SRES

LOCAL REAL A SUM AA

*

SET SRES ILAST IFIRST =0.0

DO I= ILAST, IFIRST

   COMPUTE A =EXO(I)/EXO(I-1) - 1

   COMPUTE SRES(I)= A

END DO I

*

   COMPUTE SUM =0.0

DO I=ILAST, IFIRST

   COMPUTE SUM= SUM+SRES(I)

END DO I

   COMPUTE AV= SUM/(IFIRST-ILAST+1)

*

   COMPUTE AA = 0.0

DO I=ILAST,IFIRST

   COMPUTE AA=AA+(SRES(I)-AV)**2

END DO I

   COMPUTE SD=SQRT(AA/(IFIRST-ILAST))

END DELAVSD

*

PROCEDURE AV ILAST IFIRST EXO1 AV1 SD1

TYPE SERIES EXO1  

TYPE INTEGER ILAST IFIRST

TYPE REAL *AV1 *SD1

LOCAL REAL SUM

*

COMPUTE SUM=0.0

DO I= ILAST,IFIRST

   COMPUTE SUM=SUM+EXO1(I)

END DO I

COMPUTE AV1 = SUM/10

*

   COMPUTE AA = 0.0

DO I=ILAST,IFIRST

   COMPUTE AA=AA+(EXO1(I)-AV1)**2

END DO I

   COMPUTE SD1=SQRT(AA/(IFIRST-ILAST))

END AV

*

* @DELAVSD ILAST IFIRST YA YAAV YASD

@DELAVSD ILAST IFIRST G GAV GSD

@DELAVSD ILAST IFIRST LA LAAV LASD

@DELAVSD ILAST IFIRST M2 M2AV M2SD

@DELAVSD ILAST IFIRST CFC CFCAV CFCSD

@AV ILAST IFIRST SD SDAV1 SDSD1

@AV ILAST IFIRST IV IVAV1  IVSD1

@AV ILAST IFIRST RHO RHOAV1  RHOSD1

*

*

*WRITE  YAAV YASD  GAV GSD  LAAV LASD  M2AV M2SD  CFCAV $

*         CFCSD

*WRITE SDAV1 SDSD1 IVAV1 IVSD1 RHOAV1  RHOSD1

*

*

*declare integer sce

*query(prompt='Choose Scenario Number : Base=0, High=1, 

Low=-1') sce

**

*IF SCE == 0

*  {

*  SET FYASD = 0

*  SET FGSD = 0

*  SET FLASD =0

*  SET FM2AV =0

*  SET FCFCSD =0

*  SET FSDSD1 =0

*  SET FIVSD1 =0

*  SET FRHOSD1 =0

*  }

*ELSE IF SCE == 1

*  {

*  SET FYASD =YASD

*  SET FGSD =GSD

*  SET FLASD =LASD

*  SET FM2AV =M2AV

*  SET FCFCSD =CFCSD

*  SET FSDSD1 =SDSD1

*  SET FIVSD1 =IVSD1

*  SET FRHOSD1 =RHOSD1

*  }

*ELSE IF SCE == -1

*  {

*  SET FYASD =-YASD

*  SET FGSD =-G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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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FLASD =-LASD

*  SET FM2AV =-M2AV

*  SET FCFCSD =-CFCSD

*  SET FSDSD1 =-SDSD1

*  SET FIVSD1 =-IVSD1

*  SET FRHOSD1 =-RHOSD1

*  }

*END IF

**

*IF SCE == 0

*{

*DISPLAY(HOLD) @15 'BASE SCENARIO'

*}

*ELSE IF SCE == -1

*{

*DISPLAY(HOLD) @15 'LOW SCENARIO'

*}

*ELSE IF SCE == 1

*{

*DISPLAY(HOLD) @15 'HIGH SCENARIO'

*}

*END IF

*DISPLAY(STORES=SCENAME)

**

*DISPLAY(HOLD) '                   '

*DISPLAY(STORES= SPACE)

*DISPLAY(HOLD) @11 '======================'

*DISPLAY(STORES= LINE)

**

*SET YA = YA{1}*(1+YAAV+FYASD)

*SET G = G{1}*(1+GAV+FGSD)

*SET LA = LA{1}*(1+LAAV+FLASD)

*SET M2 = M2{1}*(1+M2AV+FM2AV)

*SET CFC = CFC{1}*(1+CFCAV+FCFCSD)

*SET SD = SDAV1+FSDSD1

*SET IV = IVAV1+FIVSD1

*SET RHO = RHOAV1+FRHOSD1

*SET R = R{1}

*SET LA = LA{1}

*

COMPUTE RATEIMF = 40.0

* SET YA 1998:1 2000:1 = YA{1}*(1+YAAV-RATEIMF*YASD)

SET G 1998:1 2000:1 = G{1}*(1+GAV-RATEIMF*GSD)

SET LA 1998:1 2000:1 = LA{1}*(1+LAAV-RATEIMF*LASD)

SET M2 1998:1 2000:1 = M2{1}*(1+M2AV-RATEIMF*M2SD)

SET CFC 1998:1 2000:1 = CFC{1}*(1+CFCAV-0*CFCSD)

SET SD 1998:1 2000:1 = SDAV1+SDSD1

SET IV 1998:1 2000:1 = IVAV1+IVSD1

SET RHO 1998:1 2000:1 = RHOAV1+RHOSD1

SET R 1998:1 2000:1 = R{1}

SET LA 1998:1 2000:1 = LA{1}

*

COMPUTE RATEIMF = -10.0

* SET YA 2001:1 2010:1 = YA{1}*(1+YAAV-RATEIMF*YASD)

SET G 2001:1 2010:1  = G{1}*(1+GAV-RATEIMF*GSD)

SET LA 2001:1 2010:1  = LA{1}*(1+LAAV-RATEIMF*LASD)

SET M2 2001:1 2010:1  = M2{1}*(1+M2AV-RATEIMF*M2SD)

