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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발전으로 인한 외부비용 평가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는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발전원에 대해 전력생산에 의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향에 대한 비교 평가는 

발전원들간의 상호 비교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기초연

구의 일환으로 현재 발전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향평가에 관한 대

표적인 국제공동연구인 Extern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3가지 Task로 구성되어 있다.

Task 1: 외부비용 개요

Task 2: ExternE Project 개요

Task 3: 국가별 결과 검토 

IV. 연구개발 결과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발전원을 이용한 전력생산시 원료채취나 전력생산으로 인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향을 현재 전력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비용

(externalities)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연구인 Extern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외부비

용 평가 방법론, 프로그램 및 대표적인 연구결과 현황을 파악하 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외부비용 평가에 관한 현황파악 결과는 향후 발전원별 종합위험도 비교평가 연

구의 기초자료 및 비교를 위한 자료로써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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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The Estimation of Externalities Resulting from the Electricity Generation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use of energy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However,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lectricity make negative effects 

on human beings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impacts on human beings and the environment resulting from the 

electricity generation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investigate relative 

superiority of various energy generating sysgtems.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the estimation of externalities resulting from the electricity 

generation was review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ternE Project.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three major task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ask 1: Overview of Externalities

Task 2: Overview of ExternE Project

Task 3: Review of National Implementation Results

IV. Result of Project

The methodology, program, and the representative results for the estimation 

of externalities was reviewed. The review of them are based on the ExternE 

Project which is a representative research project for the estimation of 

externalities resulting from the various energy generating systems.

V. Proposal to Applications

The results for the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grated risk estimation for various energy genera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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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국가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의 이용은 필수

적이지만, 어떤 기술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인류 보건 및 환

경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사

회나 환경에 부과되는 외부비용 평가는 전통적인 연료주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서 

무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향을 

정량화하여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반 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이러한 

외부비용(fuel cycle externalities)은 에너지 생산자나 소비자에 의해 고려되지 않

은 사회나 환경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시장 가격(market price)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인체 건강, 건물, 경작물, 삼림, 

지구온난화 등에 미치는 향, 작업상의 질병이나 사고, 발전소로 인한 시각상의 

장애나 소음 발생으로 인한 쾌적함의 감소 등과 같은 자연 혹은 인공 환경에 미

치는 피해(damage)를 포함한다. 

  2002년 10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서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하 는데 이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배상을 결정한 최초의 결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석탄재 

먼지의 성분이 표고버섯의 성장을 저해해 생산양이 줄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 다[1].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전으로 인한 전수명주기 동안의 환경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환경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여러가지 발전원별 전력 생산으로부터 배출되는 부산물로 인한 보건 및 환경 향 

평가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론인 전 수명주기 평가(LCA)는 현재 네덜란드의 CML이

나 스위스의 PSI, 국의 SPUR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UNEP

(유엔환경계획기관)의 주요 활동으로 채택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ABB의 지원을 받아 스위스 PSI에서 수행한 GaBE 프

로젝트를 이용하여 산동반도 지역의 에너지 개발 계획에 대한 발전원별 환경 향 평

가, 보건 향 평가, 사고로 인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 으며 많은 전원계획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다[2]. 결과는 향후 산동반도 지역의 에

너지 개발 계획에 대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이용의 증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발전원별 환경성, 위해성, 사회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전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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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 하여 최근에는 전력생산이나 소비로 인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여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반 하

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은 발전 비중을 차지하는 원

자력 에너지의 사용은 자원의 소비보다는 과학 기술과 관련되어 있어 연구 개발 뿐

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  및 규제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안전성 및 환경 향에 대한 외부 

비용(external cost)의 감소와 같은 경제적 이득은 타 발전원과의 객관적인 위험도 

비교 평가 기술을 통하여 정량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발전으로 인한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인 외부비용(externalities) 평가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인 ExternE 프로

젝트를 중심으로 외부비용 평가 및 대표적인 연구결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향후 원자력을 포함한 여러 발전원들간 환경 향 및 위험도 관점

에서의 비교 분석이 가능한 종합 위험도 평가 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

이다. 또한, 앞으로 국내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인해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

는 국내 에너지 시장 기능에서 미래의 발전기술과 함께 모든 상용 발전원에 대한 종

합 위험도 평가 체계의 구축과 이를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원간 위험도

의 정량적 비교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는 원자력과 

타 발전원 간에 위험도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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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외부비용

제 1 절 외부비용 (Externalities) 

연료주기 외부비용(fuel cycle externalities)은 에너지 생산자나 소비자에 의해 고

려되지 않은 사회나 환경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시장 가격(market price)에 포함

되지 않은 비용이다[3]. 여기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인체 건강, 건물 물질

(building materials), 경작물, 삼림, 지구온난화 등에 미치는 향, 작업상의 질병

이나 사고, 발전소로 인한 시각상의 장애나 소음 발생으로 인한 쾌적함의 감소 

등과 같은 자연 혹은 인공 환경에 미치는 피해(damage)를 포함한다. 전통적인 

연료주기 경제성 평가에서는 이러한 향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에너지 이용으로 인해 환경이나 인체 건강에 미치는 향과 이로 인한 외부비용

의 정량화를 포함한 접근 방법의 채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 정책 분석가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 향을 고려하고 가능한 에

너지 대안별로 비용/이득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다. 5차 

Environmental Action Programe 'Towards Sustainability'에서는 외부비용 평가

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공동체로부터 유럽의회로의 서신 "유럽연합의 

환경지침 및 청정 국가회계에 관한 지침  환경 및 경제정보 시스템의 통합", 

"Directions for the EU on Environmental Indicators and Green National 

Accounting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Information 

Systems(COM(94)670, final, 21.12.94)" 에도 또한 방법론을 개선하고 환경에 미

치는 향에 대한 경제적 평가 역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기술되어 

있다. 외부비용과 이득의 내부화에 대한 개념은 유럽공동체의 성장, 경쟁, 고용에 

관한 백서와 최근의 유럽공동체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백서(COM(95)682, final, 

January 96)에도 강조되어 있다. 

제 2 절 ExternE 프로젝트  

ExternE 프로젝트는 다양한 발전원에 대한 외부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일관적인 

'bottom-up' 방법론을 이용한 최초의 포괄적인 시도이다. 유럽공동체는 이 프로

젝트를 1991년 미국의 에너지성과 협동으로 시작하 다. 유럽공동체와 미국 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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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으로 개념적인 접근방법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발전원에 적용하

기 위한 과학적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 다. 1단계 동안 유럽공동체는 근본적인 

현안 문제를 가장 많이 야기시키는 원자력과 화력에 집중하 다. 유럽공동체는 

JOULE II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2단계 연구를 계속하 다. 1996년 1월에는 

ExternE 프로젝트의 3단계가 시작되었다. 3단계의 주된 목적은 방법론을 에너지 

생산과 보존 대안을 위한 다양한 발전원 즉,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에 

적용하고 일련의 국가별 이행 프로그램(National Implementation Program)을 통

해 유럽 국가들의 참조부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론은 또한 수송이나 

자국 내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외부비용과 공급안전 등과 같은 많은 비환경적 

외부비용 평가를 위해 확장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9개 유럽연합 회원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30여개 연구소의 

팀원들이 참가하 다. 이들은 경제학자, 생태학자, 환경과학자, 에너지 기술자, 보

건 전문가, 대기화학자 및 컴퓨터 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ExternE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유용한 bottom-up  방법론 개발 

- 다양한 발전원에 대한 일관된 평가 

- Marginal cost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 

- 미래정책 결정에 필요한 주요 외부비용 항목 선정 

  현재까지 ExternE 프로젝트를 통해 석탄, 원자력, 석유, 가스, 갈탄(lignite), 이

탄(peat), orimulsion, 수력, 광전지, 풍력, biomass, 폐기물 소각 등의 12개 발전

원에 대한 계산구조(accounting framework)를 완성하 다. 각각의 발전원에 대한 

계산구조에는 특정 발전원에 대한 방법론의 적용과 향에 대한 자세한 정량화 

및 비용으로써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EC와 IEA/OECD가 합동으로 개최한 국

제 conference에서 ExternE 프로젝트를 외부비용 평가를 위한 가장 진보된, 범세

계적인 프로젝트로 인정하 다. 몇몇 유럽공동체 이사회 장관들이 이 회의에 참

석했다는 것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ternE 프로젝트에서는 우선적으로 연료주기의 정의(Definition of the fuel 

cycle)를 내리는데 이는 특정 연료에 대해 전기생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석탄연료 주기에 대한 평가에는 다음과 관련된 향 평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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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

- 석탄 채굴

- 석회암 제거 

- 석탄, 폐기물, 혹은 다른 물질들의 이송

- 전력 생산

- 폐기물 처준

- 전력 수송

  ExternE 프로젝트 수행의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  

- 투명성(transparency):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무엇이 평가되고 무엇이 

평가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 일관성(consistency): 다양한 연료주기와 한 연료주기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향에 대한 유효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 포괄성(comprehensiveness): 비록 몇몇 향은 자세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료주기에 대한 모든 향을 고려하는 것.

