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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목

원자력 경제성 분석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성 뿐만 아니라 경

제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의 경제성

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더불어

전력시스템으로서의 원자력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원자

력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미래 전력시스템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분석/ 원자력연구

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원자력발전의 지역경제 기여분석으로 구성되어 었다.

이외에도 원자력경제성 관련 국제기구 활동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원자력에너지

의 활용 및 경제성 평가방법론에 대한 국제적인 협동연구의 내용을 소개하였

다.

미래 전력시스템에서의 원자력의 역할에서는 2030년까지 미래의 전력수요

및 지구온실가스 배출 제약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주어진 시나리

오하에서 발전비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원 조합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에서 GEN IV 노형으

로 개발하고 있는 소륨냉각고속로 (SFR) 인 KALIMER와 해수담수용 소형원자로

인 SMART를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SMART의 경우에는 전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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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가와 더불어 담수생산단가도 함께 산출하였다. 이외에도 원전사후처리충담

금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원자력발전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울진지역을 대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이 울진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원자력경제성분석연구의 과제참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원자력경제성 관

련 국제기구활동에서는 RCA(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에너지 사업/

GEN IV의 EMWG(Economic Modeling Working Group), INPRO의 경제성분

과 둥의 진행 사항과 성과를 정리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KALIMER 600MWe의 예비 경제성평가 수행 결과， KALIMER 600MWe 1기

를 건설하기 위한 순건설비는 약 12억 달러 (KWe당 2，000달러에 해당)로 추정되

었다. 이는 현재의 설계수준을 반영한 예상 결과이며/ 향후에 경제성 향상을 위

한 부문별 비용절감 목표를 통해 GEN IV 시스댐의 순건설비 기준 값에 해당

하는 kWe 당 1400-1600 달러로 낮추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합/ 노섬/ 유체/ 기계/ 소륨 등 부문별로 경제성 향상을 위한 설계개념 도입과

복수기 건설/ 건설기간 단축/ 학습 효과/ 표준화 개념 도입 동을 통해 25.0%의

순건설비를 절감시킴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었다. 이 목표치

가 이루어진다면 KALIMER도 SFR의 다른 노형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SMART의 경제성 평가 결과/ 인도네시아 Madura 지역의 경우/ 담수용량

이 매우 적은 4，000톤/일 에도 불구하고 담수생산원가가 톤당 1달러 미만이고

전력원가도 O.04$jkWh로 나타나 SMART가 경쟁력이 우수한 발전원으로 평가

되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는 인도네시아보다 경제성이 더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조건이 양호하고(낮은 할인율) 담수용량이 크기 때

문에 규모의 경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및 비용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 내부적인 비용변수보다는

외부적 경제변수인 할인율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SMART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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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률 향상도 경제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본조달

을 비롯한 재무적 환경의 개선은 자본집약적 에너지원인 SMART의 경제성 향

상에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과 관련된 주요 쟁점의 분석 결과/ 사후처리 비용의

적립 및 관리방식은 방식별로 각기 장 ·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모

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올바

른 관리방식의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지 그 방식이 가지

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충당금 방식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사후처리 비용 확보의 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관리방식을 선택하든지 충당금사업의 성격 및 범위를 고

려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경우 사업기간이 킬고 비용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미래 전력시스템에서의 원자력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전력수요를

가정한 시나리오들에 이산화탄소 배출 제약을 가한 경우 이로 인한 원자력발전

량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발전이 우수한 경제성으로

인해 이미 제한치 가까이 운전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력 수요가

기준안에 비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비례해서 원자력 발전량도 증가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른 발전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배출 제약을

도입하는 경우I LNG 발전의 감소 추이가 다소 완화되며 풍력발전은 꾸준히 증

가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풍력

발전 건설비에 대한 가정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매년

2%씩 풍력발전의 건설단가가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건설단가의 감

소에도 불구하고 기준안에서는 풍력발전이 전력계통에 투입되기에는 풍력발전

의 경제성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 제약을

도입하게 되변 경제적인 발전원인 유연탄화력의 건설이 제한을 받게 되어 나머

지 발전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우수한 풍력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원전의 지역경제파급효과의 분석결과/ 울진군의 총산출액에서 울진원전으

로 인한 산출파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48%로 추정되었고/ 울진 3A

호기가 계통에 투입된 2000년 이후에는 울진원전의 기여 비중이 약 60%를 상

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임금소득파급효과의 측면에서/ 원전에 의한 기

- 111 -



여효과의 비중은 약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실

중분석의 결과 원자력 발전이 울진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큰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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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이ect Title

Economic Analysis of Nuclear Ener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이ect

It has been well recognized that securing economic viabilities along

with technologies are very important elements i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uclear R&D pr이ects.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help nuclear energy to be utilized in an efficient way by analyzing major

issues related with nuclear economic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e study covers following subjects: the role of nuclear in the future

electric supply system, economic analysis of nuclear R&D project,

contribution to the regional economy from nuclear power. In addition, the

study introduce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methodological area of

efficient use of nuclear energy by surveying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related with nuclear economics.

In the part of the role of nuclear in the future electric supply system,

various scenarios has been developed up to 2030 with respect to future

electricity demand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Korea. Under the

established scenarios, the study tried to come up with the optimal power

mix in terms of power generation cost.

In the economic assessment of nuclear R&D project, the study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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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the estimation of the levelized electricity generation costs for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and SMART(SFR has been developing in

the framework of GEN N , SMART has been developed for providing both

electricity and desalinated water). The study also analysed several m떠or

issues regarding the allowance treatment for the costs related with

decommissioning,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spent fuel disposal. As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KALIMER, which is SFR, economic assesment

model developed by EMWG(Economic Modeling Working Group) was

applied. In the analysis, cost estimation of KALIMER 600MWe was made on

the construction, O&M and decommission. The nuclear fuel cycle cost

estimation was not carried out because of a great deal of uncertainties

involved with the technology. Economic analysis of desalination was

undertaken for the coupling of SMART with MED(Multi Effect Distillation)

process. The economic analysis of SMART-MED was done including

sensitivity analysis with respect to discount rate, nuclear fuel cycle cost,
capacity factor, construction cost, etc. in the geological environment of

Indonesia 없ld UAE. In the allowance treatment for the costs related with

decommissioning,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spent fuel disposal, we

surveyed the arguments on the relevant allowance scale and methodology of

dealing with the task. In particular, we analysed and summarized both

advantage and disadvantage involved with the cost allowance issues.

In the contribution to the regional economy from nuclear power, Uljin

was chosen for the empirical analysis. For this purpose, a model was

developed to capture the riffle effects Uljin nuclear power has on the

regional economy. For the empirical study, the Input-Output model was

employed, with the study period covered from 1990 to 2005. The established

Uljin's regional Input-Output table was reclassified into 15 industr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Uljin’s regional industrial environment. The study covers

the economic effects coming from the wages payed during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 It also covers the economic effects

coming from the expenditures for the procurement of intermediate goods

required during th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I없lt. In additio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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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k into account the contribution to the regional economy from the local

taxes payed by nuclear power plant and also from the local support pr이ect

in the nuclear site.

In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related with nuclear economics, summary

was made on the activities of RCA(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GEN

N(Economic Modeling Working Group), INPRO. The objective of RCA

energy pr이ect is to help the Member States to establish their energy planing

in lin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EN-N(Economic Modeling Working

Group) and INPRO are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next generating

reactor, which outperforms by great margin the conventional reactor by

evaluating the economic goals, which these nuclear energy systems are

supposed to meet.

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eliminary economic evaluation of

KALIMER-600, overnight construction cost is estimated about 1.2 billion

dollar(2,OOO$jkWe), which is based on its present design concept. KALIMER

development team has the target for 25.0% reduction of construction cost to

reach the GEN IV system's reference overnight construction cost range, 140

0-1600$jkWe. To get this first target, each development team for KALIMER

is to consider the new design concepts and technologies for cost reduction,

respectively. It is also expected to save its construction cost by a learning

effect and standardization etc. KALIMER are expected to have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to other SFR in GEN IV through these efforts.

In the light of the result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SMART-MED

dual purpose plant, it is thought that those in Madura and Abu Dhabi sites

are economically attractive, with the water production costs in both sites

being less th없lone dollar per ton. In the meantime, it is analyzed that

SMART-MED plant in Abu Dhabi would be more competitive compa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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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e in Madura mainly due to the lower discount rate 뻐d the larger

capacity of water production. In the sensitivity analysis on the economic and

cost variables, discount rate seems to be the most sensitive in determining

the water and electricity costs. In addition, it is shown that the availability

factor of SMART is also quite important to the plant economics through the

generation amount and the amount of water production.

There is a considerable divergence in the financing schemes for nuclear

power pI없lt decommissioning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Each

individual scheme is a result of particular circumstances in individual

countries and one size dose not fit all. Therefore, how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selected scheme is as equally important as the selection

of the most suitable scheme. The core of the nuclear liability issues is how

we can ensure the availability of adequate sums of money for the proper

discharge of all obligations. Accordingly, regardless of the selected scheme,

firm arrangements for collecting and managing the money securel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s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 particular,

takes extremely long time and its cost has much uncertainties, the security

and flexibiliη of the financing scheme is crucial.