SET CFC 2001:1 2010:1  = CFC{1}*(1+CFCAV-0*CFCSD)

SET SD 2001:1 2010:1  = SDAV1+SDSD1

SET IV 2001:1 2010:1  = IVAV1+IVSD1

SET RHO 2001:1 2010:1  = RHOAV1+RHOSD1

SET R 2001:1 2010:1  = R{1}

SET LA 2001:1 2010:1  = LA{1}

*

COMPUTE RATEIMF = -20.0

* SET YA 2011:1 2015:1 = YA{1}*(1+YAAV-RATEIMF*YASD)

SET G 2011:1 2015:1  = G{1}*(1+GAV-RATEIMF*GSD)

SET LA 2011:1 2015:1   = LA{1}*(1+LAAV-RATEIMF*LASD)

SET M2 2011:1 2015:1   = M2{1}*(1+M2AV-RATEIMF*M2SD)

SET CFC 2011:1 2015:1   = CFC{1}*(1+CFCAV-0*CFCSD)

SET SD 2011:1 2015:1   = SDAV1+SDSD1

SET IV 2011:1 2015:1   = IVAV1+IVSD1

SET RHO 2011:1 2015:1  = RHOAV1+RHOSD1

SET R 2011:1 2015:1   = R{1}

SET LA 2011:1 2015:1   = LA{1}

*

COMPUTE RATEIMF = -15.0

* SET YA 2016:1 2020:1 = YA{1}*(1+YAAV-RATEIMF*YASD)

SET G 2016:1 2020:1  = G{1}*(1+GAV-RATEIMF*GSD)

SET LA 2016:1 2020:1   = LA{1}*(1+LAAV-RATEIMF*LASD)

SET M2 2016:1 2020:1   = M2{1}*(1+M2AV-RATEIMF*M2SD)

SET CFC 2016:1 2020:1   = CFC{1}*(1+CFCAV-0*CFCSD)

SET SD 2016:1 2020:1   = SDAV1+SDSD1

SET IV 2016:1 2020:1   = IVAV1+IVSD1

SET RHO 2016:1 2020:1  = RHOAV1+RHOSD1

SET R 2016:1 2020:1   = R{1}

SET LA 2016:1 2020:1   = LA{1}

*PRINT(DATES) 1998:1 2020:1 YA G LA M2 CFC SD IV RHO R LA

*

*------------------------------------------------------

* Exogen. Variables(eneregy+electricity) for Forecasting

*-------------------------------------------------------

*

SET TREND = t

*SET PUMPG = PUMPG{1}

SET CSR = CSR{1}

SET CIR = CIR{1}

*SET Z4 = Z4{1}

*SET Z5 = Z5{1}

*SET SHCOAL1 = SHCOAL1{1}

*SET SHOIL1 = SHOIL1{1}

*SET SHOIL2 = SHOIL2{1}

*SET SHLNG = SHLNG{1}

SET PC1 = PC1{1} * 1.02

SET PC2 = PC2{1} * 1.02

SET PO1 = PO1{1} * 1.03

SET PO2 = PO2{1} * 1.03

SET PLNG = PLNG{1}* 1.03

SET PNF = PNF{1} * 1.003

SET FACTDR = FACTDR{1}

SET FACTDC = FACTDC{1}

SET FACTDI = FACTDI{1}

*

SET RMUPRI = RMUPRI{1}*1.02

SET YUPRI = YUPRI{1}*1.02

SET SUKPRI = SUKPRI{1}*1.03

SET CTLNGPRI = CTLNGPRI{1}*1.03

SET PPLNGPRI = PPLNGPRI{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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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ITHPRI = SWTMU*RMUPRI + SWTBIT*YUPRI + SWTOIL*SUKPRI + $

             (1-SWTMU-SWTBIT-SWTOIL)*CTLNGPRI

SET INAPPRI = INAPPRI{1}*1.03

SET ICOKPRI = ICOKPRI{1}*1.03

SET RTHPRI = RWTOIL*SUKPRI +(1-RWTOIL)*PPLNGPRI

SET RHOPRI = RHOPRI{1}*1.03

SET TGAPRI = TGAPRI{1}*1.03

SET TDSPRI = TDSPRI{1}*1.03

SET TBTPRI = TBTPRI{1}*1.03

SET TJETPRI = TJETPRI{1}*1.03

SET THOPRI = THOPRI{1}*1.03

*

SET RMUDMD = RMUDMD{1}

*SET PENER = PENER{1}

*print(dates) / ITHPRI THOPRI

*PRINT(DATES) / SHZ5

*

*

SET ADJ 1998:1 2020:1 = 0.0

 DO I = 29, 51

  IF I <= 44

   COMPUTE ADJ(I) = 0.02*(I-28)

  ELSE

   COMPUTE ADJ(I) = 0.34+0.01*(I-45)

 END DO I

*

SET SACC 1997:1 2012:1 = 0

SET SACC 1997:1 1997:1 = 103.6

*

SET DR 1997:1 1997:1 = 32515.0

SET DRPRI 1997:1 1997:1 = 92.05

*

*

*

frml(identity) DCEQF DC = 

EXP(B11+B12*LOG(CS)+B13*LOG(DCPRI/P) $

                          +B14*LOG(DC{1})+B15*(1-ADJ)*TREND)

frml(identity) DREQF DR = EXP(   $

                ROB2*LOG(DR{1})+B21*(1-ROB2) $

               +B22*ALPE*(LOG(Y)-ROB2*LOG(Y{1}))  $ 

               +B23*(LOG(DRPRI/P) $

               -ROB2*LOG(DRPRI{1}/P{1}))) 

frml(identity) DIEQF DI = $

               EXP(B31+B32*LOG(DI{1})+B33*ALPE*LOG(Y) $

               + B34*LOG(DIPRI/PW))