  분석은 평가하려고 하는 연료주기의 단계들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 대해 포괄적인 인체 및 환경 향과 향에 대한 항목

(list)을 기술한다. 기본연구 결과나 전문가들의 판단에 기초하여 평가 역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전체 연료주기에 대해 실제 부지와 기술들을 선택하

는데 이들은 많은 향들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들이다.

  향 평가의 수치화는 '손상함수(damage function)' 혹은 ' 향 경로(impact 

pathway)' 접근법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이 접근법은 가능한 가장 적절한 모델과 

자료를 이용하여 논리적인 방법으로 향을 평가한다. 방법론은 작업자의 보건

향과 같은 단순한 통계적 상관간계 이용으로부터 산성비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일련의 복잡한 모델과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과 같이 다양하다. 전형적인 향경로 

접근법을 이용한 평가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이 방법론은 연료주기와 연료주기가 운 되는 시스템들에 대해 시간과 공간과 

관련된 자세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 필요한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술적인 자료 및 방출량 정보 

- 방출, 보건 향, 안전 등과 관련된 적법한 구조 

- 사용된 연료의 명세서(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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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물질의 확산에 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 

- 생태 자원들의 상태 

- 비 시장상품(non-marketed goods)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개인별 가격 체제

Technology

Burden

Concentration Field

Impact

Damage

Emission Factor

Dispersion Model

Dose-Response Function

Monetary Valuation

Pathway Stage Data/Model
Technology

Burden

Concentration Field

Impact

Damage

Emission Factor

Dispersion Model

Dose-Response Function

Monetary Valuation

Pathway Stage Data/Model

그림 1. 향경로 접근법을 이용한 외부비용 평가 절차

  이 프로젝트에 의하면 오염 향 평가를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선량-반응 함수

(dose-response function) 선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다음 분야에 있

어서 손상 평가(damage assessment)를 위해 사용되는 함수들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적인 전문가 그룹회의가 소집되었다. 

- 인간 보건 향(human health)

- 건물 물질(Building materials)

- 경작물 (crops)

- 삼림 (forests)

- 담수 어업 (freshwater fisheries)

- 생체다양성 (biodiversity)

  ExternE 프로젝트는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환경 및 사회적 향 평가에 있어

서 진일보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발전원에 대한 광범위한 외부비

용의 비교 평가를 위한 방법론과 계산구조가 확립되었다. 또한, 광범위한 역의 

다양한 과학적 훈련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expertise) 수렴과 도구를 확립하 으

며 각 전문분야와 다국적 팀들간의 성공적인 협력을 보여주었다. 이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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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보고서는 이미 출간되었으며 이 연구는 에너지 가격에서의 외부비용의 내

부화와 에너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외부비용 고려에 대한 논쟁에 가치있는 입력

자료를 제공해 준다. 

  ExternE 프로젝트는 1992년도에 시작되었으며 1997년 12월에 3단계가 종료되

었다. 이 3단계 프로젝트에는 ExternE Core Project, ExternE National 

Implementation, ExternE Transport의 3가지 주요 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

포젝트에는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3개 역으로 구분되었지만 이 3개 프로젝트

는 ExternE 전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각각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들이 

함께 작용하게 된다. 

  ExternE Core Project는 ExternE 프로젝트 2단계 종료시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몇 가지 주요 항목들에 초점을 맞추며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외부비용의 적용

을 입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구온난화 향, 주요 사고와 불확실성 처리와 관련된 과학적 자료와 정보

를 고려하여 현재의 계산구조를 강화 

- ExternE 프로젝트에서 유도된 외부비용 자료가 통합될 수 있는 방법론 개

발 

- 새로운 세대의 기술, 자국 내 연료 공급을 포함한 end-use 기술, 미래 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 생산, 액체생체 연료 liquid bio fuels)을 고려하여 계

산구조를 강화 

- 연구 내에서 지속 가능성 인자(sustainability) 사용 검토 

- 외부비용의 내부화나 계산 구조의 정책결정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예를 들면 에너지 역에서의 환경 지향적인 비용/이득 분석에 의한 연구

들을 수행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이용 

- 외부비용 자료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 프로젝트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newsletter나 E3 Forum 등에 참가함으로써 

홍보

  ExternE 국가별 이행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외부비용 자료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 ExternE 방법론을 모든 회원국들에 적용

- 종합 연구를 위해 각국의 발전원들을 포함하는 비교 가능한 자료 추출 

- 더 많은 보급을 위해 전체 유럽연합 국가들에 외부비용 데이터베이스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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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자료들이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

기 위한 정책관련 사례 연구들에 자료 제공 

- 각 국가에 보급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든 국가들의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연구 네트워크가 구

성되었다. 2단계 국가 이행 프로그램에 관련된 팀들은 통합연구 및 정책관련 사

례연구에 더 집중하 다. 새로운 팀들은 연료주기 이행에 집중하 으며 결과들 

간의 일치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하 다. 이는 

EcoSense 소프트웨어[4]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ExternE 수송 프로젝트는 ExternE 방법론을 수송 역에서의 에너지 이용으

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비록 이 프로젝트는 주 프로젝트로부터 전문가적 의견들

을 보강하는 것이지만 상당한 차이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적

절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응용성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ExternE 수송 프로젝트의 특정 목적은 수송으로 인한 외부비용 평가

를 위한 일관성 있는 계산구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목적들은 다음과 같

다. 

- 특히 대기오염과 인체 보건 향과 관련된 환경 향과 오염물질과 관련성에 

대한 이해 증진 

- 수송 중 방출되는 물질로 인한 인체 보건 향이나 물질 등에 미치는 주요 

향들을 평가하고 정량화 

- 다양한 기술이나 수송 형태나 척도에 대한 외부비용의 비교 

-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방법론을 입증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론의 선택 

- 가능한 외부비용의 내부화 전략을 분석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평가 값

들의 이용 

- 추가 연구 분야 선정 

제 3 절 EcoSense 모델  

  EcoSense는 ExternE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Stuttgart 대학의 IER에서 개발된 

종합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는 환경 향이나 발전원별 전력 생산으로부터 기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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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부비용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ExternE 손상함수 접근법 (damage 

function approach)에 기초하며 대기오염 물질과 관련된 종합 향 평가와 관련

된 필요한 자료와 모델을 제공해준다. 이 시스템은 국소 및 광역(local and 

regional) 지역에 대한 EUROGRAD DB에서 추출된 환경에 관한 DB를 가지고 

있다. 수용체 자료(receptor data)는 인구, 경작물, 건물 물질, 삼림 등에 관한 자

료를 포함한다. 이 시스템에는 2개의 대기내 이동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국소 모

델이나 광역 모델링이 가능하다. ExternE 프로젝트에 이용된 선량-반응 관계식

에 기초한 일련의 향평가 모듈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건 향, 경작물, 건물 물

질, 삼림에 대한 향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서로 다른 향들에 대한 금전적 

가치에 대한 DB가 포함되어 있다. 