In analyzing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future Korea electricity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imposing the C02 emission limit on electricity

generation will not change the amount of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if

demand should not grow further from the reference case. It is not because

that nuclear power is not an attractive option for reducing C02 emission

from electricity generation but because that nuclear power capacity has

already reached its upper limit which is set up by other policy constraints

such as energy security, investment, etc. In the higher demand case, the

nuclear generation amount increases accordingly. Introduction of C02

emission limit increases the share of LNG and wind power. Increasing share

of wind power is related to the assumption on the generation cost

improvement with the technology. We assumed the wind power construction

cost will decrease by 2% per annum. However, that rate was not enough to

have new wind power stations appeared in the reference scenario.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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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 limit case, however, the new coal power, the most economical option

except nuclear decreases and wind power covers the gap.

The contribution to the regional economy from nuclear power shows

that nuclear power was estimated to account for 48% of total regional

output in 1995. and the share growed to around 60% in 2000 when Uljin

3,4 were connected to the grid to produce electric power. Nuclear power

was estimated to account for around 40% of the total labor income in the

region for the whole study periods. The empirical study shows the nuclear

power has a great impacts on the reg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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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성 뿐만 아니라 경

제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의 경제성

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더불어

전력시스템으로써의 원자력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원자

력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미래 전력시스렘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분석/ 원자력연구

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원자력발전의 지역경제 기여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경제성 관련 국제기구 활동 중에서 원자력에너지의 활용 및 경

제성 평가방법론에 대한 국제적인 협동연구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2장의 미래 전력시스템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분석에서는 2030년까지 미

래의 전력수요 및 지구온실가스 배출 제약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주어진 시나리오하에서 발전비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원 조합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에서 GEN IV 노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소륨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인 KALIMER와 해수담수용 소형원자로인 SMART를 대상으로 경

제성 평가를 하였다. SMART의 경우에는 전력생산단가와 더불어 담수생산단가

도 함께 산출하였다. 이외에도 원전사후처리충담금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SFR인 KALIMER의 경제성 분석은 EMWG의 경제성

평가모텔을 이용하였으며I KALIMER 600MWe의 건설비/ 운전유지비/ 해체비를

추정하였고/ 핵연료주기비는 현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

았다. 원자력해수담수화의 경제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에너지공급원으로는 SMART

를 이용하고 담수플랜트는 MED(Mu1ti Effect Distillation) 방식으로 이루어진

SMART-MED 결합생산플랜트를 통해 담수와 전력의 생산비용을 분석하였다.

SMART의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의 지역

적 상황을 반영한 SMART-MED의 경제성을 비교 · 분석하였으며 할인율 및 핵

연료주기비/ 이용률/ 건설비 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변수별 경제성의 영

향력을 평가하였다. 원전사후처리 충당금 분석에서는 기존의 사후처리충당금

규모의 적절성과 현재의 사후처리비용의 충당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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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특히 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방식의 장 · 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울진지역을 대상으로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이 울진지역경제에 미치

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 도구로서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울진지역

에 원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해가 1988년이며 1990년대에 들어서 원전의 가동이

활성화된 점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을 1990년부터 2005년으로 설정하였다. 구축

된 울진군 지역산업연관표는 울진군에 위치한 원전의 지역산업연관 분석에 적

합하도록 157~ 의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작성된 것이다. 울진 지역의 경제적 파

급효과 분석에서는 울진 원자력발전의 건설과정과 운전과정에서 임금으로 지출

된 금액과/ 운전과정에서 중간투입재 구입으로 지역에 지출된 금액 퉁 원전의

건설 및 운전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금액 뿐만 아니라 원전주변지역 지원사

업과 원전사업자가 납부한 지방세의 지출 금액 퉁이 울진 지역의 경제에 미치

는 파급효과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이들 금액의 지출이 울진군의 산업

부문별 총산출 및 임금소득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분

석과정에서 가계부문을 내생화시킨 폐쇄형 산업연관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의 개방형 산업연관모형에서는 배제되었던 가계부문의 임금소득·소비의 순환과

정을 통한 유발효과를 추계하였다.

제5장에서는 원자력경제성 관련 국제기구활동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RCA(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에너지 사업， GEN IV의 EMWG(Economic

Modeling Working Group), INPRO의 경제성분과 동의 진행사항과 성과를 정

리하였다. 이들 국제기구의 활동에는 원자력경제성분석연구의 과제참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RCA 에너지과제는 RCA 회원국의 에너지계획이 지속가능한 발

전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의 에너지계획 수립의 능력배양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GEN IV의

EMWG(Economic Modeling Working Group)과 INPRO의 경제성분과에서는/

현재의 원자로를 한층 개량한 차세대원자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들 원자력에

너지 시스템이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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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미래 전력시스템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분석

제1절 서론

1. 분석의 목적

2.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제2절 분석 방법 및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분석의 주요 가정 및 입력 자료

가. 분석대상 기간



나. 기준안의 전력수요

다. 전력 부하 묘사

Hourly Load surve of Kore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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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연중 최대부하는 주로 여름철에 나타

난다. 이는 렵고 습한 날씨로 인해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겨울에도 연중 최대부하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이는 전력을 난방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전기의 편리함/ 깨끗함과 같이 전기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

운 선호 변화와 아울러 기존에 시행되었던 심야전력 확대정책이 한 원인이 되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1에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하가 낮은 시기가 두 번

관찰되는데 이는 설날(구정)과 추석 때이다. 설날과 추석은 음력을 기준으로 결

정되기 때문에 양력에서는 매년 날짜가 달라진다. MESSAGE에서는 이러한 차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제공되지만 이는 장기적인 경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계절별 전력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1년을 4개의 계절로 구분한 다음 요

일별 부하형태를 살펴보았다(그램 2.2-2~5).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정을 발견하

였다.

- 계절에 상관 없이 일중 최저부하는 새벽에 발생함

- 일요일의 부하가 다른 날보다 낮음

- 토요일의 경우 오전의 부하형태는 평일과 유사하지만 오후는 차이가 있

음4)

- 월요일의 경우 오후의 부하형태는 평일과 유사하지만 오전은 다른 평일

과 비교하여 낮음

4) 주5일제의 본격적인 정확이 토요일의 부하형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별

도로 고려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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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oad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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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oad in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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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발전기술에 대한 가정

(1) 기존 발전원의 통합



원자력 발전의 경우 기존의 경수로와 중수로를 별도로 분리하고 표준형

원전(KSNP)과 선형원전(APR-1400)을 신규발전원으로 고려하였다. 중수로의 경

우 현재 월성부지에 471가 가동중이지만 현재의 전원계획에 따르면 추가 건설

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신규발전원에서 제외하였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투입연료에 따라 크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와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는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로 나눌 수 있다. 국내무연탄의 경우 품위가 매우 낮아 경제성이 없지만 정책

적 고려에 의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무연탄발전

소의 경우 기존의 발전소와 선규건설예정인 200MWe급 발전소를 고려하였다.

화석에너지 발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연탄발전소의 경우

기존발전소/ 유연탄-500MWe， 유연탄-800MWe 발전소를 고려하였다.

LNG발전의 경우 증기터빈만으로 구성된 구형 발전소와 중기터빈과 가스

터빈으로 구성된 복합화력발전을 구분하였다.

수력발전의 경우 수력탬 방식의 일반수력발전소와 양수발전소/ 소수력발

전소로 구분하여 모형화하였다. 일반수력과 양수의 경우 추가 개발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건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소수력의 경우 제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에 따라 건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양수발

전의 경우 전체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상 경제성에 의해 투입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향후에도 매년 2004년도의 양수 발전량 이상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양수

발전량의 하한을 설정한 후 연중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모형의 최적화과정

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발전기술들의 기술/ 경제성 입력자료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입

력자료를 사용하였다.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제2차/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 발표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 계획에 사용된 입력자료는 공개되

지 않고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료비를 제외하고는 2002년 8월에 발표

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입력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연료비에 비해 건

설비/ 고정 운전유지비 퉁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도 감안한 것이다.