*

frml(identity) Z4ID Z4 =  TG * SHZ4

frml(identity) Z5ID Z5 =  TG * SHZ5

*

frml(identity) TELBTUEQF TELBTU = EXP(   $

                ROB4*LOG(TELBTU{1})+B41*(1-ROB4) $

               +B42*(LOG(TGFF)-ROB4*LOG(TGFF{1})))   

frml(identity) PFUELIDF PFUEL = (CELBTU1/TELBTU) * (PC1 + 

TAXPC1) $

                             + (CELBTU2/TELBTU) * (PC2 + 

TAXPC2) $

                             + (OELBTU1/TELBTU) * (PO1 + 

TAXPO1) $

                             + (OELBTU2/TELBTU) * (PO2 + 

TAXPO2) $

                             + (LELBTU/TELBTU) * (PLNG + 

TAXPLNG)

*

frml(identity) DTZ5ID DTZ5 = Z5 - Z5{1}

frml(identity) DTTGFFID DTTGFF = TGFF - TGFF{1}

frml(identity) SACCID SACC = SACC{1}*(TG{1}/TG +(DTTGFF/TG))  

$ 

                            +(DTZ5/TG)*151.7*0.73

frml(identity) FIXCOSTID FIXCOST = SACC*0.133/8760/0.654    

$

                           /(1-CIR)*10000

frml(identity) EPRIIDF EPRI = (FUEL+FIXCOST)*1.64

*

frml(identity) ITHDMDEQF ITHDMD = EXP(C11+C12*LOG(ITHDMD{1}) 

$

                  

+C13*ALPi*LOG(Y)+C14*LOG((ITHPRI+TAXITH)/P))

frml(identity) INAPDMDEQF INAPDMD = 

EXP(C21+C22*LOG(INAPDMD{1}) $

                  +C23*ALPi*LOG(Y)) 

frml(identity) ICOKDMDEQF ICOKDMD = $

               EXP(C31+C32*LOG(ICOKDMD{1})+C33*ALPi*LOG(Y) $

               + C34*LOG((ICOKPRI+TAXICOK)/P))

frml(identity) RTHDMDEQF RTHDMD = EXP(C41+C42*LOG(RTHDMD{1}) 

$

               

+C43*ALP*LOG(Y)+C44*LOG((RTHPRI{1}+TAXRTH)/PC{1})) $

               +C45*D97

frml(identity) RHODMDEQF RHODMD = EXP(C51    $

           

+C52*ALP*LOG(Y)+C53*LOG((RHOPRI+TAXRHO)/PC)+C54*D9697)

*

*frml(identity) RHODMDEQF RHODMD = EXP(   $

*                ROC5*LOG(RHODMD{1})+C51*(1-ROC5) $

*               +C52*ALP*(LOG(Y)-ROC5*LOG(Y{1}))  $ 

*               +C53*(LOG((RHOPRI+TAXRHO)/PC) $

*               -ROC5*LOG((RHOPRI{1}+TAXRHO{1})/PC{1}))  $  

*               +C54*(LOG(TT)-ROC5*LOG(TT{1})) )

*

frml(identity) TGADMDEQF TGADMD = EXP(C61  $

        +C62*ALPt*LOG(Y)+C63*LOG((TGAPRI+TAXTGA)/P))+C64*D97

*

*frml(identity) TDSDMDEQF TDSDMD = EXP(   $

*                ROC7*LOG(TDSDMD{1})+C71*(1-ROC7) $

*               +C72*ALP*(LOG(Y)-ROC7*LOG(Y{1}))  $ 

*               +C73*(LOG((TDSPRI+TAXTDS)/P) $

*               -ROC7*LOG((TDSPRI{1}+TAXTDS)/P{1})))  

*

frml(identity) TDSDMDEQF TDSDMD = EXP( C71 + C72*ALPt*LOG(Y) 

$

                + C73*LOG((TDSPRI+TAXTDS)/P)+C74*D97)

*

*frml(identity) TBTDMDEQF TBTDMD = EXP(   $

*                ROC8*LOG(TBTDMD{1})+C81*(1-ROC8) $

*               +C82*ALP*(LOG(Y)-ROC8*LOG(Y{1}))  $ 

*               +C83*(LOG((TBTPRI+TAXTBT)/P) $

*               -ROC8*LOG((TBTPRI{1}+TAXTBT)/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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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84*(LOG(TT)-ROC8*LOG(TT{1})) )

*

frml(identity) TBTDMDEQF TBTDMD = EXP(C81+C82*LOG(TBTDMD{1}) 

$

               +C83*ALPt*LOG(Y)+C84*LOG((TBTPRI+TAXTBT)/P))

*

frml(identity) TJETDMDEQF TJETDMD = $

               EXP(C91+C92*LOG(TJETDMD{1})+C93*ALPt*LOG(Y) $

               + C94*LOG((TJETPRI+TAXTJET)/P))

frml(identity) THODMDEQF THODMD = 

EXP(C101+C102*LOG(THODMD{1}) $

                +C103*LOG((THOPRI+TAXTHO)/P))