  ExternE 프로젝트 초기에 연구는 국소 역 평가에 치중하 으며 각국에서 온 

참여자들은 각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들을 이용하 다. 비록 많은 참여자들이 

인구분포, 토지이용 등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 지만 

분석결과를 유럽 전역에 적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각국의 특징적인 자료와 grid 

system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EUROSTAT와 같은 공식적인 자료

를 이용한 공통적인 범유럽 DB를 구축하고 모든 ExternE 팀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단 공통적인 DB를 구축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방법론 이행을 표준화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론적인 외부비용 평가

에 필요한 DB와 모델들을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EcoSense를 개발하 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료주기 외부비용에 대한 표준화된 계산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필요한 모델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 유럽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필요 입력자료 세트 제공 

- 투명한 중간 혹은 최종 결과 제시 가능 

- 민감도 분석을 위한 가정들의 용이한 수정 지원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향평가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불완전한 분야

이기는 하지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거동에 대한 이해가 급속하게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을 시스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EcoSense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ISC 모델을 제외한 

모든 계산 모듈은 모델이라기 보다는 모델 해석기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화학방

정식, 선량-반응 함수, 금전적 가치들은 DB에 저장되고 사용자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모델 변수의 변경을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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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블랙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추적할 수 있다. 

1.  EcoSense 모델 

EcoSense는 대기오염 물질의 노출로 인한 일차적인 향 즉, 인체 건강, 경작

물, 건물 물질, 삼림, 생태계에 미치는 향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비록 지구 온난화가 대기오염과 관련한 최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할 향인 것은 

확실하지만 매우 다양한 메커니즘과 범지구적인 향 때문에 EcoSense에서는 고

려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한 작업자나 일반 대중에 미치는 향 등도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향 정도의 정량화가 모델 보다는 통계 자료에 기초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EcoSense 2.0에서는 전통적인 오염물질인 SO2, NOx, 입자, CO 

뿐만 아니라 중요한 중금속과 탄화수소의 일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 

동위원소로 인한 향은 다루지 않는다. 

그림 2는 EcoSense 모델의 모듈화된 구조를 보여 준다. 입력자료나 중간 결과 

혹은 최종 결과들은 관계형 DB 시스템에 저장된다. EcoSense에 통합된 대기확

산 모델은 독립적인 모델이며 pre 또는 post processor에 의해 시스템에 연결되

어 있다. 독립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각각의 향 경로(impact pathway)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공통의 내장함수들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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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coSense 프로그램의 모듈화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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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oSense DB  

  Reference Technology DB(참조 기술 DB)는 발전소의 방출선원(emission 

source)을 기술하는 기술적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는 주로 대기질 

모델링과 관련된 자료들로 방출변수(emission factors), 방출가스 특성, 굴뚝 자료

(geometry)와 부지의 지리적 좌표 등에 관한 자료들이다. 

Reference Environment DB (참조 환경 DB)는 EcoSense DB의 핵심요소로 수용

체(receptor) 분포에 관한 자료와 범유럽 방출량 뿐만 아니라 기상자료 등이 포

함되어 있다. 모든 지리적 정보는 EUROGRID 좌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하여 10,000km
2
와 100km

2

의 등면적 격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분포와 작물 생산에 관한 자료는 

EUROSTAT REGIO DB로부터 구한 자료이며 어떤 경우에는 국가 통계자료의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이 갱신되기도 한다. 방출 물질 재고량은 대표적인 건물에 

관한 방출물질 면적(exposed material area)으로 정량화된다. 유럽의 서로 다른 

형태의 건물 물질의 사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유럽 도시들의 건물에 이용된 물질

들의 분석자료가 이용되었다. 질소 침적에 관한 부하량 지도(load map)는 지중해 

고산지대 삼림으로부터 툰드라 지역의 초원에 이르는 서로 다른 9가지 구역에 

대해서 얻어진 자료이다. 수용체 자료에의 접근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EUROSTAT NUTS의 분류체계에 따른 국가나 도시와 같은 행정단위에 따른 자

료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 이 시스템은 격자시스템과 관련된 행정단위

에 관한 자료들을 자동으로 변환해준다. 수용체 자료 외에 참조환경 DB에는 

Gaussian 플륨 모델을 구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10X10 km 격자의 고도자료를 제

공해줄 뿐만 아니라 강수량, 풍향, 풍속 등과 같은 기상자료와 EUROGRID 형태

로 변환된 EMEP 1990 자료로부터 제공된 SO2, NOx, NH3에 대한 유럽지역의 

방출량에 대한 자료도 제공해준다. 

Dose-Response Function(피폭-반응 함수)에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사

용자는 피폭 향 모델을 수학적 표현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함수는 DB에 문자로 저장되며 이는 계산 중에 개별 향평가 모듈에 의

해 번역되어 이용된다. ExternE 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의해 기록, 

저장된 모든 피폭-반응 함수들은 DB에 저장된다. 

Monetary Values(금전적 가치)는 ExternE 경제적 가치 분야 그룹의 추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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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부분의 향 항목들에 대한 금전적 가치 DB를 제공해주며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값들이 이용되기도 한다. 

  다양한 오염물질과 서로 다른 역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coSense에는 

시스템 내에 통합된 두개의 대기 이동 모델이 있다. 

- ISC(Industrial Source Complex) 모델: US-EPA에 의해 개발된 Gaussian 플

륨 모델로 국소 역에서 SO2, NOx, 입자들과 같은 기본적인 오염물질의 

대기확산 모델링을 위해 이용된다. 

- WTM(Windrose Trajectory Model) 모델: 이 모델은 국의 Harwell 연구소

에서 개발된 Harwell Trajectory 모델의 바람장미 접근법에 기초한 사용자

가 배열가능한(user configurable) 궤도(trajectory) 모델이다.

  WTM 모델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력자료는 EcoSense DB에 의해 제공

된다. ISC 모델을 이용한 국소 역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부지 특징적인 기상자료가 포함된다. 대기질 모델에 의해 계산되는 농

도와 침적은 참조환경 DB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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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가별 외부비용 평가

제 1 절 국가별 외부비용 평가의 주요 내용 

  국 석탄연료 발전소의 경우, 외부 비용은 29 ∼ 151 mECU/kWh이며 이는 

전력생산 비용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5]. 외부비용 중 많은 부분

이 전력 생산중에 발생하며 SO2, NOx, 그리고 입자들이 인체건강과 지구온난화

에 미치는 향에 기인하며 이들이 전체 외부비용의 92 ∼ 98%를 차지한다. 석

유연료의 경우, 평가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외부비용은 전력생산 단계에서 발생

하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일반대중의 건강에 미치는 향이나 지구온난화의 향

으로 발생한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향은 약 81%를 차지한다. 석탄과 천연가스

의 경우와 비교하면, 석유의 경우에는 석탄의 경우보다는 적지만 천연가스의 경

우보다는 크게 나타난다. Orimulsion의 경우, 다른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대부

분의 외부비용은 전력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며 대기오염의 일반대중의 건강에 미

치는 향이나 지구온난화의 향으로 발생한다. 다른 화석연료의 경우와 비교하

면, 석유의 경우와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며 석탄의 경우보다는 적게 나타

난다. 가스의 경우에도, 다른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외부비용은 전력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일반대중의 건강에 미치는 향이나 

지구온난화의 향으로 발생한다. 석탄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적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오염물질의 방출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경우,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외부비용 평가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외

부비용은 우라늄의 채굴과 정련, 생산,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들이 전체 

비용의 약 98 ∼ 99%를 차지한다. 그리고, 우라늄의 채굴과 정련과정에서의 

향은 대부분 Rn-222에 기인한다. Biomass의 경우, 대부분의 외부비용은 전력생

산과 연료배양 과정에서 발생한다. 작업자의 보건 향이나 소음에 의한 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경우는 발전소 운  중의 NOx와 

입자들에 의한 일반대중의 건강 향이다. 풍력의 경우, 소음이나 시야 장애에 의

한 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향은 부지 특성에 따라 매우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석탄에 의한 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중 지구온난화

와 질소화합물에 의한 인체에 미치는 건강 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6]. 가스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방출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석탄에 비해 향이 적게 

나타난다. 특히 연소율이 높기 때문에 CO2 방출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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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갈탄을 혼합한 연료의 경우, 갈탄에 포함된 황화합물의 향은 biomass에 의

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석탄에 비해 오염물질 방출양당 비용은 크게 나타나

지만 생산된 전력당 비용은 적게 나타난다. 풍력의 경우에는 향이 매우 적게 

나타난다. 가장 큰 향은 작업상의 사고로 인한 향인데 이는 비용으로써 내부

화되어야 한다. 