연료비의 경우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 발표된 2005

년 4분기의 전력거래소 정산단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료비 단가는 발전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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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화에 따라 변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발전기가 전출력운전(full power

operation)시 발생하는 연료비 단가를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본 모형에서

는 분석기간 동안 실질가격 기준으로 연료비의 상승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의 표 2.2-1에는 주요 입력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표 2.2-1 대표발전기술의 주요 입력자료

'i!프~'"나-I.::::←‘
qξ긍킹 EC:>t 열량비용

연료비 소내 연료비 연료비

이름 (gross) 소비율 (net) (2001.1)

단위 kcal/kg) won/Gcal won/kWh % won/kWh won/kWh

CANDU 878 3.592639 2.78 3.69537 3.30533975

Nuc 1000 1497 4.792999 4.06 4.99583 4.46854175

Nuc 1400 1497 4.792999 4.06 4.99583 4.46854175

B-coal 500 6074 8374 18.06449 4.01 18.81914 16.8328616

B-coal 800 6265 8529 18.83566 4.61 19.74594 17.6618465

A-coal 200 4700 20593 51.06858 9.26 56.28012 50.3399958

Oil 500 9876 37102 84.30656 3.58 87.4368 78.2082279

LNG-CC 450 12984 41935 70.25709 1.11 71.0457 63.5471338

LNG old 12984 41935 106.9206 5.2 112.7855 100.88147

발전소 탄소 산화
열소비율

。~ 도R 솥<=>를 。~R흩롱 배출계수 배출계수

이름 동I그Lξ,,Eac:,t 계수 (Gross) (Net) (입력기준) (출력기준)

단위 kgC/GJ l kcaljkWh kgC/kWh kgC/kWh

CANDU 2725.101 0.316 0.307
‘、

Nuc 1000 2400.133 0.358 0.344

Nuc 1400 2400.133 0.358 0.344

B-coal 500 25.8 0.98 2157.212 0.399 0.383 0.0910 0.2379

B-coal 800 25.8 0.98 2208.425 0.389 0.371 0.0910 0.2450

A-coal 200 26.8 0.91 2479.9 0.347 0.315 0.0878 0.2790

。il 500 21.2 0.99 2272.292 0.378 0.365 0.0756 0.2070

LNG-CC 450 15.3 0.995 1675.381 0.513 0.508 0.0548 0.1080

LNG old 15.3 0.995 2549.675 0.337 0.320 0.0548 0.1714

1970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이후로 한국은 석유위주의 발전원을

탈피하고 발전원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석유발전의 비중은 5%이하로 감소하였고 원자력과 석탄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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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 에너지 기술



제3절 분석시나리오 개발

1. 수요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BAU Decreasing E/GDP Constant E/GDP

2. 이산화탄소(CO2) 배출 시나리오

M
W

yr



력시스댐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재의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획수립에 고려해야

하는 주요 인자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전원계획에서는 배출원단위 목표치

(intensity target)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단위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11 kg-CjkWh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치이다.

본 모형에서도 이러한 배출원단위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해 분석하였

다. 분석대안으로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의무 감축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인 배출 제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각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잠

재량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력분야의 감축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결정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목표치에 대한 분석은 고

려하지 않았다.

배출원단위 목표는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정부

안과 같이 O.l1kg-CjkWh의 배출제한이 전체 분석기간(2004년 제외)에 대해 적

용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축목표를 강화하여 2005년의

O.l1kg-CjKWh부터 2030년에는 0.09kg-CjkWh에 도달하는 경우이다.

다음의 표는 모형에서 분석한 시나리오를 명명한 것이다.

표 2.3-1 시나리오 분류

수~요~~~c~O2~배~출제---한 제한없음 (CO) 0.11 kg-C/kWh(C1) 0.09kg-C/kWh(C2)

BAU(DO) DOCO DOC1 DOC2

Decreasing E/GDP(D1) D1CO D1C1 D1C2

Canst. E/GDP(D2) D2CO D2C1 D2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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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 결과

1. 기준안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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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Nuclear generation by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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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installed nuclear power capacity by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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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emissions by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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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 genration by coal, LNG and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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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발전의 역할



점유율 제한 등을 고려할 때 그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력수급계

획과 비교하여 원전의 시설용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전력수요가 수급계획에서 전망한 것보다 빠르게 증가할 경우 원전

의 추가 건설이 비용-효과적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도 낮추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발전부지 확보/ 사용후핵연료 둥 방사성폐기물

의 안전한 관리/ 초기투자비용 조달과 같은 요인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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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제1절 KALIMER 600MWe 예비 경제성 평가

1. 서 론

2. EMWG 평가 방법론

가. 모형 구조



Capital at Risk

LUEC

Nuclear Input Prices

Oper. Assumptions

Input Prices

Construction/Production Models 
including Plant Size Model and

RDD Code Of Account

Decommissioning

Low Level Waste

Cost of SNF Management
Cost of Nuclear Fuel

Oper. Assumptions

Input Prices
Fuel Cycle Cost Model

Demand for Nuclear Fuel
Quantity of SNF

Repository Requirements



Direct 
Accts 2X

Capitalized Pre-
Construction Accts 1X

Indirect 
Accts 3X

Rolled-up 
Contingency from 

Accts 1X-5X

Overnight Cost

Base Cost

Other Capitalized costs 
Accts 4X & 5X   

not including initial core 
(55) or D&D (58)

Leadtime

Cost of $

Capitalized 
Financial 

Costs    Accts 
62-63

Confidence

Variance

Contingency 
on Financial 

Costs 
reflecting 

construction 
Schedule 

uncertainty 
Acct. 69

Total Capital Investment Cost 
(TCIC)

TCIC per MWhFixed Charge 
Rate

Size
Capacity 

Factor

Econ Life
Cost of $

Levelized 
Unit 

Electricity 
Cost 

(LUEC)

Annualized 
Financial 

Costs during 
Operation 
Acct 9X

Annualized 
O&M Cost 
per MWh 
Acct 7X

Annualized 
Decon & 
Decomm 

Derived from 
Acct 58

Production 
Cost Model

Construction/Production Cost 
Models

Fuel Cost per MWh 
built from Acct 8X

Initial Core Acct 55

Fuel Cycle 
Cost Model

Uncertainty Factor on 
Performance (Cap. 
Factor Multiplier)

Labor 
Labor Rates
Equip. Cost
Materials

4.2 x 106(P/PL)0.33 + 0.5LN + 

0.25 x 106(P/PL)0.5

LF = BOP ($)
M = ( )

4.2 x 106(P/PL)0.66 + 0.35LF + 

0.25 x 106(P/PL)M

17 x 106 + 0.16A + 0.11B A = NI - Safety-related NSSS + NI 
($)

B = NI + NI Construction Services 
Cost ( ) + NI Field Office Cost (

)
C = BOP - (Non-safety related NSSS 

& T/G) + BOP ($)
D = BOP + BOP Construction 

Services Costs ( )  + BOP Field 
Office Cost ( ) ($)

4.4 x 106 + 0.07C + 0.02D

0.23LN + 8.3 x 104(P/PL)0.5 x 

M + 8.1 x 105(LN/(LN+LF))U

P = Plant Size (MWe)
PL = 1200 MWe
LN = NI ($)
LF = BOP ($)
M = ( )
U = Power Block 

0.15LF + 8.3 x 104(P/PL)M + 

8.1 x 105(LF/(LN+LF))U

A x S A = Range 12% to 17%
S = + + (Sodium/Helium )



F ro n t  e n d U  M in in g  &  M ill 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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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u e l F a b r ic a t io n

R e a c to r

S p e n t F u e l S to ra g e R e p ro c e s s in g

S p e n t F u e l a n d /o r  
H L W  D is p o s a l

L L W /IL L W  D is p o s a l
B a c k  e n d



나. 비용 분류

(1) 자본비

GIF가 사용하는 표준비용계정 (Standard Code Of Accounts, COA)은 IAEA

와 EEDB(Energy Economic Data Base)의 분류를 참고로 하여 개발되었는데/

먼저 이들 두 분류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3.1-2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이 EEDB는 초기노심비가 건설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비해 IAEA는 건설비

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비의 경우 IAEA는 간접비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비용항목으로 분류하는데 비해 EEDB는 간접비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직접

비의 구성항목에 있어서 IAEA는 중수와 시률레이터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간접비의 경우는 IAEA가 EEDB보다 더 세분화 하여 비용을 분류하여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은 이와 같은 IAEA와 EEDB의 건설비 부

문에서의 COA를 비교하기 위해 비용계정에 포함된 비용 구성을 정리한 것이

다.

표 3.1-2 주요 기관별 비용 분류5)

IAEA EEDB

기본
직접비 。 (20 - 28) 。 (20 - 26)

비용 간접비 。 (30 - 41) 。 (91 - 95)

예비비 。 (52) O

초기노심비 。 (55) x

순건설비
사업주비 。 (70) (94, 간접비 에 포함)

IDC 。 (61) O
총자본비

EDC 。 (60) O

5) 총자본비 (Total capital cost), 순건설비 또는 순공사비(Overnight cost 또는 Forecost), 기본비용 또는 기

준비용(Base cost), 직접비 또는 직접공사비(Direct cost), 간접비 또는 간접공사비 (lndirect cost), 예비비
(Contingency), 초기노심비(Initial core cost), 사업주비(Owner’s cost), 건설중이자 또는 건설기간중이자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JDC), 물가상숭율 또는 에스컬레이션율 (Escalation during construction,
EDC), EEDB(Energy Economic Data Base 또는 Engineering Economic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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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IAEA와 EEDB eGA 비교

IAEA 비용계정 EEDB 비용계정

201 Land and land rights 20 Land and land rights

211 Buildings and sLrucwres at the plant site 21 Structures & improvements

n 221 fleactor plant equipment 22 fleactor plant equipment

r I 23 Turbine generator plant equipment 23 Turbine plant equipment
P
F

l 24 F|flr,tll tY·l ,inmnnl anrl 1&C I1ljn2’21κ}uipment [instrumentation 24 Electrical plant equipment& Controls (]&C) are in Account
r.
n

ze- Waterintake and heat rejection 25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l

x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26 Main Condenser heat rejection system

271 Special materials (e.g .. Heavy Water)

~ Simulators

3O Fn,,,ntv‘nne)' (Ip~i"n ::Inri I;1VOl1t ~l、rvi，·"" nmvirl,yt by the 91 Construction services
R S비)plier(s) anel/or the AlE at the home officc(s)

” 3l Prt‘’,:0.,".' m::.n~、at、mt、nr r::..，、 rvit· ，、" nrnvirlNI by the supplier(s)
R 92 At home office engineering & Service
e anel/or the AlE at the home offices(s)