*

*

*-----------------------------------------

* FORECASTING FROM YEAR+1 TO YEAR+15

*-----------------------------------------

*

group FUTURE   $

    LEQ>>f_LLL UREQ>>f_UR $

    CDEQ>>f_LCD CNDEQ>>f_LCND CSEQ>>f_LCS $

    IMEEQ>>f_LIME IREQ>>f_LIR INREQ>>f_LINR $

    IOFEQ>>f_LIOF $

    XEQ>>f_LOGX MEQ>>f_LOGM $

    WEQ>>f_LW PEQ>>f_P $

    PCEQ>>f_PC PWEQ     PXEQ>>f_PX  $

    YSTARID>>f_YSTAR PSTARID RSTARID $

    TOTCONID TOTINVID GDPID>>f_Y $

    LYID XID MID YRATEID $

    DRSTARID PRATEID $

    LID LWPCID CAPITID GDPGAPID>>f_GAP $

    LM2PID DLM2PID $

    LERPXID LPMERPID LERPMID LWTMPID $

    LERJPID LERTPMID RFERID $

    LLID CDID CNDID CSID IMEID IRID INRID IOFID $

    D7879ID D7980ID D9091ID D747989ID LTTID WID D8687ID 

D9697ID $

    LGDPGAPID  PWID>>f_PW $

    DCEQF>>f_DC TELBTUEQF>>f_TELBTUEQ  DREQF>>f_DR 

DIEQF>>f_DI $

                   LDRPRIID LDCPRIID $

    LDIPRIID       LTGFFID LFUELID   ESALEID TGID>>f_TG $

    TGFFID>>f_TGFF HRID>>f_HR CELBTU1ID>>f_CELBTU1 

OELBTU1ID>>f_OELBTU1 $

    EPRIEQ  Z4ID Z5ID>>f_Z5 $

    OELBTU2ID>>f_OELBTU2 LELBTUID>>f_LELBTU 

CELBTU2ID>>f_CELBTU2 $

    PFUELIDF>>f_PFUEL $

    PFFID>>f_PFF FUELID>>f_FUEL  DRPRIID DCPRIID DIPRIID  $

    DTZ5ID DTTGFFID SACCID FIXCOSTID EPRIIDF>>f_EPRI $

                                       $

                                       $

           SDMDID RDMDID TDMDID SUMDMDID>>f_SUMDMD $

       $

    ITHDMDEQF>>f_ITHDMD INAPDMDEQF>>f_INAPDMD 

ICOKDMDEQF>>f_ICOKDMD $

    RTHDMDEQF>>f_RTHDMD RHODMDEQF>>f_RHODMD $

    TGADMDEQF>>f_TGADMD TDSDMDEQF>>f_TDSDMD 

TBTDMDEQF>>f_TBTDMD $

    TJETDMDEQF>>f_TJETDMD THODMDEQF>>f_THODMD $

    LITHPRIPID LINAPPRIPID LICOKPRIPID LRTHPRIPID LRHOPRIPID 

$

    LTGAPRIPID LTDSPRIPID LTBTPRIPID LTJETPRIPID LTHOPRIPID 

$

    PENERRID     PENERID>>f_PENERR    

*

forecast(model=FUTURE, ITER=100)

*

PRINT(DATES) / TT f_TELBTUEQ f_CELBTU1 f_OELBTU1 f_OELBTU2 $

                  f_LELBTU f_CELBTU2

*

SET SHCEL1 = f_CELBTU1/f_TELBTUEQ * (1-(SHZ4+SHZ5))

SET SHCEL2 = f_CELBTU2/f_TELBTUEQ * (1-(SHZ4+SHZ5))

SET SHOEL1 = f_OELBTU1/f_TELBTUEQ * (1-(SHZ4+SHZ5))

SET SHOEL2 = f_OELBTU2/f_TELBTUEQ * (1-(SHZ4+SHZ5))

SET SHLEL = f_LELBTU/f_TELBTUEQ * (1-(SHZ4+SHZ5))

PRINT(DATES) / f_Z5

PRINT(DATES) / SHCEL1 SHCEL2 SHOEL1 SHOEL2 SHLEL SHZ4 SHZ5

  SET f_TGunit = f_TG*0.086

*  SET f_TGunit = f_TG*0.25

*

PRINT(DATES) / TT f_ITHDMD f_INAPDMD  f_ICOKDMD f_RTHDMD 

f_RHODMD $

         f_TGADMD f_TDSDMD f_TBTDMD  f_TJETDMD f_THODMD f_TG

*

*---------------------------------

* Forecasted Values and Growth Rates

*---------------------------------

*

SMPL YEAR:1 FYEARE:1

set CDF = exp(f_LCD)

set CNDF = exp(f_LCND)

set CSF = exp(f_LCS)

set CTF = CDF + CNDF + CSF

COMPUTE CDF(YEAR:1) = CD(YEAR:1)

COMPUTE CNDF(YEAR:1) = CND(YEAR:1)

COMPUTE CSF(YEAR:1) = CS(YEAR:1)

COMPUTE CTF(YEAR:1) = CT(YEAR:1)

SET CDRATE = (CDF-CDF{1})/CDF{1}

SET CNDRATE = (CNDF-CNDF{1})/CNDF{1}

SET CSRATE = (CSF-CSF{1})/CSF{1}

SET CTRATE = (CTF-CTF{1})/CTF{1}

*

set IMEF = exp(f_LIME)

set IRF = exp(f_LIR)

set INRF = exp(f_LINR)

set IOFF = exp(f_LIOF)

set ITFF = IMEF + IRF + INRF + IOFF

COMPUTE IMEF(YEAR:1) = IME(YEAR:1)

COMPUTE IRF(YEAR:1) = IR(YEAR:1)

COMPUTE INRF(YEAR:1) = INR(YEAR:1)

COMPUTE IOFF(YEAR:1) = IOF(YEAR:1)

COMPUTE ITFF(YEAR:1) = ITF(YEAR:1)

SET IMERATE = (IMEF-IMEF{1})/IMEF{1}

SET IRRATE = (IRF-IRF{1})/IRF{1}

SET INRRATE = (INRF-INRF{1})/INRF{1}

SET IOFRATE = (IOFF-IOFF{1})/IOF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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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ITFRATE = (ITFF-ITFF{1})/ITFF{1}

*

set XF = exp(f_LOGX)

COMPUTE XF(YEAR:1) = X(YEAR:1)

SET XRATE = (XF-XF{1})/XF{1}

*

set MF = exp(f_LOGM)

COMPUTE MF(YEAR:1) = M(YEAR:1)

SET MRATE = (MF-MF{1})/MF{1}

*

set YF = CTF + ITFF + IV + G + XF - MF + SD

COMPUTE YF(YEAR:1) = Y(YEAR:1)