  포르투갈의 경우, 석탄에 의한 외부비용 중 약 72%는 대기 오염물질에 의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향에 기인하며 약 26%는 사고로 인해 일반대중이나 작업

자들에게 미치는 향으로 발생한다[7]. 만약에 지구온난화 향을 고려하면 외

부비용은 상당히 증가하며 전체 외부비용 중에서 약 12 ∼ 75%를 차지하게 된

다. 천연가스의 경우, 석탄과 비교하면 낮으며 석탄과 마찬가지로 대기 오염물질

에 의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큰 향을 나

타내는 항목은 지구온난화이다. Biomass의 경우에는 전체 외부비용중 일반대중

에게 미치는 향이 약 62%를 차지하며 사고로 인해 작업자나 일빈대중에게 미

치는 향이 약 33%를 차지한다. Biomass로 인한 지구온난화 향은 매우 적다. 

수력의 경우에는 작업중의 사고로 인한 향이 약 83%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

른 발전원과 바교하면 전체적인 외부비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네덜란드 석탄 발전의 경우, SO2와 NOx 방출로 의한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건

강 향은 전체 건강 향 중 약 1/3을 차지하는데 이는 발전소 주변의 인구 도

가 높기 때문이다[8].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NOx 방출로 인해 발생하는 에어로졸

로 인한 발전단계에서의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건강 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반면, 석탄의 경우와는 달리 NOx 방출로 인한 일반대중의 건강에 미치는 향은 

약 1/10 정도이다. 

  아일랜드 석탄 발전의 경우, 발전단계만의 향을 모든 단계의 향의 합과 비

교해 보면 발전단계의 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또한, 발전단계에

서는 지구온난화와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건강 향이 매우 크다. 발전단계에서의 

지구온난화의 향은 31 ∼ 53% 정도를 차지한다. 이탄(peat)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지구온난화의 향은 37 ∼ 60%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제외할 경우, 가장 심각한 향은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건강 향으로 지구온난화

를 제외한 향의 93%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스의 경우, 석탄에 의한 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중 지구온난화

와 질소화합물에 의한 인체에 미치는 건강 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10]. 가스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방출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석탄에 비해 향이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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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특히 연소율이 높기 때문에 CO2 방출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biomass

와 갈탄을 혼합한 연료의 경우, 갈탄에 포함된 황화합물의 향은 biomass에 의

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석탄에 비해 오염물질 방출양당 비용은 크게 나타나

지만 생산된 전력당 비용은 적게 나타난다. 풍력의 경우에는 향이 매우 적게 

나타난다. 가장 큰 향은 작업상의 사고로 인한 향인데 이는 비용으로써 내부

화되어야 한다. 

  독일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의 경우, 외부비용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항목은 인체건강과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향이며 지구온난화는 많은 불확실성

을 가지고 있다[11]. 질소와 황화합물에 의해 생성되는 에어로졸에 의한 향은 

인체건강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물질이며 오일이나 가스 발전으로부터 생

성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건강에 미치는 향은 예상보다 매우 크게 나타난

다. 상대적으로 낮은 열효율을 가진 터빈을 가진 오일을 이용한 발전으로 인한 

외부비용은 전력생산 비용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반면에 개량된 복합싸이클의 

가스 발전으로 인한 외부비용은 내부비용 보다 적게 나타난다. 원자력 발전의 경

우, 가장 많은 피폭을 야기하는 것은 우라늄 정련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이며 이

는 전력생산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H-3, Kr-85, C-14의 향과 함께 전체 

향의 약 98%를 차지한다. 설계기준 사고를 넘는 중대사고의 향은 전체 핵연

료 주기과정을 고려할 때 외부비용에 미치는 향은 매우 적다. 

  프랑스의 여러 가지 발전원에 대한 외부비용 평가는 그림 3에 도시된 바와 같

으며 원자력 발전의 경우 각 단계별 외부비용 평가 결과는 그림 4에 도시된 바

와 같다[12]. 지구온난화 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석탄과 오일을 발전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외부비용은 프랑스 국내의 소매 전력 가격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천연가스나 biomass의 경우에는 전력 가격보다 아주 적게 나타나며 

biomass의 경우가 가장 적은 외부비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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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여러 가지 발전원에 대한 외부비용 

그림 4. 원자력 발전의 각 단계별 외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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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의 경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석탄의 경우, 건강 향과 지구온난화

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13]. 채탄 과정을 제외할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향은 무시할 정도로 적다. 이러한 경향은 이탄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덴마크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외부비용의 약 80% 정도는 전력생산 단계에서 

발생한다. 향 중 약 82%는 CO2 방출에 기인하며 나머지의 약 98%는 NOx 방

출에 기인한다[14]. Biogas의 경우에는 NOx, SO2 방출로 인한 인체건강에 미치

는 향이 가장 크다. 풍력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향은 적게는 13%에

서 많게는 8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력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풍력터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오스트리아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외부비용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낸다[15]. Biomass의 경우, 대부분의 외부비용은 대기오염에 

기인하며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대중의 건강에 미치는 향이다. 이러

한 향은 전력생산 단계에서의 TSP나 NOx 방출에 기인하며 SO2 에 의한 향

은 매우 낮다. 

제 2 절 국가별 외부비용 평가 결과 

  각 국가별 발전원에 대한 외부비용 평가 결과는 표 1 ~ 75에 나타난 바와 같

다. 표에서 YOLL은 “years of life lost" 방법에 의한 사망 향을 나타내며, VSL

은 ”value of statistical life" 방법에 의한 사망 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ng"는 

"negligible", "nq"는 "not quantified", “iq"는 "only impact quantified", ”-“는 ”not 

relevant"를 의미한다. 불확실도의 역을 나타내는  σg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A = high confidence, σg = 2.5 - 4 

B = medium confidence, σg = 4 - 6

C = lowconfidence, σg = 6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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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 석탄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Timber los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19.5 (104.4)
2.0 (7.2)
6.1 (29.9)
10.5 (38.7)
0.90 (28.6)
3.9
2.3
1.6
0.049
0.009
nq
0.79
0.016
0.77
nq
0.004
0.65
0.13
nq

3.2
15
39
118

B

A
B
A
A

B

B
B
B
B

C

Other impacts nq

OTHER FUEL CYCLE STAGES
Acidification impacts
Occupational health
Major offshore accidents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0.08
0.80
0.024
nq
nq

0.2
1.0
2.4
7.3

A
A
B
B
A
C

표 2. 국 석탄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6820 (28450)

5740 (18560)

14060 (46.6)

1490 (1408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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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 석유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Other impacts

14.1 (66.8)
0.21 (0.74)
6.8 (30.9)
6.8 (24.8)
0.33 (10.4)
2.25
1.67
0.58
nq

5.3E-03
nq
0.28
8.9E-03
0.28
nq
0.41
na
nq

2.31
10.9
28.0
84.5
nq

B

A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Acidification impacts
Occupational health
Major offshore accidents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3.47
0.21
0.047
0.032
nq

0.18
0.84
2.14
6.46

A
A
C
C
A
C

표 4. 국 석유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10025 (30700)

9612 (32170)

22920 (4933300)

150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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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 Orimulsion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14.6 (67.7)
0.49 (1.83)
5.42 (19.9)
8.18 (30.1)
0.50 (15.9)
2.72
1.83
0.89
na

6.33E-03
nq
0.44

1.03E-03
0.43
nq

3.37E-01
na
nq

3.2
15
39
118

B

A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Other impacts

nq

nq
nq
0.03
0.14
0.35
1.05
nq

A
A
B
A
C

표 6. 국 Orimulsion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6027 (195601)