C 32 _!:~~_~~~~ψrin(1 (Il、이an ::In(1 );1 V(、‘’ I ..ρrVII"'p~ I、rnvided by the 93 Field office supervision & service
n

supplier(s) anel/or the AlE at the plant site

Q

~
Prfli,“. m:::.n::、。pmρn1 r::..f'r"vir"ρ" ，、mvided by the sllpplier(s)

94 Owner’s ExpensesTI t anel/or the AlE at the plant site
n n l:nn<::rrl ’ t、 lirm 이 e SUI꽁rvision provided by the s비pplier(s)t d 34 anel/or the AlE 95 TIM home office engineering & service

” 1
ρ 35

r()n~rrl l1 ‘ linn I:lMr I、rnvirltvl hv rh,:, 인 Inn1ψr( ，，) anψor the AlE
「 r or construction companies at tile plant site
~ lp

36 r()mmi~인αnino ~，""rvit、es provided by the supplier(s) anel/or the
l C AlE at the plant site

n
9 c 371 AT:，너 I test run services provided by tile supplier(s) anel/or the

I AlE

C
3sa Construction facilities, tools and materials at the plant site

"l
391 ..~‘nmmi""i ，m;nC1 materials, consumables, tools and equipment at

tlw plant site

401 Staff training, tcelmology transfer, and other services

411 Housing facilities and rel~ltedinfrastructllre

501 Transportation and transportation insurance

511 SκIre parts

Cnnl"in 52 fnnr!rmr‘n('von κ-I<::P nil 1~ o\Vnρr~' (y'’‘r (consider(.'(1 in detail Contingencygency as sα)Cial categories for Generation IV)

531 Insurance

541 Decommissioning costs

551 First reactor fuel load (first core)

601 Escμlation costs EDC

JDC 611IDC IDe

621 Fees

631 Contingency on IDC

o‘씨ψr’q 7ol~~\~nl"r’" N,,)i1al investment and services costs, incl. utility’S
Cost start up costs

711 Escalation of owner’s costs

721 Financing of owner’s costs

- 30 -



GEN IV에서도 공통의 비용 분류를 통해 GEN IV의 모든 시스댐들에 대

한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표준비용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GEN IV에서

이용하는 eGA는 IAEA에서 자체 개발한 eGA를 수정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원

래 IAEA에서 개발한 eGA는 개발도상국에서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위한 입찰

평가 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IAEA의 eGA는 입찰의 최종평가에 적합

한 상세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들 분야를 GEN IV에서는 제외시켜 단순화

하였다. 또한 IAEA의 직접비에는 장비(equipment) 관련 비용만이 고려되고 있

으나， GEN IV에서는 미국 GRNL에서 개발한 EEDB(Engineering Economic

Data Base) 분류에서처럼 장비/ 설치를 위한 노동시간(direct installation

labor-hours)과 자재 (materials, commodities) 둥을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자본비의 경우는 EEDB(Energy Economic Data Base) 분류와 유사하지만 운전

유지비와 핵연료비의 경우는 EEDB에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eGA

를 사용하고 있다. 아래의 표 3.1-4는 GEN IV에서 고려하고 있는 건설비 부문

의 eGA 구조를 나타낸다. 사전 건설비용은 eGA 10에/ 직접비는 eGA 20에/

자본성격의 지원서비스는 eGA 30에 포함시키며/ 이들 세 가지 비용의 합이 기

본비용이 된다. 초기핵연료비용은 eGA 55에 부가되었고 중수비용은 eGA 27

에 포함되어 었다. 자본성격의 운영비는 eGA 40에/ 보충비는 eGA 50에 할당

된다. eGA 10~50까지 비용의 합이 순건설비가 되며I 재무비용은 eGA 60에

할당된다. IAEA에서 정의한 eGA 21은 부지에서 행해지는 건불과 구조물에 대

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IAEA에서 정의한 eGA 22~27은 공장에서 제조와

관련된 비용으로 구성되어 었다. 주요 제품에 대한 일부 비용/ 사전 설치비용과

부지 가공비용 동은 eGA 22와 23에 적절히 할당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지 건

설/ 설치인력/ 현장감독 퉁의 비용은 eGA 34~39에 포함되며/ 자사에서 공급자

와 AlE에 의해 수행된 엔지니어링과 설계비용은 eGA 30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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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GIF의 건설비 부문 eGA 구조

벼용계정 비용계정 정의

l Capitalized Pre-construction Costs
11 Land and Land Rights
12 Site Permits
13 Plant Licensing
14 Plant Permits
15 Plant Studies
16 Plant Reports
17 Other Pre-construction Costs
18 Other Pre-construction Costs
19 Contingency - Pre-construction Costs

2 Capitalized Direct Costs
21 Structures and Improvements
22 Reactor Equipment
23 Turbine-Generator Equipment
24 Electrical Equipment
25 Heat Rejection System
a Miscellaneous Equipment
27 Special Materials
28 Simulator
29 Contingency - Direct Costs

DiRECT COST
3 Capitalized Support Services

31 Field Indirect Costs
32 Construction Supervision
33 Commissioning and Start-up Costs
34 Demonstration ’ rest Run

TOTAL FIELD COST
35 Design Services Offsite
36 PM/CM Services Offsile
37 Desi당n Services Onsite
38 PM/CM Services Onsite
39 Contingency - Support Services

BASE COST
4 Capitalized Operations

41 Staff Recru.itment and Training
42 Staff Housing
43 Staff Salary Related Costs
44 Other Owner Capitalized Costs
49 Contingency - Operations Costs

5 Capitalized Supplementary Costs
51 Shippin 당 and Transportation Costs
52 Spare Parts
53 Taxes
54 Insurance
55 Initial Fuel Core Load
58 Decommissioning Costs
59 Contingency Supplementary Costs

OVERNIGHT COST
6 Capitalized Operations

61 Escalation
62 Fees
63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69 Contingency - Financial Costs

TOTAL CAPITAL INVESTMEN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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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유지비

(3) 핵연료주기비



비용계정 150과 151은 중수 공급과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이다. 이들 비용

은 핵연료비용에 이들 비용이 포함될 때만 이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

용계정 27인 자본투자비에 포함될 수 있다. 중수교체 관련 서비스 빛 이와 관

련된 비용계정 160과 161은 운전유지비에 포함될 수도 있다.

표 3.1-6 GIF의 핵연료주기비의 비용계정 구조

비용계정 비용설명

lOX Fuel assembly supply, first core

101 1st Core Uranium supply
102 1st Core Conversion

103 1st Core Enrichment

104 1st Core Fuel assembly fabrication

105 1st Core Supply of other fissionable materials
11X Services, first core
111 Fuel management (U, Pu, Th)
112 Fuel management schedule

113 Licensing assistance
114 Preparation of computer programs

115 Quality assurance

116 Fuel assembly inspection
117 Fuel assembly intermediate storage

118 Information for the use of third party fuel
12X Fuel assembly supply for reloads
121 Uranium supply for reloads
122 Conversion for reloads
123 Enrichment for reloads

124 Fuel assembly fabrication for reloads

125 Supply of other fissionable materials for reloads

13X Services, reloads

131 Fuel management

132 Fuel management, schedule

133 Licensing assistance

134 Preparation of computer programs

135 Quality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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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방법론



MW(e)new : 신규 설비용량

MW(e)띠se : 기존 설비용량

a : 용량보정계수

표 3.1-7 주요 기관별 용량보정계수

USDOE
차μI rU 으l 저

EEDB
비용 항목

적용치

(비율) (비율) (비율)

A. Direct Costs

Land & Land Rights 0.00 0.00 0.00

Buildings and Structures 0.50 0.60 0.59

Reactor Plant Equipment 0.60 0.80 0.55

Turbine Generator Pant Equipment 0.80 0.62 0.83

Electric Equipment & I&C Plant Equipment 0.40 0.60 0.49

Water Intake and Heat Rejection 0.80 0.60 1.06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0.30 0.60 0.60

Special Materials(Heavy water) 0.50 0.60 0.50

Simulator 0.50 0.60 0.50

Engineering and Home Office Services 0.20 0.60 0.60

Home Office Pr이ect Management 0.20 0.60 0.60

Plant Site Engineering, Design, Layout, and Support Services 0.40 0.69 0.69

Plant Site Pr이ect Management 0.40 0.69 0.69

Construction Site Supervision 0.40 0.69 0.69

Commissioning Costs incurred by AjE and Vendors 0.50 0.50 0.50

Staff Training and Technology Transfer 0.50 0.50 0.50

Construction and Worker-related Services 0.45 0.69 0.69

Owner's Costs 0.50 0.50 0.50
주1) DOEjNE-0078, Nuclear Energy Data Base (A Reference Data Base for Nuclear and Coal-fired

Power Plant Power Generation Cost Analysis), 1986. 12 (pp.25)
주2) DOEjNE-0091, Phase IX Update(198끼 Report for the Energy Economic Data Base Program

EEDB-IX, 1988. 7(pp. 6-36)
주3) 한국수력원자력쯤)，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Ill)-경제성 최종평가 보고서， 2002. 2 (pp. 55-56)

이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시스템의 상세한 정보와 용량보정계수 동을 이

용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top-down 방법이외 에도 cost engineering 방법을 이용

하는 bottom-up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GEN IV 노형의 비용평가를 위해서

이와 같은 두 가지 평가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GEN IV

에서 고려하고 있는 노형들 중 대부분은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개발이 상세한 설계가 이루어진 노형들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비

용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6 -



3. KALIMER 600 예비 경제성 평가

가. 건설비

 

 



나. 운전유지비

운전유지비 × 

 × 


 × 


 × 


 백만달러



다. 제염 및 해체 비용

라. KALIMER 600의 분야별 절감 계획



다면 현재 GEN IV 노형의 건설비 경제성에 대한 기준범위인 1400-1600$/kWe

의 범주 내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GEN IV 노형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운전유지비와 핵주기비 측면에서도 추

정 순건설비 대비 3.6% 정도의 비용 절감 목표를 분야별로 설정하였다.