SET YRATE = (YF-YF{1})/YF{1}

*

set LLF = exp(f_LLL)

COMPUTE LLF(YEAR:1) = LL(YEAR:1)

SET LLRATE = (LLF-LLF{1})/LLF{1}

*

set URF = f_UR

COMPUTE URF(YEAR:1) = UR(YEAR:1)

SET URRATE = (URF-URF{1})/URF{1}

*

set WF = EXP(f_LW)

COMPUTE WF(YEAR:1) = W(YEAR:1)

SET WRATE = (WF-WF{1})/WF{1}

*

set PF = f_P

COMPUTE PF(YEAR:1) = P(YEAR:1)

SET PRATE = (PF-PF{1})/PF{1}

*

set PCF = f_PC

COMPUTE PCF(YEAR:1) = PC(YEAR:1)

SET PCRATE = (PCF-PCF{1})/PCF{1}

*

set PWF = f_PW

COMPUTE PWF(YEAR:1) = PW(YEAR:1)

SET PWRATE = (PWF-PWF{1})/PWF{1}

*

*

set PENERF = f_PENERR

COMPUTE PENERF(YEAR:1) = PENER(YEAR:1)

SET PWRATE = (PENERF-PENERF{1})/PENERF{1}

*

set PXF = f_PX

COMPUTE PXF(YEAR:1) = PX(YEAR:1)

SET PXRATE = (PXF-PXF{1})/PXF{1}

*

*set RRF = f_R

*COMPUTE RRF(YEAR:1) = R(YEAR:1)

*SET RRRATE = (RRF-RRF{1})/RRF{1}

*

PRINT(DATES) / YRATE

PRINT(DATES) / YF CTF ITFF XF MF URF WF PF PCF PWF PENERF 

PXF 

*

*

SET TINDUS = f_ITHDMD + f_INAPDMD + f_ICOKDMD

SET TRESI =  f_RTHDMD + f_RHODMD + RMUDMD

SET TTRAN = f_TGADMD + f_TDSDMD + f_TBTDMD + f_TJETDMD + 

f_THODMD

SET TENER = TINDUS + TRESI + TTRAN 

SET TENERT = TENER + f_TGunit

PRINT(DATES) / TINDUS TRESI TTRAN TENER f_TGunit TENERT

SET R_TINDUS 1998:1 2015:1 = (TINDUS - TINDUS{1})/TINDUS{1}

SET R_TRESI 1998:1 2015:1 = (TRESI - TRESI{1})/TRESI{1}

SET R_TTRAN 1998:1 2015:1 = (TTRAN - TTRAN{1})/TTRAN{1}

PRINT(DATES) 1998:1 2015:1 R_TINDUS R_TRESI R_TTRAN

SET DRF = f_DR

COMPUTE DRF(YEAR:1) = DR(YEAR:1)

SET DCF = f_DC

COMPUTE DCF(YEAR:1) = DC(YEAR:1)

SET DIF = f_DI

COMPUTE DIF(YEAR:1) = DI(YEAR:1)

SET TELECDMD = DRF + DCF + DIF

PRINT(DATES) / DRF DCF DIF TELECDMD f_EPRI

*

SET CELBTU1F = f_CELBTU1

COMPUTE CELBTU1F(YEAR:1) = CELBTU1(YEAR:1)

SET CELBTU2F = f_CELBTU2

COMPUTE CELBTU2F(YEAR:1) = CELBTU2(YEAR:1)

SET OELBTU1F = f_OELBTU1

COMPUTE OELBTU1F(YEAR:1) = OELBTU1(YEAR:1)

SET OELBTU2F = f_OELBTU2

COMPUTE OELBTU2F(YEAR:1) = OELBTU2(YEAR:1)

SET LELBTUF = f_LELBTU

COMPUTE LELBTUF(YEAR:1) = LELBTU(YEAR:1) 

*

*---------------------------------------------

* OPTION FOR PRINTING RESULTS OF FORCAST: 

*---------------------------------------------

*

*declare integer NN

*LOOP

*   MENU '************** WHAT NEXT ? ****************'

*      CHOICE 'Graphics of Forcasted Values'

*        {

*        GRAPH(HEADER='GDP , CONSP , INVEST', $

*                  KEY=upleft,PATTERNS) 3

*           # YF 

*           # CTF

*           # ITFF

*        GRAPH(HEADER='EXPORT , IMPORT', $

*                  KEY=upleft,PATTERNS) 2

*           # XF 

*           # MF

*        GRAPH(HEADER='GDP DEFLATOR', $

*                  KEY=upleft,PATTERNS) 1

*           #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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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HOICE 'Graphics of Forcasted Growth Rate of 

Important Variables'

*        {

*        GRAPH(HEADER='Growth Rates: GDP , CONSP , INVEST', 

$

*                  KEY=upright,PATTERNS) 3

*           # YRATE 

*           # CTRATE

*           # ITFRATE

*        GRAPH(HEADER='Growth Rates: EXPORT , IMPORT', $

*                  KEY=upright,PATTERNS) 2

*           # XRATE 

*           # MRATE

*        GRAPH(HEADER='Growth Rate : GDP DEFLATOR', $

*                  KEY=upright,PATTERNS) 1

*           # PRATE

*        }

*      CHOICE 'Show Forcasted Growth Rates of Important 

Variables'

*         {

*         DISPLAY SPACE

*         DISPLAY LINE

*         DISPLAY SCENAME

*         DISPLAY LINE

*         PRINT FYEARS:1 FYEARE:1 YRATE CTRATE ITFRATE

*         query(prompt='Hit Enter-key If Want to Continue') 

NN

*         PRINT FYEARS:1 FYEARE:1 XRATE MRATE PRATE

*

*         PRINT FYEARS:1 FYEARE:1 CDF CNDF

*         }

*      CHOICE 'Save Forcasted Values and Growth Rates on 

KEPCOF.WKS'