7581.97 (25549)

8000 (27142.85)

150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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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 가스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2.56 (14.84)
ng

0.0 (0.14)
2.37 (8.72)
0.19 (5.98)
0.77
0.43
0.34
6.8E-3
6.1E-3
nq
0.16
3.1E-4
0.16
ng
2.9E-2
2.7E-2
nq

1.5
7.1
18
55

B

A
B
A
A

B

B
B

C

Other impacts nq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onal health
Major offshore accidents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nq
0.064
0.05
nq
nq

0.04
0.20
0.52
1.6

A
A
C
B
A
C

표 8. 국 가스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

5830 (19740)

ng

1500 (14088)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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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 원자력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Radiological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Radiological
          Non-radiological
Major accidents
Crops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0.079
nq

0.0044
0.029
nq
nq
nq
nq
nq
nq
ng

B

A
A
B
C
B
B
B
B
B
C

Other impacts nq

OTHER FUEL CYCLE STAGES
Acdification
Public health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nq
2.0
0.071
ng
nq

0.04
0.21
0.53
1.59

A
A
A
B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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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 Biomass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2.32 (11.52)
0.86 (3.2)

1.42E-1 (0.73)
1.22 (4.49)
0.10 (3.12)
0.39
0.21
0.18
nq
4.9E-4
nq
0.08
1.3E-3
0.08
ng

1.17E-2
0.1
nq
0.0

B

A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Crops
Material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2.04 (8.92)
2.5E-4
nq
0.07
4.5E-3

0.06
0.27
0.70
2.12

A
A
B
 
A
C

표 11. 국 Biomass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7033.3 (26667)

5750 (17917)

19933 (71111)

1500 (1408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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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 풍력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
 
 

-

0.09
0.1
nq
-
-
-
ng
-
0.07
nq
-

B

A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Acidification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0.78
0.16
ng
nq

0.03
0.14
0.35
1.05

A
A
B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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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스페인 석탄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21.4 (79.8)
2.0 (7.4)
6.6 (27.4)
12.1 (44.3)
0.70

2.6
1.3
nq
0.14
nq
0.62
1.8E-2
0.60
ng
0.12
nq
nq

3.9
18.3
46.7
141.1

B

A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0.70
2.41
nq
nq

0.04
0.20
0.50
1.5

A
A
B
A
C

표 14. 스페인 석탄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6384 (24008)

8020 (26939)

7507 (25775)

150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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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스페인 가스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2.86 (10.8)
ng

0.95 (4.0)
1.8 (6.7)
0.11
0.54
0.35
0.19
nq
3.2E-2
nq
9.4E-2
2.8E-3
9.1E-2
ng
1.8E-2
nq
nq

1.5
7.2
18.5
55.7

B

A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utside EU
          Inside EU
Occupational health
          Outside EU
          Inside EU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1.8E-4
8.6E-5
8.9E-5
1.7E-2
1.4E-2
3.3E-2
nq
nq

2.4E-2
1.2E-1
3.0E-1
9.0E-1

A

A

B
A
C

표 16. 스페인 가스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6392 (24163)

7849 (26796)

-

150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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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스페인 Biomass/lignite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10.7 (41.4)
1.7 (6.3)
5.4 (22.4)
3.4 (12.5)
0.17
1.6
1.4
0.27
nq
0.17
nq
0.15
1.4E-2
0.14
ng
7.5E-2
nq
nq

3.0
14.3
36.5
111.4

B

A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0.20
0.76
nq
0.34

6.2E-2
0.29
0.75
2.23

A
A
B
A
C

표 18. 스페인 Biomass/lignite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7113 (28363)

9600 (32350)

8348 (28174)

150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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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스페인 풍력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ng

ng

ng
0.95
nq
ng

ng
ng
8.3E-2
nq

ng
ng
ng
ng

B

A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nq
0.16
ng
nq

2.0E-2
9.3E-2
2.4E-1
7.2E-1

A
A
B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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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스페인 폐기물 소각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NMV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CO
                     NOx (via ozone)
                     NMVOX (via ozone)
                           PCDD/F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NMV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16.3 (60.9)
1.7 (6.2)
2.4 (11.4)
11.7 (42.8)
0.53
0.23
3.2
2.2
0.95
0.41
ng
ng
0.72
nq
0.45
4.1E-3
0.45
0.17
ng
9.8E-2
nq
nq

3.2
15.3
39.1
118.2

B

A
B
B
B
A
A

B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0.52
nq
nq
1.0

5.8E-2
2.7E1
7.0E-1
2.1

A
A
B
A
C

표 21. 스페인 폐기물 소각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VOC (via ozone)

CO2

9001 (28363)

10198 (32350)

20250 (28174)

1500 

93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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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포르투갈 석탄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Occupational and public health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Employment
Global Warming
         low and high estimates 
         mid 3% and mid 1%

15.9 (60.7)
1.3 (5.0)
3.4 (15.5)
10.0 (39.5)
0.75
3.19
1.85
1.34
9.02E-3
6.59E-1
2.30E-2
6.36E-1
nq

8.89E-2
nq
ng
ng
iq

2.9 - 107
13.9 - 35.4

B

A-B

A
B

B

A
A

C

OTHER FUEL CYCLE STAGES
Occupational and public health
          Outside EU
          Inside EU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Employment
Ozone onhumal health
          Mortality -YOLL (VSL)
          Morbidity
Ozone on crops
Global warming
       low and high estimates 
       mid 3% and mid 1%

6.90
1.80
5.10
ng
ng
iq

0.12
0.20
9.77E-2

0.36 - 13.1
1.7 - 4.3

B
A
B
A

B
A-B
B
C

표 23. 포르투갈 석탄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4959 (20128)

5975 (21530)

5656 (20050)

150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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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포르투갈 천연가스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Occupational and public health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and high estimates 
       mid 3% and mid 1%

0.20 (0.74)
1.04E-4 (4.09E-4)
4.47E-3 (0.022)
0.18 (0.71)
1.29E-2
0.05
0.02
0.02
6.13E-3
1.10E-2
1.46E-4
1.08E-2
nq

9.20E-4
nq
ng
ng
iq

1.6 - 60.1
7.8 - 19.9

B

A-B

A
B

B

A
A
C

OTHER FUEL CYCLE STAGES
Occupational and public health
          Outside EU
          Inside EU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Social risk
Ozone on humal health
          Mortality -YOLL (VSL)
          Morbidity
Ozone on crops
Global warming
       low and high estimates 
       mid 3% and mid 1%

0.081
2.08E-4
0.08
ng
ng

3.04E-3

ng
ng
ng

0.03 - 1.1
0.15 - 0.37

B
A
B
A
B

B
A-B
B
C

표 25. 포르투갈 천연가스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5271 (20486)

6562 (23641)

6797 (24470)

150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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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포르투갈 Biomass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Occupational and public health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Employment 
Global Warming
       low and high estimates 
       mid 3% and mid 1%

8.34 (31.2)
3.17 (12.5)
0.39 (1.83)
4.12 (16.2)
0.66
2.14
0.98
1.16
2.00E-2
1.56
4.66E-3
0.55
nq

2.59E-2
nq
ng
ng
iq

1.6 - 60.1
7.8 - 19.9

B

A-B

A

A
B

B

A
A

A

OTHER FUEL CYCLE STAGES
Occupational and public health
Ecological effects
Fertiliser effects
Soil erosion
Road damages
Employment
Ozone on humal health
          Mortality -YOLL (VSL)
          Morbidity
Ozone on crops
Global warming
       low and high estimates 
       mid 3% and mid 1%

5.73
ng
na
na
0.15
iq

8.04E-2
1.42E-2
6.78E-2

0.03 - 1.35
0.17 - 0.44

A
A

A

B
A-B
B
C

표 27. 포르투갈 Biomass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5208 (21065)

6440 (23200)

6955 (25054)

150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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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포르투갈 수력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Occupational and public health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Employment 