표 3.1-10 KALIMER 분야별 절감 계획

분야 경제성 향상 관련 RFP 연구내용 건설비 운전유지비 핵주기비 하ζ그사C그 -듀D... -끼il~

종합 - SFR 참조노형 경제성 향상 연구 10.0% 10.0%

노섬 - SFR 참조노심 경제성 향상 연구 1.1% 1.1%

유체 - 초임계 C~ Brayton Cycle 개념개발 5.0% 0.5% 5.5%

- 원자로내부 가시화 시스템 개발 0.5% 0.5%

- 고온 LBB 평가 및 적용 기술개발 0.5% 0.5% 1.0%

기계
- 경제성 향상 구조개념 설정

• 경제성향상 원자로기기 개념도출

. 경제성향상 IHIS 배관 대형화 개념도출 2% 0.5% 2.5%

. 통합 노내 핵연료 교환 및 검사장치 개념

뚫-

:5:: 1二:r -SWR 피동형 음향감지 논리 최적화 0.5% 0.5% 1.0%

기타
- 복수기 견성， 견성기까 다축. 학습 효과I 7.0% 7.0%
표준화 개념 도입 둥 효과

계 25.0% 2.5% 1.1% 28.6%

주 1) 노형 비교평가와 발전용량 규모 경제성을 통하여 발전단위(KWe)당 건설비를 줄임.

주 2) 2005년 선정 KALIMER-600 노심과 비쿄하여 같은 batch scheme하에서 고속중성자 펴복관 조사한

계치를 넘지 않으면서， batch 평균 연소도를 10% 증가시킬 수 있도록 specific power 증대 (장전량

감소) 혹은 주기길이 연장을 추구하여/ 핵연료 단위 무게 당 제조 및 재활용 비용이 각 각 10% 감

소하도록 하여 핵주기비의 경제성 향상시킴.

주 3) 터빈의 크기가 1/20 정도로 감소되어 터빈의 제작/설치비/ 관련 배관/ 밸브 및 이차계통 건물 공간

크기 둥이 감소되어 건설비용의 5% 정도 향상 효과가 있음. 또한 계통의 크기가 획기적으로 작아

지고 단순화되어 운전 중 검사 및 보수비가 약 0.5%의 축소됨.

주 4) 재장전 중에 원자로 내부 lSI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SI 소요시간을 탄축하고 장치 수명을 반

영구적으로 설계하여 운전비를 0.5% 개선함.

주 5) 소륨 배관의 양단 파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LBB 적용기술로 기술적으로 보여주어 이를 대비하는

장치를 제거할 수 있어서 건설비를 0.5% 줄일 수 있고/ 누출 감지 장치를 항시 활용하여 lSI 소요량
을줄임.

주 6) 배관 대형화 및 원자로기기 최적화로 loop 수를 축소가 가농하도록 하여 용량대비 건설비를 줄임.

핵연료 쿄환과 원자로내부 lSI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개발로 가동률을 향상시킴.

주 끼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부식 및 열적 불균형으로 물이 소륨으로 누출되는 것을 조기에 감지함으로서

물 누출 방호계통의 최대 안전설계 사고기준올 낮출 수 있어 건설비의 0.5%를 감소시킬 수 있음.

그리고 물 누출을 조기 감지로 2차 누출확대를 방지함으로서 운전/ 보수비용 0.5%의 감소효과가 있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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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형별 경제성 평가

가. 일본



초창기 원형로인 몬쥬 건설에는 낮은 기술수준과 복잡한 안전계통으로

900，000엔/KWe의 많은 건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념

설계 되는 JSFR 원자로는 용량을 1500MWe으로 격상시키면서 구조재료를 개선

함으로써 루프수와 주 배관 킬이를 크게 단축하고/ 열교환기와 펌프를 일체화

하는 퉁 건설비가 190，000엔/KWe으로 몬쥬의 1/4 수준으로 경제성을 크게 개

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래의 그림 3.1-4는 이와 같은 일본의 SFR

경제성 목표를 도식화 한 것이다.

Large-Scale Sodium-Cooled Reactor(1500MWe x 2)

Innovative Technologies
'Adoptωn of 12Cr-steel

( 10lDMWeCulYe’‘ion) I'Reduction ofμ。pNumber
•Compact Design ofReactor Structure
•Integration of Components

O.l M

i

”U~
0:: ~O.4M
Q 낀g

:;;~

닐 E
‘ 잉;; Z‘
8 O.3M

Q

O.2M

그램 3.1-4 일본의 SFR 건설비 목표

참고: Yutaka Sagayama, sodium-cooled .fast reactors : technological challenges and new designs,
Appendix 2 : design details description for JSFR, JNC, 2004.

또한 다음 그림 3.1-5는 경수로에 대비한 소늄냉각고속로의 발전 단가를

예측한 JNC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이 예상하는

FBR의 상용화 시기인 2030년에는 기존 경수로의 경제성이 24% 정도 개선이

이루어져 4.04 엔/kWh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l ,500MWe 대용량 FBR의 경제

성은 단위기와 복수기 건설을 할 경우에 경수로에 비해 각각 10%, 35% 더 경

제성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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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및 결론

제2절 해수담수화원자로(SMART)의 경제성 분석

1. 수자원의 현황



이 지역별로 심화됨으로써 동일한 강수량이 있음에도 가용수의 확보를 더욱 어

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는

중국/ 인도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그 외 국가들의 꾸준한 산업발전은 수자원을

비롯한 생태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의 수자원 현황을 보면/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13억 8，600만knf 정도

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 바닷물이 96.5%, 지하염수 및 염호수가 약 1%, 담수

가 2.5%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담수자원인데 이중 거의

대부분은 빙산 · 빙하의 형태 (1 .74%)와 지하수(0.7525%)로 되어 있고 우리가 수

자원 이용 측면에서 가장 유용한 호수나 늪l 하천 퉁의 지표수와 대기충에 존

재하는 가용수자원은 0.0075%(담수자원의 0.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부존현황을 보면，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

수량(1，283mm)은 세계 연평균 강수량(973mm)보다 1.3배 많으나 1인당 강수량

으로 평가할 때는 세계 인구 1인당 강수량의 13%에 불과한 실정이고 여름철

집중호우를 비롯하여 수자원이용률(이용수량/유출량)도 43%로써 다른 나라들

(일본: 19%, 미국: 18%, 프랑스: 16%, 영국: 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어서 수자원확보의 한계에 대한 대책과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수자원장기계획의 수요예측에 의한 우리나라의 물 부족량은 2006년도에

평가한 결과에 따를 때 2011년에 3.4억톤， 2020년에는 9.16억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수요관리를 통해 절감되는 양을 고려한 것이다. 2011년도의 부족

예상분 3.4억톤은 경상남도 전체주민이 1년 동안 사용가능한 수돗물의 양으로

써 광주와 대전광역시의 연간 가정용수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에 해당되고 있어

서 단기간에도 우리나라의 물부족 현상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

다.

그림 3.2-1에서는 전세계 대륙에서 환경적인 요구조건을 맞출 경우 불 스

트레스(Water Stress)를 받고 있는 지역을 나타내고 었다. 불 스트레스는 환경

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킨 후 사용 가용한 물의 대부분이 인간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지칭하며 아래의 그림에서는 0.7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불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은 아프리카 남부 및 북부와 중동/ 인도/ 유

럽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미국의 서남부 지역과 남아메리카의 일

부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불 스트레스 현상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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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아직은 물 스트레스 지역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

래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그림 3.2-1 환경요구조건을 고려한 불 스트레스 지역의 분포도

자료원: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한편/ 세계은행에 의하면 21세기에는 국가간의 분쟁이 석유분쟁에서 물분

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경고했는데/ 세계의 수리권 환경을 볼 때 세계 214개의

하천이 2개국 이상에 의해 공유되어 있고 세계 인구의 40%가 인접국의 물에

의존하고 있어서 유량통제를 둘러싼 국가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갈퉁이 계

속되고 있다. 특히 물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인접국가와 공유하는 국가로는 네

텔관드(98%)， 이 집트(97%), 캄보디아(82% ), 시 리아(79%) ， 수단(77% ), 이라크

(66%) 둥이 있다.