*        {

*        OPEN COPY c:\dosprg\rats\hj\KEPCOF.WKS

*        COPY(FORMAT=WKS, ORG=OBS, DATES) FYEARS:1 FYEARE:1 

$

*           CDF CDRATE $

*           CNDF CNDRATE $

*           CSF CSRATE $

*           CTF CTRATE $

*           IMEF IMERATE $

*           IRF IRRATE $

*           INRF INRRATE $

*           IOFF IOFRATE $

*           ITFF ITFRATE $

*           XF XRATE $

*           MF MRATE $

*           YF YRATE $

*           LLF LLRATE $

*           URF URRATE $

*           WF WRATE $

*           PF PRATE $

*           PCF PCRATE $

*           PWF PWRATE $

*           PXF PXRATE 

*        } 

*       CHOICE 'Quit'

*         BREAK

*       END MENU

*END LOOP

*

source(noecho) c:\dosprg\rats\crp02\carbon1.src

*data1.src

SET SWTMU 1997:1 2020:1 = 0.02

SET SWTBIT 1997:1 2020:1 = 0.20

SET SWTOIL 1997:1 2020:1 = 0.74

SET RWTOIL 1997:1 2020:1 = 0.75

*PRINT(DATES) / SWTMU SWTBIT SWTOIL RWTOIL

*

DECLARE REAL INAPCBF ICOKCBF RHOCBF RMUCBF  $

             TGACBF TDSCBF TBTCBF TJETCBF THOCBF $

             EMUCBF EYUCBF EJUCBF EKYCBF ELNGCBF $

             CMUCBF CYUCBF CHVOCBF CDSOCBF CLNGCBF

* ENERGY SECTOR                 

COMPUTE INAPCBF = 837.36*(1-0.024)*0.25

COMPUTE ICOKCBF = 1080.19*0.94

COMPUTE RHOCBF = 837.36

COMPUTE RMUCBF = 1122.06

COMPUTE TGACBF = 791.31

COMPUTE TDSCBF = 820.61

COMPUTE TBTCBF = 720.13

COMPUTE TJETCBF = 816.43

COMPUTE THOCBF = 837.36

*

* ELECTRICITY SECTOR

** C-TON/10^9 KCAL

COMPUTE EMUCBF = 112.206

COMPUTE EYUCBF = 108.019

COMPUTE EJUCBF = 83.736

COMPUTE EKYCBF = 82.061

COMPUTE ELNGCBF = 63.639

** C-TON/1000TOE

COMPUTE CMUCBF = 1122.06

COMPUTE CYUCBF = 1080.19

COMPUTE CHVOCBF = 837.36

COMPUTE CDSOCBF = 820.61

COMPUTE CLNGCBF = 636.39

*SET ITHCBF 1997:1 2020:1 = 

26.80*41.87*SWTMU+25.80*41.87*SWTBIT $

*                          +20.00*41.87*SWTOIL 

SET ITHCBF 1997:1 2020:1 = 

26.80*41.87*SWTMU+25.80*41.87*SWTBIT $

                          

+20.00*41.87*SWTOIL+636.39*(1-SWTMU $

                          -SWTBIT-SWTOIL)

SET RTHCBF 1997:1 2020:1 = 20.00*41.87*RWTOIL  $

                          +15.20*41.87*(1-RWTOIL)

*SMPL 1997:1 2020:1

*PRINT(DATES) / f_ICOKDMD

*PRINT(DATES) / ITHCBF RTHCBF 

*SUBGAS1.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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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UST BE USED ONLY WHEN CARBON EMISSIONS CONTROLS ARE 

CONSIDERED

*

DECLARE INTEGER IK

COMPUTE IK = 32

  SET SWTMU 1997:1 2000:1 = SWTMU

  SET SWTBIT 1997:1 2000:1 = SWTBIT

  SET SWTOIL 1997:1 2000:1 = SWTOIL

  SET RWTOIL 1997:1 2000:1 = RWTOIL

  SET SWTMU 2010:1 2020:1 = SWTMU{1}*(1-0.01)

  SET SWTBIT 2010:1 2020:1 = SWTBIT{1}*(1-0.01)

  SET SWTOIL 2010:1 2020:1 = SWTOIL{1}*(1-0.01)

  SET RWTOIL 2010:1 2020:1 = RWTOIL{1}*(1-0.03)