Global Warming

       low and high estimates 

       mid 3% and mid 1%

4.71E-4

nq

nq

nq

4.71E-4

8.35E-4

nq

8.35E-4

2.20E-2

3.98E-4

nq

3.98E-4

nq

nq

ng

ng

iq

2.16E-4 - 7.89E-3

1.02E-3 - 2.61E03

B

B

A-B

A

B

B

A

A

C



- 39 -

표 29. 네덜란드 석탄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PM10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 PM10, SO2, NOx
                     NOx (via ozone)
Public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Crops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Forest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high 

0.25
2.7
3.5
0.29
0.81
0.52
ng
0.11

6.8E-3
0.25
iq
nq
0.15
0.0024
ng
ng

3.2
16 - 42
126

B
B
B
B
A
B
A
A

B
B
B
B
B
B
B
B

C
C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utside EU
                               Inside EU
Occupatinal health    Outside EU
                               Inside EU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high 

nq
0.075
1.8
0.16
ng
ng

0.29
1.4 - 3.7
11

B
A
A
B
A

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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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네덜란드 가스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PM10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 PM10, SO2, NOx
                     NOx (via ozone)
Public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Crops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Forest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high 

-
-
1.6
0.13
0.21
0.23
ng
6.1E-3

-
0.11
iq
nq
0.018
nq
ng
ng

1.5
7.4
57

B
B
B
B
A
B
A
A

B
B
B
B
B
B
B
B

C
C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utside EU
                               Inside EU
Occupatinal health    Outside EU
                               Inside EU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high 

-
9.1E-3
-
0.095
nq
ng

0.023
0.11 - 0.29
0.88

B
A
A
B
A

C
C
C

표 31. 네덜란드 가스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4959 (20128)

5975 (21530)

5656 (20050)

150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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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이탈리아 오일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VOC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VOC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VOC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 high 
            mid 3% - mid 1%

15.3 (62.9)
1.4 (4.9)
9.7 (43.0)
4.1 (15.0)
0.23
6.9E-3
2.3
1.9
0.41
0.012
nq
9.3E-3
0.27
0.072
0.20
5.3E-3
nq
0.25
nq
nq

2.68 - 96.4
12.5 - 31.9

B

A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and high estimates 
       mid 3% and mid 1%

1.6
0.45 - 0.50
nq
nq

0.32 - 11.1
1.45 - 3.68

B
A
B
A
C

표 33. 이탈리아 오일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9700 (39400)

8300 (27700)

12300 (35900)

1500 

3.8 - 139 (mid range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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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이탈리아 가스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VOC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VOC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VOC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 high 
            mid 3% - mid 1%

5.5 (21.1)
ng
ng

5.3 (21.1)
0.18
9.4E-3
0.99
0.67
0.32
0.017
nq
0.012
nq
0.15
1.2E-3
0.15
7.2E-3
nq
0.47
nq
nq

1.71 - 60.2
7.86 - 20.0

B

A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and high estimates 
       mid 3% and mid 1%

0.058
0.087
nq
nq

0.12 - 1.52
0.26 - 0.55

B
A
B
A
C

표 35. 이탈리아 가스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

13500 (49400)

-

1500 

3.8 - 139 (mid range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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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아일랜드 석탄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Yoll (VLS)
          Morbidity
         Total 
             of which SO2
                      NOx 
                      (of which via ozone)
                      TSP
Agricultural via SO2
                      via ozone
Forests
Materials
Sub-total 
Global Warming
Total (including global warming)

29 (83)
5.8
35
22
13
(3.7)
0.52
0.093
1.12
ng
0.85
37

17 - 42
54 - 79

B
A-B
B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Global warming
Ozone
Mining: Ecosystems
            Groundwater contamination
            Subsidence
            Occupational injury
            Occupational health 
Construction: Occupational injury
Road acciddents
Total All Stages (excl. Global Warming)
Total All Stages (incl. Global Warming)

0.4 - 1.1
1.1
1.1
0.8
(0.6)
0.53
0.38
0.017
0.028
41

59 - 84

C
B
B
B
A
B
A
A

표 37. 아일랜드 석탄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CO2 

NOx 

CO2 

TSP

18 - 46

4300

(of which 1,500 via ozone)

2800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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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아일랜드 이탄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Yoll (VLS)
          Morbidity
         Total 
               of which SO2
                        NOx 
                        (of which via ozone)
                        TSP
Agricultural via SO2
                        via ozone
Forests
Materials
Sub-total 
Global Warming (95% confidence interval)
Global Warming (illustrated restricted range)
Total (including global warming)

22 (63)
5.1
29
12
14
(3.9)
1.34
0.064
1.2
0.003
0.60
29

3.6 - 133
17 - 44
46 - 73

B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Global warming (based on restricted analysis)
(95% confidence interval)
(illustrated restricted range)
Global warming (based on LCA analysis)
(illustrated restricted range)
Ozone
Occupational injury
Road acciddents
Total All Stages (excl. Global Warming)
Total All Stages (incl. Global Warming)

0.011 - 0.42
0.054 - 0.14

4.3 - 31
0.13
0.21
0.13
29

33 - 60

C

B
A
A

표 39. 아일랜드 이탄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CO2 

NOx 

CO2 

TSP

18 - 46

4300

(of which 1,500 via ozone)

2800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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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그리스 갈탄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nuclear)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FUND    low 
                            mid 3%
                            mid 1%
                            high 

17.1 (66.5)
1.9 (6.8)
8 (34.4)
6.8 (24.9)
0.41
2.8
2.1
0.72
ng
0.12
-

2.7E-2
0.35
iq
0.27
1.9E-2
ng
ng

5
23.8
60.7
183.5

B

A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utside EU
                 Inside EU
                 0% (nuclear)
                 3% (nuclear)
Occupational health
                 Outside EU
                 Inside EU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Water resources
Global warming
                 FUND     low 
                            mid 3%
                            mid 1%
                            high 

ng

0.18

ng
ng
1.1E-2

0.04
0.20
0.50
1.5

A

A

B
A
C
C

표 41. 그리스 갈탄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FUND (mid3%, mid 1%)

                   (low, high)

7832 (29971)

7798 (26136)

8278 (27751)

1500 

18 - 46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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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그리스 오일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nuclear)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FUND    low 
                            mid 3%
                            mid 1%
                            high 

8.1 (29.3)
0.54 (1.96)
5.5 (21.3)
1.5 (5.5)
0.56
1.93
0.93
1
ng
0.12
-

5.6E-3
0.48
iq

9.6E-2
2.7E-2
ng
ng

2.8
13.3
33.9
102.6

B

A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utside EU
                 Inside EU
                 0% (nuclear)
                 3% (nuclear)
Occupational health
                 Outside EU
                 Inside EU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Water resources
Global warming
                 FUND     low 
                            mid 3%
                            mid 1%
                            high 

0.65 (2.3)

8.6E-2
nq
nq
0.36

0.14
0.71
1.79
5.4

B

A

B
A
C
C

표 43. 그리스 오일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FUND (mid3%, mid 1%)

                   (low, high)

1986 (7009)

1240 (4157)

2014 (6749)

1500 

18 - 46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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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그리스 천연가스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nuclear)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FUND    low 
                            mid 3%
                            mid 1%
                            high 

1.79 (5.9)
0 (0)

2.1E-2 (9E-2)
1.54 (5.6)
0.23
0.6
0.2
0.4
ng
0.12
-

6E-4
0.19
iq

1.8E-2
1.0E-3
0.45
ng

0.77
3.6
9.3
28

B

A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utside EU
                 Inside EU
                 0% (nuclear)
                 3% (nuclear)
Occupational health
                 Outside EU
                 Inside EU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FUND     low 
                            mid 3%
                            mid 1%
                            high 

nq

0.65 (2.3)

5.6E-2
nq
nq

4.3E-3
2.0E-2
5.2E-2
0.16

A

B
A
C

표 45. 그리스 천연가스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FUND (mid3%, mid 1%)

                   (low, high)

2769 (7412)

3145 (10542)

0 (0)

1500 

18 - 46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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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그리스 Biomass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Occupational health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FUND    low 
                            mid 3%
                            mid 1%
                            high 