국제간의 수리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대표적으로 요르단강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해방기구)， 나일강(이집트/ 수단/ 우간다)，

유프라테스강(터키/ 시리아)， 다뉴브강(헝가리/ 슬로바키아)， 메콩강(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동을 들 수 있다. 요르단강 지역에서는 시리

아의 댐건설계획으로 3차 중동전쟁이 촉발되었고/ 나얼강의 경우 상류댐 건설

로 인해 수자원이 무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유프라테스강의 경우는 터키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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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담수 공급원으로의 원자력

가. 결합생산플랜트(Dual-purpose Plant) 투자시의 고려사항



특히 결합생산물 각각의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예측기간별 수요가 평

가되어야 하며 정부보조 및 비용/가격 퉁 경제성 관련 환경의 현황 및 예측도

필요한데 이를 통하여 각 제품에 대한 수요곡선도출과 가장 경제적인 생산량

규모의 결정 퉁이 도출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여러 대안들의 조사에 있어서는 기존의 지하수 혹은 저수

지로부터의 공급 그리고 전력의 경우는 기존 시설로부터의 공급 가능성에 대한

검토/ 단일 목적의 담수화 혹은 전력공급시설을 독립적으로 건설/ 다양한 에너

지원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불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결합생산방법 둥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의 대안별 비교는 비교적 많은 기법들이 알려져 있으며 대표

적인 방법으로는 각 생산물의 생산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최소의 비

용이 요구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순현가방법이 있다. 각 생산물의 산출량이 서

로 다를 경우는 각 생산물의 판매가격 예상과 소요비용을 통해 대안별 경제성

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결합생산플랜트를 고려할 경우는 두개의 단일 산출불을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에 비해 아래와 같은 장 · 단점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합생산플랜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연료의 소비가 적다 : 터빈에서의 배출에 의한 웅축열중의 일부 혹은

전부가 버려지지 않고 담수생산을 위한 열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과

전기를 동일하게 산출하는 두 개의 단일 생산플랜트에 비해 적은 연료가 필요

하게 된다.

@ 투자비가 적다 : 결합생산플랜트의 열용량은 불과 전기를 위한 각각의

열공급 용량보다는 착을 것이다. 또한 열용량 시설의 규모의 경제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결합생산플랜트의 전력부문 콘덴서는 기존 단일 전력공급시설에서

의 콘댄서 용량보다 훨씬 작으며(담수시설부문의 brine heater가 콘덴서 역할

공유) 부지소요 및 관련 정비 비용/ 보조 기자재l 행정서비스빌딩 퉁에 관련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인건비가 절감된다 : 동일한 산출물에 있어서 결합생산플랜트는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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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일목적플랜트에 비해 공유시설의 공동운영을 통해 운영시 더 적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한편/단일목적플랜트에

가지가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비해 결합생산플랜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여러

다음과 같다.

''-

@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짐 : 결합생산플랜트의 설계특성상 불과 전력의

생산량 비율에 따라 효율성이 변동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비율은 변동

가능하나 그에 따른 효율성의 손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원자력과 같이

발전원가가 저렴해 거의 기저부하발전용으로 운전해야 하는 경우는 단일목적의

원전플랜트에 비해 효율성의 손실이 제한적일 수 있다.

@ 입지선택의 복잡성(어려움) : 단일목적플랜트는 각각의 수요와 공급인

프라에 맞추어 최적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반해 결합생산플랜트는 물생산의

경우 공급지와 수요지와의 거리가 비용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수

생산 입지 조건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원전과 같은 대

규모 플랜트는 해안입지조건을 요구하게 되고 담수플랜트도 이 같은 입지에 대

해 불리한 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 운전 이용률이 낮아침 : 결합생산플랜트는 두 개의 단일목적플랜트에

비해 이용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어느 하나의 생산시설이 운전에 차질을

빚으면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특정 부품의 고장으로 인

해 다른 제품의 생산시설 운영차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조설비를 설치하는 퉁

의 추가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 기저부하담당으로 인한 기회비용(Base-load penalty) : 결합생산플랜트

일반적으로 기저부하발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상되어진다. 이것은 담수측

면에서 볼 때/ 생산된 담수가 저장성이 있어서 지속적이고 저렴한 열공급원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담수를 생산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러

한 경우 결합생산플랜트에서는 추가적인 전력생산을 위한 비용이 매우 낮기 때

문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력시스댐 측면에서 기저부하발전원의 특성을

갖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 결합생산플랜트로부터 생산되는 전력

은 전력시스템 운용에 있어서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이보다 더 경

제적인 발전원이 있을 경우 시스댐 관점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었으며 이를 base-load penalty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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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품목간의 비용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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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ART 해수담수화의 경제성

가. 입력자료



표 3.2-2 SMART 원자로의 비용 및 기술성 입력자료

For SMART plant

Specific construction cost $/kWe 1,714

Construction lead time Months 36

Specific 0 & M cost ( * ) $/MWh 5 .59

Specific nuclear fuel cost $/MWh 8

Number of unit at site each 1

Net output MWe 100

Factor auxiliary load % 5.3

Net thermal efficiency % 30.3

주) (*) :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비1 사용후핵연료처분비/ 원전해체벼용둥이 포함됨

표 3.2-3 담수플랜트 (MED)의 기술성 입력자료

For MED plant

Construction lead time Months 12

Product water TDS ppm 25

Operating availability % 96

Specific power use (MED only) kWh/m' 1.2

MED condenser range ℃ 5

표 3.2-2와 표 3.2-3에 나타난 SMART의 비용 및 기술성 입력자료는 인도

네시아의 Madura와 아랍에미리트 Abu Dhabi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SMART의 경우 건설비(Specific construction cost)는 두 개를 통시에 건설

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일호기를 건설하는 순건설비에 대한 수치이다. 핵연료주

기비의 경우 기술적으로 장주기를 가정하고 있고 Fuel Cost IV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도출한 수치를 적용하였다.

담수의 수요는 Madura가 4，000톤， Abu Dhabi는 77，000톤의 일평균 수요

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수플랜트의 단위용량

당 건설비는 Madura의 경우가 약간 높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질할인율 및 실질이자율은 당해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경제적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차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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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안의 분석 결과



표 3 .2-4 결합생산플랜트에 있어서 SMART부문의 기준안 결과

ITEM
μUnit Madura Abu Dhabi

o:st a31aJaliCll f，α sirYje αJrp::.6e P::M.er pant
Specific investment cost(incl. IDC) $/kWe 2,006 1,952

Levelized fixed charge rate % 10.23 8.39
Total annual required revenue Million $/a 30.9 26.8

Levelized annual capital cost Million $/a 20끽65%) 16.1(60%)
Levelized annual O&M cost Million $/a 4.4(14%) 4.4(16%)
Levelized annual fuel cost Million $/a 6.3(21 %) 6직24%)

Annual electrictiy production GWh 777 777

Levelized electricity generation cost $/kWh 0.040 0.035

함forrreπ:e cal떼atiα1asa 뼈·따聯 JX>v.I':'I'빼t

Site specific net output of SMART plant MWe 98.56 98.56
Maximum brine temperature ℃ 70 70

Lost electricity (for heat supply) MWe 0.6 9.7

뻐t 하ectridty prαluced(considering}없t supply) MWe 97.9 88.8

Net salable Dower
{αll"ISiderinQ" 암~ internal ro~ use. intermlooo MWe 97.7 83.7
pun햄ng JX>"뼈~ ircremseawater pun맹ng JX>wer)

한편， SMART는 전력생산만 담당하는 것이 아나고 담수생산을 위한 열에

너지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담수생산시설의 용량에 따라 열에너지의 공급량

이 달라지게 되고 이와 관련된 전력손실분의 크기도 영향을 주게 된다.

Madura의 경우 담수 수요량이 4，000톤/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수생산을 위한

손실전력이 0.6MWe에 불과한 반면 Abu Dhabi의 경우는 77，000톤/일에 달해

전력손실이 9.7MWe에 달하고 았다. 즉/ 담수와 전력의 생산비율에 따라 손실

전력의 크기도 조정되고 각 생산물의 시장가격에 의해 수익성이 달라지게 마련

이다.

아래의 표 3.2-5에서는 담수플랜트 부문에 있어서의 비용 및 기술성과지표

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담수플랜트의 순건설비에 해당되는 total specific

base costs는 단위당 비용에 있어서 Madura가 훨씬 비싸게 산정됨을 알 수 있

다. 이는 대부분의 시설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

로써 담수생산원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자율에 의한 담수시설의

IDe는 건설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수명

기간 동안의 연간회수비용에 있어서는 SMART 부문에서와 같이 큰 영향을 주

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Madura의 담수생산원가는 인건비가 매

우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0.96

$/톤의 결과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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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기술적 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



을 보여 왔다. 이에 따른 핵연료주기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랜트 자체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불리적 변수 외에도 국가 경제적

차원의 금융경제환경 요인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원가의 경제성에 미치

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표 3.2-6에서는 경제/ 비용적 요인을 포함한 기술적 요인(가동률)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에서 고려하고 있는 변수들의 변화 범위를 제시하였

다. 할인율 빛 이자율의 민감도 분석에서는 UAE와 인도네시아의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기준값과 변화 범위를 서로 다르게 가정하였다.