  SET SWTLNG 1998:1 2020:1 =1-SWTMU-SWTBIT-SWTOIL

  SET RWTLNG 1998:1 2020:1 =1-RWTOIL

SMPL 1997:1 2020:1

PRINT(DATES) / SWTMU SWTBIT SWTOIL SWTLNG RWTOIL RWTLNG

*CARBON1.SRC

*

SET ITHCB = f_ITHDMD*ITHCBF/1000

SET INAPCB = f_INAPDMD*INAPCBF/1000

SET ICOKCB = f_ICOKDMD*ICOKCBF/1000

SET RTHCB = f_RTHDMD*RTHCBF/1000

SET RHOCB = f_RHODMD*RHOCBF/1000

SET RMUCB = RMUDMD*RMUCBF/1000

SET TGACB = f_TGADMD*TGACBF/1000

SET TDSCB = f_TDSDMD*TDSCBF/1000

SET TBTCB = f_TBTDMD*TBTCBF/1000

SET TJETCB = f_TJETDMD*TJETCBF/1000

SET THOCB = f_THODMD*THOCBF/1000

*

SET ICARBON = ITHCB + INAPCB + ICOKCB

SET RCARBON = RTHCB + RHOCB + RMUCB

SET TCARBON = TGACB + TDSCB + TBTCB + TJETCB + THOCB

*

PRINT(DATES) / ITHCB INAPCB ICOKCB

PRINT(DATES) / RTHCB RHOCB RMUCB

PRINT(DATES) / TGACB TDSCB TBTCB TJETCB THOCB

*

* 

SET ECARBON = (EMUCBF*CELBTU1F + EYUCBF*CELBTU2F  $

             + EJUCBF*OELBTU1F + EKYCBF*OELBTU2F    $

             + ELNGCBF*LELBTUF)/1000

SET SUMCB = ICARBON + RCARBON + TCARBON + ECARBON

PRINT(DATES) / ICARBON RCARBON TCARBON  ECARBON SUMCB

*bigN1.src

**SET SHZ5 2001:1 2010:1 = 0.5

**SET SHZ5 2011:1 2020:1 = 0.55

*

*SET SHZ5 1998:1 2020:1 = 0.0

***

***

***Without Nuclear under planning ***

  compute shz5(39) = 0.330

  compute shz5(40) = 0.325

  compute shz5(41) = 0.320

* The year 2011 starts at the following line

  compute shz5(42) = 0.315

  compute shz5(43) = 0.310

  compute shz5(44) = 0.281

  compute shz5(45) = 0.273

  compute shz5(46) = 0.270

* The year 2016 starts at the following line

  compute shz5(47) = 0.263

  compute shz5(48) = 0.259

  compute shz5(49) = 0.255

  compute shz5(50) = 0.252

  compute shz5(51) = 0.249

*ALP1.SRC

SET ALPE 1970:1 2020:1 = 0.0

SET ALP 1970:1 2020:1 = 0.0

SET ALPt 1970:1 2020:1 = 0.0

SET ALPi 1970:1 2020:1 = 0.0

DO I = 1, 51

* IF I <= 28

*   COMPUTE ALP(I) = (1 - 0.0 )**(I-28)

* ELSE IF I < 32

*   COMPUTE ALP(I) = (1 - 0.0050)**(I-28)

* ELSE IF I < 42

*   COMPUTE ALP(I) = (1 - 0.0045*0.984**(I-28)) **(I-28)

* ELSE IF I < 50

*   COMPUTE ALP(I) = (1 - 0.0040*0.994**(I-41)) **(I-28)

* ELSE IF I == 50

*   COMPUTE ALP(I) = (1 - 0.0038*0.994**(I-41)) **(I-28)

* ELSE

*   COMPUTE ALP(I) = (1 - 0.0035*0.994**(I-41)) **(I-28)

*

* ALP is for Residencial Sector

* ALPt is for Transportation Sector

* ALPi is for Indusrial Sector

*

  COMPUTE ALPE(I) = (0.985 -(I-28-1)*0.00136)

**compute aaaa = (1-0.0017)

compute aaaa = (1-0.0)

  COMPUTE ALP(I) = (0.985 -(I-28-1)*0.00136)*aaaa

  COMPUTE ALPt(I) = (0.985 -(I-28-1)*0.0009)*aaaa

  COMPUTE ALPi(I) = (0.985 -(I-28-1)*0.0020)*aaaa

END DO I

*   30 is year of 1999

       compute alpE(30) = 0.99

       compute alp(30) = 0.99

       compute alpt(30) = 0.99

       compute alpi(30) = 0.99

       compute alpi(46) = alpi(45)

       compute alpi(47) = alpi(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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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e alpi(48) = alpi(45)

       compute alpi(49) = alpi(45)

       compute alpi(50) = alpi(45)

       compute alpi(51) = alpi(45)

  SET ALPE 1970:1 1997:1 = 0.0

  SET ALP 1970:1 1997:1 = 0.0

  SET ALPt 1970:1 1997:1 = 0.0

  SET ALPi 1970:1 1997:1 = 0.0

*PRINT(DATES) / ALP

* PRJhist.SRC

smpl HYEARS:1 YEAR:1

SET CDF =EXP(f_LCD)

SET CNDF =EXP(f_LCND)

SET CSF =EXP(f_LCS)

SET CTF =CDF+CNDF+CSF

SET IMEF = EXP(f_LIME)

SET IRF =EXP(f_LIR)

SET INRF =EXP(f_LINR)

SET IOFF =EXP(f_LIOF)

SET ITFF =IMEF+IRF+INRF+IOFF

SET XF = EXP(f_LOGX)

SET MF = EXP(f_LOGM)

SET YF =CTF+ITFF+IV+G+XF-MF+SD

SET GAPF =f_GAP

SET LLF =EXP(f_LLL)

SET URF =f_UR

SET WF =EXP(F_LW)

SET PF =f_P

SET PCF =f_PC

SET PWF =f_PW

SET PXF =f_PX

*SET RRF =f_R

*

PROC RMSPE SIM ACT RMSE MAE

TYPE SERIES SIM

TYPE SERIES ACT

TYPE REAL *RMSE

TYPE REAL *MAE

SET PART1 =((SIM-ACT)/ACT)**2

COMPUTE PART2=%SUM(PART1)

COMPUTE RMSE=100*SQRT(PART2/(YEAR-HYEARS+1))

*

SET PART1 =ABS(SIM-ACT)

COMPUTE PART2=%SUM(PART1)

COMPUTE PART3=%SUM(ACT)

COMPUTE MAE =100*(PART2/PART3)

END RMSPE

@rmspe CDF CD RMSECD MAECD

@rmspe CNDF CND RMSECND MAECND

@rmspe CSF CS RMSECS MAECS

@rmspe CTF CT RMSECT MAECT

@rmspe IMEF IME RMSEIME MAEIME

@rmspe IRF IR RMSEIR MAEIR

@rmspe INRF INR RMSEINR MAEINR

@rmspe IOFF IOF RMSEIOF MAEIOF

@rmspe ITFF ITF RMSEITF MAEITF

@rmspe XF X RMSEX MAEX

@rmspe MF M RMSEM MAEM

@rmspe YF Y RMSEY MAEY

@rmspe GAPF GDPGAP RMSEGAP MAEGAP

@rmspe LLF LL RMSELL MAELL

@rmspe URF UR RMSEUR MAEUR

@rmspe WF W RMSEW MAEW

@rmspe PF P RMSEP MAEP

@rmspe PCF PC RMSEPC MAEPC

@rmspe PWF PW RMSEPW MAEPW

@rmspe PXF PX RMSEPX MAEPX

*@rmspe RRF R RMSER MAER

*

*

DISPLAY(HOLD) '                              '