5.8 (21.1)
3.2 (11.6)
2.5 (9.1)
0.1 (0.39)
1.3E-2
0.74
0.72
2.2E-2
1.6E-2
1.2E-2
1.3E-3
1.1E-2
ng

2.89E-2
nq
nq

2.8
13.3
33.9
102.6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from water pollution)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FUND     low 
                            mid 3%
                            mid 1%
                            high 

0.12
na
nq
ng

6.89E-2
0.32
0.83
2.52

A
A
B
A
C

표 47. 그리스 Biomass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FUND (mid3%, mid 1%)

                   (low, high)

3928 (5495)

5108 (11336)

9165 (13232)

1500 

18 - 46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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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그리스 수력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Fauna and Flora
Forest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FUND    low 
                            mid
                            high 

ng

ng

ng
0.26
-
0.11
3.6
5.5E-2

9.7E-2
ng

0.77
3.6
28

B

A

A
A

B
B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utside EU
                 Inside EU
                 0% 
                 3% 
Occupational health
                 Outside EU
                 Inside EU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Marine environment
Global warming
                 FUND     low 
                            mid 
                            high 

nq

0.96
ng
ng
ng
ng

A

A

B
A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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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그리스 풍력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nuclear)
Crops
Fauna 
Land use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FUND    low 
                            mid 3%
                            mid 1%
                            high 

ng

ng

ng
ng
-
ng
ng
0.14
ng

1.12
ng
-

B

A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utside EU
                 Inside EU
                 0% 
                 3% 
Occupational health
                 Outside EU
                 Inside EU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Marine environment
Materials
Crops
Global warming
                 FUND     low 
                            mid 3%
                            mid 1%
                            high 

0.84 (3.2)

8.0E-2
nq
nq

1.8E-2
2.0E-3

3.1E-2
0.15
0.38
1.14

B

A

B
A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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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독일 화석연료 발전의 향 

mECU/kWh σg
Coal Lignite Oil Gas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Crops
      of which SO2
               NOx (via acid
                   and N dep.)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A볌샻 system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10.4(39.0) 
1.1(3.3)
2.9(12.9)
6.3(19.7)
0.12(3.1)
1.5
1.3
0.21
ng

0.01
0.001
-0.0004

0.010
iq
0.14
nq
ng
ng
-

3.0
14.3
36.6
110.5

13.2(50.1)
1.7(5.6)
4.2(18.6)
7.1(21.9)
0.17(4.0)
2.0
1.7
0.30

0.02
0.002
-0.0006

0.014

0.19
nq
ng
ng
-

3.9
18.5
47.3
143.1

22.6(89.1) 
0.35(1.1)
12.9(54.7)
9.2(28.4)
0.18(4.9)
3.1
2.8
0.32

0.02
0.005
-0.0007

0.015

0.42
nq
ng
ng
0.18

3.3
15.6
39.8
120.4

2.4(8.9) 
-
-

2.4(7.7)
0.046(1.2)
0.39
0.31
0.082

0.004
0

-0.0002

0.004

0.03
nq
ng
ng
-

1.3
6.3
16.0
48.5

B

A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nal health (including
power generation stage)
Crops
Materials
            Monumen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1.3 (3.5)
0.19

ng
0.015
nq

0.4 
1.9
4.7
14.3 

0.77 (2.4)
0

ng
0.015
nq

0.1
0.6
1.5
4.5

7.8 (26.8)
0.052

ng
0.013
nq

0.3
1.4
3.7
11.1

1.5 (3.5)
0.0040

ng
0.01
nq

0.2
0.9
2.3
7.0

A

B
B

C

표 51. 독일 화석연료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Coal Lignite Oil Gas

SO2       YOLL

SO2       (VLS)

NOx      YOLL 

NOx      (VLS)

NOx (via ozone)

PM10     YOLL

PM10     (VLS)

CO2

11710

(46432)

13898

(40274)

1500

21579

(60175)

3.8 - 139

11832

(46869)

10945

(30973)

1500

23415

(70976)

3.8 - 139

13688

(52107)

12773

(36360)

1500

21944

(63611)

3.8 - 139

-

13148

(38629)

1500

-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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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독일 원자력 발전의 향 

mECU/kWh σg
0% 3%

POWER GENERATION
Normal operation
Public health
          fatal cancer - Yoll (VLS)
          non-fatal cancer
          hereditary effects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 Yoll (VLS)
Beyond design accidents

0.059 (0.099)
0.034
0.020
ng

0.063 (0.084)
0.0034 (0.0046)

0.00017 (0.00034)
0.00010
0.000060

0.056
0.00050 (0.00076)

B
B
B

A
B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radiological impacts YOLL (VSL)
   non-radiological impacts YOLL (VSL)
Occupational health
Crops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3.5 (4.7)
0.56 (2.7)
0.060
0.00016
iq
0.0077
ng
ng

0.075
0.35
0.91
2.7

0.010 (0.015)
0.43 (2.1)
0.060
0.00016
iq
0.0077
ng
ng

0.075
0.35
0.91
2.7

B
B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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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독일 광전지발전의 향 

mECU/kWh σg
PV Home PV Facade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Morbidity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 Yoll (VLS)
Crops 
Ecosystem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1.1 (5.1)
0.14
ng
-0.28
0.0051
iq
0.023
nq
ng
ng

0.2
1.0
2.5
7.7

1.1 (4.9)
0.13
ng
-0.81
0.00041
iq
0.023
nq
ng
ng

0.2
0.9
2.3
7.0

B

A
A
B
B
B

C

표 54. 독일 풍력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Morbidity 
Occupational health 
Crops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0.24 (1.1)
0.030
0.044
0.000097
iq
0.0032
0 - 0.062
iq

0.026
0.12
0.3
1.0

B

A
B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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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프랑스 석탄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NMVOC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 NOx, CO
                     NOx (via ozone)
                     NMVOC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NMVOC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indicative range)
             low (valued at 18 ECU/t)
             upper (valued at 46 ECU/t)

40.2 (151.6)
0.9 (3.3)
10.5 (45.4)
27.7 (101.8)

1.1
0.01
8.2
6.6
1.6
0.02
nq
nq
nq
0.72
0.006
0.70
0.01
ng
0.12
nq
nq

16.2
41.4

B
B
B
B
B

A
B
B

A
B
B

B

C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indicative range)
  from extraction/transport emissions
             low (valued at 18 ECU/t)
             upper (valued at 46 ECU/t)

nq
nq
nq
nq

3.3
8.5

C
C

표 56. 프랑스 석탄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VOC (via ozone)

CO2

8900 (34700)

14600 (48000)

6100 (20300)

1500 

930

18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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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프랑스 천연가스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NMVOC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 NOx, CO
                     NOx (via ozone)
                     NMVOC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NMVOC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indicative range)
             low (valued at 18 ECU/t)
             upper (valued at 46 ECU/t)

9.15 (32.7)
ng
ng

8.8 (32.4)
0.3
0.007
2.1
1.6
0.5
0.01
nq
nq
nq
0.22
ng
0.22
0.005
ng
ng
nq
nq

7.2
18.4

B
B
B

A
B
B

A
B
B

C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indicative range)
  from extraction/transport/liquefaction
  emissions
             low (valued at 18 ECU/t)
             upper (valued at 46 ECU/t)

nq
nq
nq
nq

0.6
1.5

C
C

표 58. 프랑스 천연가스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VOC (via ozone)

CO2

-

14600 (48000)

-

1500 

930

18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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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프랑스 Biomass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NMVOC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 NOx, CO
                     NOx (via ozone)
                     NMVOC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NMVOC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indicative range)
             low (valued at 18 ECU/t)
             upper (valued at 46 ECU/t)

4.34 (15.64)
0.66 (2.42)
0.25 (1.08)
3.25 (11.96)
0.17
0.012
0.97
0.70
0.25
0.018
nq
nq
nq
0.12
0.0002
0.11
0.01
ng
0.004
ng
ng
0

B
B
B
B
B

A
B
B

A
B
B

B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Cancers from farming and transport
   activities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indicative range)
  from farming/transport emissions
             low (valued at 18 ECU/t)
             upper (valued at 46 ECU/t)