표 3.2-6 민감도 분석을 위한 각 변수들의 변화

변수명 8Z그j -j「‘ Q[ Y
5 8(Abu Dhabi» 10

실질이자율/할인율(%/a)
8 10(Madura) I 12

핵 연료주기 비($/MWh) 8 12 16

SMART 가동률 (%) 85 90 95

SMART 순건설비 ($/kWe) 1,714 1,885 2,057

위에서 가정한 각 변수들의 값에 대해 도출된 생산원가는 아래의 표와 그

림에 나타나 있다. Madura지역의 경우 할인율 변수가 모든 변수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 원자재 시장의 수급변화에 따른 우라늄

가격 혹은 핵연료주기비의 변화가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의 무기화에 따른 핵연료의 공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핵

연료가격 상승에 의한 경제성 측면의 영향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

다.

기술적 요소인 SMART의 가동률은 발전부문 뿐만 아니라 담수부문의 가

동률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경로를 살펴보면 발전부문의 전력생산원가를 변

동시키는 작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러한 전력원가 상승은 담수부문에서 사용

되는 비용(heat cost) 및 전력비용의 증감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담수플랜트의

가동률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담수생산원가를 변동케 하는 이중적

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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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7 민감도 분석의 결과(Madura)

님~T~ HL그j -j「‘-。-|l 7dAL 전력 생산원가($/kWh) 담수생산원가 ($Jm')

8 0.035 0.82

실질이자율/할인율(%/a) 10 0.04 0.96

12 0.046 1.11

8 0.04 0.96

핵 연료주기 비($/MWh) 12 0.044 0.98

16 0.048 1.00

85 0.041 1.00

SMART 가동률 (%) 90 0.04 0.96

95 0.038 0.91

1,714 0.04 0.96
SMART

1,885 0.042 0.97
순건설비($/kWe)

2,057 0.045 0.98

주) Worst Case : 전력/담수생산원가(0.062/1.24)， Best Case : 전력/담수생산원가(0.033/0.78)

표 3.2-8 민감도 분석의 결과(Abu Dhabi)

변수명 HL그~~ι「‘ £1 ~l 전 력 생산원가($/kWh) 담수생산원가($Jm')

5 0.028 0.50

실질이자율/할인율(%/a) 8 0.035 0.65

10 0.04 0.75

8 0.035 0.65

핵 연료주기 비($/MWh) 12 0.039 0.66

16 0.043 0.68

85 0.036 0.67

SMART 가동률 (%) 90 0.035 0.65

95 0.033 0.62

1,714 0.035 0.65
SMART

1,885 0.037 0.65
순건설비 ($/kWe)

2,057 0.039 0.66

주) Worst Case: 전력/당수생산원가(0.055/0.85)， Best Case: 전력/담수생산원가(0.02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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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전사후처리비용의 적립 및 관리방안 검토

1. 원전사후처리충당금 관련 논쟁



되는데 현재까지 적립된 그리고 미래에 적립될 충당금의 규모가 미래의 사후처

리활동의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많은 경우 이러한 논쟁은 원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찬반 논쟁에서 하나

의 쟁점으로 부각된 원전의 경제성과 관련되어 논의되었다. 즉/ 충당금의 과소

충당으로 인해 원전의 경제성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으며 적절한 규모의 충

당금을 계상할 경우 원전의 경제성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석광훈(2004)은 우리나라 원전의 경제성이 낮은 것은 사후처리비용 때문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낮은 산정단가의 근거로 주로 주요국과의 사후처리단가 산정

치 비교 및 주요국의 산정단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을 녹색연합이 재산정한 결과 2003년의 경우 한수원(주)의 계산

치인 5.6원jkWh를 훨씬 상회하는 10.83-19.3원jkWh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사후처리비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충당금의 증가가 원전의 경제

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근대 (2005)는 사후

처리비용이 원전의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의 분석결과에 따

르면 원전철거비용은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여타 사후처리비용의 경우 국가에 따라 10-30% 상

승하는 경우에도 타발전원에 대한 원전의 경제성 우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노동석(2000)은 사후처리 충당금 산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특

히 사후처리충당금 가운데 원전 철거비 충당금의 경우 충당방식에 있어서 충당

금의 운용을 통한 자산증식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여 원전의 수명기간 후반에

가까워점에 따라 적립금이 큰 폭으로 상승되어야 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충당금 산식의 문제는 원전사업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는 삼일회계법인이 한수원(주)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과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동 보고서는 기업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기존의 충당금 방식과 새롭게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서와의 불일치 문제 둥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의 하나로 충당금의 운용수익(이자 수익)을 별도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한수원I 200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5월 새로운 산정식이 개정/ 공표

되었으며 이 산정식에 의해 체증적 충당구조는 크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산식의 경우에도 충당기간이 원전 수명기간인 40년보다 긴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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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되어 있어 원전의 운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충당금이 지속적으

로 적립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원전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비

용을 충당하지 못할 위험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당

금 적립은 호기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비용과 수익이 대웅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이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서 오히려 충당금이 증가하는

형태이므로 충당기간 변경 둥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

충당금과 관련한 두 번째 논쟁은 사후처리 비용의 충당 방식에 관한 것이

다. 이 논쟁의 핵심은 미래의 사후처리비용의 관리 주체와 방식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원전사업자가 회사내에 충당금의 형태로 비용을 확보할 것인지

혹은 외부에 기금의 형태로 적립하여 제3의 주제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사항이다.

외부기금의 형태로 사후처리비용 적립방식의 변경을 주장하는 의견은 기

존의 충당금 방식이 재원 확보와 운영에 있어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즉l 현재의 충당금 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상의

적립이 미래에 발생할 비용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η

반면에 기존의 충당금 방식의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원전 사후처리 의

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수익으로 조달하면서 사후처리충당금을 타부문

에 이용함으로써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의 경쟁력이 우수하며 원전사업자가 실질적인

공기업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활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충당금을 기금화하기 위한 시도는 국회를 중심으로 수차례 이루어졌다.

2003년/ 제 16대 국회에서 이낙연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이 법안의 골자는 원자력발전 사후처리충당금을 재원으로 하

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철

거 및 방사성폐기불 처분을 위한 부담금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법률(안)은 회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후 17대 국회에

꺼 “원자력 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충당금을 적립 · 운영하고 있으나 충당금으로 새로운 발전

소를 건립하는 동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룰 방지하고1 충당금을 기금화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2003년 16대 국회/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

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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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발의되어 2006년 12월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2005년 1월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은 사후처리충당금을 기금화

하는 것에 덧붙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방사성폐기물관

리위원회)를 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금화 및 관리 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사후처리비용을 실제적인 재정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충당금 방식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 둘째/ 재원의 조성과 관리가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당금 체제를 기금체제로 전환

하고 기금의 운용을 맡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제시하고 었다. 이를 위해 방사성폐

기불 관련 법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 정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충당금방식에 의한 비용확보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감사원， 2006). 감사원은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전기이용자가 미래

에 부담할 비용을 현재자산가치에 반영하면서 법과 기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을 지적하였다. 즉/ 한수원(쥐에서는 2002년 12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충당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이미 전기

생산원가에 반영하여 전기이용자로부터 정수한 원전 사후처리충당금 5조 3,726

억 원 중 6，874억 원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입한 것을 적시하였다. 또한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실질변경 없이 회계처리방법의 변경만으로 전환된 금액이

주주배당 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산업자원부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주)으로

하여금 재원확보와 사용 및 재원관리를 동시에 담당하도록 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방폐물 처리재원을 원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형태로 관리 및 사용하도록 하여 상호 견제를 통한 안정된 관리를 권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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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사후처리비용 적립 관리 방식별 장 단점 비교

가. 방식 결정의 주요 원칙



나. 적립 관리 방식별 장 단점 비교

(1) 충당금 적립 및 사업자 관리방식



지급의무를 부채의 형태로 계정에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부채로 관리한다

는 것은 비용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국 쟁점은

발전사업자가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부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가 하는 점이다.

만약 발전회사가 미래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사후처리비용이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면 자금확보의 차

원에서 다른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원전 사후처리충당금

의 경우 충당되는 금액만큼 사업자가 현금/ 혹은 이와 등가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발전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

금 확보에 문제가 발생활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전사업자는 선규 발전소 건설시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을 외

부차입금 대신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은 발전소라는

자산의 형태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쟁점은 원자력발전소라는

자산이 현금과 동퉁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원전이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적

정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현금과 동일하거나 혹은 보다 큰 가

치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가령 여하한 이유로 발전소의 건설

이 중단되거나 건설된 원전의 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투

입한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

다.

또한 사업자중섬의 원전 사후처리충당금 체제에서 비용의 과다(혹은 과

소)산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적정 수준의 비용을 산정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시장의 환경

에 따라 사후처리 비용을 과다/ 혹은 과소 산정할 위험이 있다.

발전사업자가 충당금을 과다 산정하는 경우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시장

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l 과다한 충당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

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과다계상은 전력판매가격의 상승을

불러와 결국 소비자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적정비용의

산정이 중요하다.

반면에 경쟁이 치열할 경우 발전사업자는 생존을 위해 비용을 과소계상

하려고 할 것이다. 폐기물처리 사업의 시행시 이렇게 과소계상된 부분에 대해

서는 발전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과소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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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처리비용의 기금화 및 외부관리방식



전력시장이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시장위험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미래의 다양한 위험을 감안한다면 재원확보의 안정성 측면에서 기금방식

이 더 뛰어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원전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추가재원의 마련이

필요한 경우/ 원전 사후처리충당금 방식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공기업인 원전사

업자를 대선하여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금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용부담의 규모와 부담주체에 차이가 있을 수 었다.