DISPLAY(STORES= SPACE)

*

DISPLAY(HOLD) @11 '=========================='

DISPLAY(STORES=UPLINE)

*

DISPLAY(HOLD) @12 'Root Mean Square'  @32 'MAE'

DISPLAY(STORES=TITLE)

*

DISPLAY(HOLD) @11 '=========================='

DISPLAY(STORES=UNDLINE)

*

DISPLAY(HOLD) @2 'CD' @14 ###.## RMSECD @30 ###.## MAECD

DISPLAY(STORES=TCD)

*

DISPLAY(HOLD) @2 'CND' @14 ###.## RMSECND @30 ###.## MAECND

display(stores=TCND)

*

DISPLAY(HOLD) @2 'CS' @14 ###.## RMSECS @30 ###.## MAECS

display(stores=TCS)

*

DISPLAY(HOLD) @2 'Consumption' @14 ###.## RMSECT @30 ###.## 

MAECT

display(stores=TCT)

*

DISPLAY(HOLD) @2 'IME' @14 ###.## RMSEIME @30 ###.## MAEIME

display(stores=TIME)

*

DISPLAY(HOLD) @2 'IR' @14 ###.## RMSEIR @30 ###.## MAEIR

display(stores=TIR)

*

DISPLAY(HOLD) @2 'INR' @14 ###.## RMSEINR @30 ###.## MAEINR

display(stores=TINR)

*

DISPLAY(HOLD) @2 'IOF' @14 ###.## RMSEIOF @30 ###.## MAEIOF

display(stores=TIOF)

*

DISPLAY(HOLD) @2 'Investment' @14 ###.## RMSEITF @30 ###.## 

MAEITF

display(stores=TITF)

*

DISPLAY(HOLD) @2 'Export' @14 ###.## RMSEX @30 ###.## MAEX

display(stores=TX)

*

DISPLAY(HOLD) @2 'Import' @14 ###.## RMSEM @30 ###.## MAEM

display(stores=TM)

*

DISPLAY(HOLD) @2 'GDP' @14 ###.## RMSEY @30 ###.## MA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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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stores=TY)

*

DISPLAY(HOLD) @2 'GDPGAP' @14 ###.## RMSEGAP @30 ###.## 

MAEGAP

display(stores=TGDPGAP)

*

DISPLAY(HOLD) @2 'LL' @14 ###.## RMSELL @30 ###.## MAELL

display(stores=TLL)

*

DISPLAY(HOLD) @2 'Unem-Rate' @14 ###.## RMSEUR @30 ###.## 

MAEUR

display(stores=TUR)

*

DISPLAY(HOLD) @2 'Wage' @14 ###.## RMSEW @30 ###.## MAEW

display(stores=TW)

*

DISPLAY(HOLD) @2 'GDP Def' @14 ###.## RMSEP @30 ###.## MAEP

display(stores=TP)

*

DISPLAY(HOLD) @2 'PC' @14 ###.## RMSEPC @30 ###.## MAEPC

display(stores=TPC)

*

DISPLAY(HOLD) @2 'PW' @14 ###.## RMSEPW @30 ###.## MAEPW

display(stores=TPW)

*

DISPLAY(HOLD) @2 'PX' @14 ###.## RMSEPX @30 ###.## MAEPX

display(stores=TPX)

*

*DISPLAY(HOLD) @2 'Int-Rate' @14 ###.## RMSER @30 ###.## 

MAER

*display(stores=TRR)

*

*

LOOP 

  MENU '**************** What Next ? *****************'

    choice 'Show RMSE and MAE of Important Variables on 

Screen'

      {

        WRITE  $

        SPACE UPLINE TITLE UNDLINE TCT $

        TITF TX $

        TM TY TGDPGAP TUR TW TP 

       }

*   choice 'Save RMSE and MAE on a File Named RMSE.OUT'

*      {

*      OPEN COPY C:\file\elec97\RMSE.OUT

*      WRITE(UNIT=COPY)  $

*        SPACE UPLINE TITLE UNDLINE TCD TCND TCS TCT TIME $

*        TIR TINR TIOF TITF TX $

*        TM TY TGDPGAP TLL TUR TW TP TPC TPW TPX TRR 

*      }

   choice 'Save Actual and Simulated Values in Lotus File 

Named SDAT.WKS'

      {

      OPEN COPY C:\dosprg\rats\crp02\SDAT.WKS

      COPY(FORMAT=WKS, ORG=OBS, DATES) HYEARS:1 YEAR:1  $

        CD CDF CND CNDF CS CSF CT CTF IME IMEF IR IRF  $

        INR INRF IOF IOFF ITF ITFF X XF M MF Y YF $

        LL LLF UR URF W WF P PF PC PCF PW PWF PX PXF R $

        DR f_DR DC f_DC DI f_DI $

        DRPRI f_DRPRI DCPRI f_DCPRI DIPRI f_DIPRI PENER 

f_PENERR $

        TG f_TG TGFF f_TGFF TELBTU f_TELBTU HR f_HR FUEL 

f_FUEL $

        EPRI f_EPRI ITHDMD f_ITHDMD INAPDMD f_INAPDMD $

        ICOKDMD f_ICOKDMD RTHDMD f_RTHDMD RHODMD f_RHODMD $

        TGADMD f_TGADMD TDSDMD f_TDSDMD TBTDMD f_TBTDMD $

        TJETDMD f_TJETDMD THODMD f_THODMD

      }

   choice 'Quit'

     break

   end menu

end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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