0.003

nq
nq

0.14 - 0.41

0.32
0.81

B

A

C
C

표 60. 프랑스 Biomass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 power generation

PM2.5 - YOLL (VLS) - transport/farming

NOx (via ozone)

VOC (via ozone)

CO2

7500 (28300)

10800 (35400)

11500 (37700)

21500 (70500)

1500 

930

18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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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핀란드 석탄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1.9 (6.3)
0.20 (0.7)
0.85 (3.1)
0.62 (2.3)
0.2
0.6
0.2
0.4
nq
nq
0.2
0.003
0.2
iq
0.03
nq
ng
nq

2.9
14
36
108

B

A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utside  EU
              Inside EU
Occupational health
              Outside  EU
              Inside EU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0.5 (1.4)
0.03

1.2
nq
nq
nq

0.32
1.5
3.9
12

B
B
A

B
A
C

표 62. 핀란드 석탄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1486 (4841)

1310 (4416)

1555 (5242)

150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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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핀란드 이탄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3.1 (10)
0.15 (0.54)
1.65 (6.0)
0.83 (3.0)
0.45
1.1
0.3
0.8
nq
nq
0.4
0.007
0.4
iq
0.09
nq
nq
nq

2.9
16
45
135

B

A
B
A
A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utside  EU
              Inside EU
Occupational health
              Outside  EU
              Inside EU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0.67 (0.96)

nq
nq
nq

0.11
0.56
1.6
4.9

B
B
A

B
A
C

표 64. 핀란드 이탄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1027 (3310)

856 (2886)

1340 (4528)

1500 

3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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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핀란드 Biomass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3.6 (11.4)
0.48 (1.8)
0.55 (2.0)
1.9 (7.0)
0.65
1.5
0.38
1.1
nq
nq
-
0.55
0.003
0.54
iq
0.05
nq
nq
nq

0.22
1.2
3.4
10.3

B

A
B

B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utside  EU
              Inside EU
Occupational health
              Outside  EU
              Inside EU
Ecological effe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
0.80 (1.3)

-
0.11 (0.11)
nq

0.02
0.12
0.34
1.0

B
B

A

C

표 66. 핀란드 Biomass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1606 (5055)

1388 (4679)

2611 (8800)

1500 

3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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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덴마크 천연가스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2.81 (18.69)
2.0E-4 (7.0E-4)

0
2.55 (9.44)
0.26 (9.25)
0.82
0.36
0.46
ng
ng
0.22
0
0.22
nq
0.04
25E-4

1.75
8.27
21.14
63.88

B

B

A
A
B

B
C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Marine environment
Land use changes
Natural gas storage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nq
0.17
ng
ng
0
1.0

0.30
1.43
3.66
11.06

A

C
C

표 68. 덴마크 천연가스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

4728 (15770)

6666 (23333)

150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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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덴마크 Biogas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Emission to soil
Land use change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7.05 (49.12)
6.0E-5 (3.0E-4)
0.18 (0.78)
6.39 (27.71)
0.58 (20.63)
1.86
0.83
1.03
ng
0.49
25E-4
0.49
ng
0.06
ng
ng

0.30
1.42
3.63
10.97

B

B

A
B

B

C

OTHER FUEL CYCLE STAGES
Transportation of biomass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Materials
Road damage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3.45 (23.70)
2.0E-3 (9.0E-3)
0.19 (0.82)
2.98 (12.92)
0.28 (9.96)
0.89
0.40
0.49
0.83
0.82
0.24
16E-4
0.24
0.05
0.61

-0.63
-2.99
-7.63
-23.06

B

B

A
A
B

B

C

표 70. 덴마크 Biogas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VLS)

NOx - YOLL (VLS)

PM10 - YOLL (VLS)

NOx (via ozone)

CO2

4400 (13920)

4830 (19020)

4990 (17900)

1500 

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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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덴마크 풍력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Noise
Visual impacts 
Impacts on birds
Impacts on fish
Interface with electromagnetic
   communications

8.9E-3
ng
4.0E-3
0
0
0
0

A
A
B
A
A
A
A

OTHER FUEL CYCLE STAGES
Material production and manufacture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NOx (via ozone)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Crops
             of which SO2
                      NOx (via ozone)
Ecosystems
Materials
Global Warming
                      low 
                      mid 3%
                      mid 1%
                      high

0.39 (2.59)
6.0E-3 (0.02)
0.12 (0.61)
0.24 (0.89)
0.03 (1.07)
0.15
0.05
0.06
7.1E-3
0.02
0.03
2E-4
0.03
ng
0.01

0.08
0.40
1.01
3.06

B

B

A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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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오스트리아 천연가스 발전의 향 

Energy

(Electricity)

mECU/kWh

Exergy

(Ele. &Heat)

mECU/kWh

Energy

(Ele. &Heat)

mECU/kWh

Fuel transformation (power generation)

Operation

 - SO2  - damages

 - NOx - damages

 - CO - damages

 - Global warming

 - Occupational accidents

 - Public accidents

 - Crop damages

 - Material damages

Construction/manufacturing

 - Occupational accidents

 - Global warming

 - Public accidents

0.000257

1.854575

ng

0.075680

3.332677

0.014117

na

0.000630

0.021676

0.018031

0.017250

na

0.000215

1.559534

ng

0.063610

2.993686

0.012681

na

0.000529

0.018044

0.016197

0.015495

na

0.000132

0.951972

ng

0.038840

2.127906

0.009014

na

0.000323

0.010569

0.011513

0.011016

na

OTHER FUEL CYCLE STAGES

 - Occupational accidents

 - Public accidents

 - Global warming

 - Emisssions into water

 - Fire risk

 - Emissions into soil

0.051377

na

0.876303

na

na

na

0.046151

na

0.787168

na

na

na

0.032804

na

0.559518

na

na

na

SUB-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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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오스트리아 Biogas 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 Yoll (VLS)
               of which TSP
                        SO2 
                        NOx
         Morbidity
              of which TSP
                       SO2
                       NOx
                       CO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nuclear)
Crops
Ecosystems
Material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of  which   CO2
                           CH4
                           CO2

19.037641
1.687000
0.000641
17.35000
4.503032
0.386355
0.000012
3.972664
0.144000
nq
nq
-

0.004258
ng

0.199721
nq
ng

0.040029
0.001591
0.008424
0.030015

B
B
B
B
A
A
A
A
A

B

B

C
C
C
C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nq
nq
nq
nq

0.000380 C

표 74. 오스트리아 Biogas 발전의 오염물질 종류별 향 

ECU/ t of pollutant

SO2 - YOLL 

NOx - YOLL 

TSP - YOLL 

CO

CO2
CH4  (calculated as 21*CO2)
N2O (calculated as 310*CO2)

9000

16800

16800

1160

7.4

155.4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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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오스트리아 수력발전의 향 

mECU/kWh σg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Mortality 
          Morbidity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Major accidents (nuclear)
Ozone impacts
Crops
Ecosystems
Materials
           Monuments
Noise
Visual impacts
Global Warming

-
-
ng
6.5E-2
-
-
nq
nq
nq
nq
ng
nq
-

A
A

A

OTHER FUEL CYCLE STAGES
Public health
Occupational health
Ecological effects
Road damages
Global warming

nq
4.2E-2
nq
ng
nq

A

A

SUBTOTAL
Occupatinal accidents only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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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발전원으로 인한 원료채취나 전력생산으로 인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향을 현재 전력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비용(externalities)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연구인 Extern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외부비용 평가 방법론, 프

로그램 및 대표적인 연구결과 현황을 파악하 다. 주요 내용은 향후 원자력을 포함

한 여러 발전원들간 환경 향 및 위험도 관점에서의 비교 분석이 가능한 종합 위험

도 평가 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국내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인해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미래의 발전기

술과 함께 모든 상용 발전원에 대한 종합 위험도 평가 체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체

계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원간 위험도의 정량적 비교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도 참고자

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자력과 타 발전원과의 종합적인 위험도 비교 ･ 

분석 결과는 향후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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