즉/ 기금화된 경우 기존에 적립된 규모만큼은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

에 원전 사후처리충당금 방식과 비교하여 국가(혹은 국민)의 추가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 또한 기금으로 정수시 이를 부담하는 주체는 현재의 전력소비자이

지만 미래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담주체가 미래세대가 되기 때

문에 세대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기금화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

적이지만 이와는 반대의 이유로 기금화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

다. 즉/ 기금화할 경우 방사성폐기물 발생사업자는 현재 시점에서의 추정비용을

지불하고 그 책임을 변하게 되는 반면/ 미래 시점의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 처리/ 처분 및 발전소의 해체/ 철거 비용 둥에 대한 부담이 국가에게 전

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불리적 사업의 책임은 기금관리주제/

즉 국가가 지는 반면에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여전히 원전사업자에

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그

원인에 상관 없이 원전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래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에 따른/

즉 우발채무로 인한 문제가 있지만 사업자의 책임한계를 사전에 규정해 놓는다

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전력시

장 자유화에 따라 원자력발전회사가 민영화되는 경우 투자자의 위험을 한정시

키고 경쟁시장에서 자금 조달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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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 방식별 고려 사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기 관리방식별 장 ·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

지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올바른 관리방식의 선

택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지 그 방식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관리방식별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논의한다.

충당금 방식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사후처리 비용 확보의 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의 경우 유사시 충분한 사후처리비용

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었다. 예를 들어 사후처리 적립계

정은 원전운영자의 유동자산과 엄격히 구분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고 사후처리

에 상웅하는 유통자산의 확보를 명시할 수 있다. 또한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보

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원전 사후처리충당금 대선 사외에 해당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고 이

를 투자신탁회사 퉁에 위탁하여 증식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었다.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기금화방법과 유사하지만 재원

관리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었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었다. 이 경우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기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화에 비해 관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금방식의 경우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수 있다.

기금의 범위에 따라 구분하면 전체 사후처리사업 비용을 기금화하는 방법

이 있는 반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만을 기금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특히/ 그 사업 기간이 초장기라는 특성상 사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 관리를 통해 사업이 실제 진행될 때 필

요자금의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원전 해체의 경우에도 해제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불이 다량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체는 고준위폐기불 처리에 비해

주요 활동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며 비용 및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소요자금을 충당하고 국가에서 이를

감독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단/ 이 경우 자금 필요시 적시 조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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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충당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

준의 현금 유동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의 보유를 의무화 하는 방법 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저준위폐기물의 경우 사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

다. 왜냐하면 첫째/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방식의 기술적 난이도와 불확실성이 크

지 않고 관리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둘째/ 고준위폐기물에 비해 발생되는

비용도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에게 일

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는 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 원전

해체 퉁 고유한 목적에 의해 조성된 것이므로 목적에 맞게 유지/ 관리/ 증식되

어야 한다. 필요시 현금화가 가능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

어야 한다.

한편/ 조성된 기금을 원자력발전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선중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가령/ 원전발전사업자

가 경쟁적이지 못해 조기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 미래에 기금으로 전입되어

야 할 자금이 확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투자한 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확보된 재원은 국공채와 같은 안정성이

높은 대상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원전 사후처리충당금 적립의 주체는 원전사업자에 국한되어 었으나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비발전분야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도 기금을 부과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 연구개발 동의 과정

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의 경우에는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정부 사이에 소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

다는 협약이 이루어졌다.키

한편/ 기금이 도입되는 경우 기존에 적립된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을 기금

으로 편입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편입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제안된 법률안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이 시행된

후 6개월 이내에 이미 충당된 금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기

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납부방법은 원전사업자의 외부

차입금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경영 여건 악화를 유발할 수 었다. 따라서 현실적

밍 원전 사후처리충당금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02， 한수원/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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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원전사업자의 재무현황을 파악하여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납부

기한을 늘리는 둥 유연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한 경과 조치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되(예를 들어

5년 이내에)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적립금액과 경과조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원리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충당된 금액만을 이전한 후 잔여비용을 산

정하여 향후 연간 적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새로운 충당방식을 기준으로 현재까

지 지불되었어야 하는 비용을 모두 회수한 후 잔여비용에 대해 연간 적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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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자력발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1절 도 입



제2절 울진 원자력발전 지역의 개관



거 20여년에 걸쳐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활동이 외부로부터 활발하게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빛 운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원자력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

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리지역의 경우 부산의 광역경제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경제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다른 산업에 의한 효과와 분

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는 단점이 었다.

그러나 어떤 산업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경우/ 그 지역

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산업의 종류 및 역량에 의해 특정 산업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달라지기 마련이다. 즉/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 울진

지역에 원자력 건설과 관련된 우수한 사업체들이 없다면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이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감소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울진지역의 산업적 기반이 열악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된

결과를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적 효과 전체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각 지역의 상

황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울진군에 건설 ·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요약하면 표 4.2-1과 같다.

표 4.2-1 울진지역의 원자력발전소 개요

호기 위 치 용량(MWe) 노형
워자로 터며|발적기 기술욕역

~~드‘:」i?L어」 으i르!
공급회사 공급회사 공급회사

1호기 950 PWR Fram1torre AIsthom
Fram1torre

'88.9.10
/외sthom

2호기 950 PWR Fram1torre AIsthom
Fram1torre

'89.9.30
78경 그lit- /외S암lOIn

3호기 울진군 1,000 PWR
한중/한기

한중jGE 한기j5&L '98.8.11
JCE

4호기
북면 한중/한기

한중jGE 한기j5&L1,000 PWR '99.12.31
부구리 JCE

5호기 1,000 PWR ;얀~~ 한중 한기 '04.7.29

6호기 1,000 PWR 한중 ;냥~"5‘ 한기 '05.4.22

울진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울진군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기본현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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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울진원전의 지역경제 관련자료



1. 원전건설에 따른 고용 및 임금



2. 원전운전에 따른 고용 및 임금



기능직/ 별정직 둥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하는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4개 원전본부에 근무하는 총 7，019명

의 근로자 중 1，095명 (15.6%)이 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3-3에서

는 2004년도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회사별 주변지역주민들의 근무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3 2004년 국내 원자력발전소 근무자 현황

(단위 : 명)

구
I=l

주변지역 출신 타지역출신 겨|~

고 리
236/116

942/261 1,178/377
(20%/31 %)

。~ 광
277/138

1,159/431 1,436/569
(19%/24%)

월 성
113/17

1,089/304 1,202/321
(9%/5%)

를。r 진
173/25

1,393/345 1,566/370
(11%/7%)

겨l
799/296

3,602/1,341 5,382/1,637
(15%/18%)

주) 1 한국수력원자력(주)/한전기공(주)， ( )내는 전체인력중 주변지역 출신 비융

2. 통계상 주변지역의 범위 : φ고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경남 용주군 서생면 @영광

: 전남 영광군 흉농읍/ 법성띤/ 백수읍. 전북 고창군 상하면 @월성 : 경북 경주시 양남면I 양북띤/

감포읍 @울진 : 경북 울진군 윷진읍I 죽변면I 북띤

위의 표 4.3-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많은 지

역주민이 고용되어 었으며 울진 원자력본부의 경우 2천명에 달하는 상주 직원

에게 지급되는 연간 임금 지급액은 약 1，000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어 지역경제

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표 4.3-4).

표 4.3-4 2004년 원자력발전소 근무자 임금지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I=l

한 ‘ A‘ 원 한전기공 겨|}‘- -,-

고 리 62,939 17,304 80,243

여。 과。 76,098 26,395 102,493

월 성 67,228 18,103 85,331

를。E 진 86,540 18,927 105,467

겨l 292,805 80,729 3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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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지역 지원사업



〃

〃



표 4.3-6 연도별 지역지원금 실적

(단위 : 억원)

구 ’OO~’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계

고리 91 40 43 27 53 77 208 397 29 140 1,105

영광 97 53 50 116 420 175 127 78 52 52 1,220

월성 94 33 48 59 40 83 56 109 767 46 1,335

울진 92 44 40 94 129 60 643 80 92 336 1,610

합계 374 170 181 296 642 395 1,034 664 940 574 5,270

지역지원금은 위에서 설명한 지원사업의 각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전기요금보조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금융이 지원되는 것으로

서 표 4.3-7과 같이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다.

표 4.3-7 2004년도 전기요금보조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l=l

고 리 영 광 월 성 를c:를〉 진 겨|L:!:"

주택용
호수 14,914 21,869 14,557 23,564 74,904

그액 432,261 934,982 621,623 997,427 2,986,293

호수 270 686 317 343 1,616
산업용

그액 36,186 136,230 72,473 97,452 342,341

계
호수 15,184 22,555 14,874 23,907 76,520

균액 468,447 1,071,212 694,096 1,094,879 3,328,634

또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읍 · 면 지역의 주민에게 일정금액을 저금

리로 융자해주고 있으며 기업유치지원사업을 통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기업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의 장이 사업을 선정하는 특별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대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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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원자력발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위

에서 설명한 것처럼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시에 나타나게 되는 임금소득의 지출

과 원전운영시 중간재투입이 이루어짐으로써 파생되는 각 산업별 산출액증가를

종합하여 측정하는 것을 주요 수단으로 하였다. 즉/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주

요 활동 요소는 건설기간중의 임금지출/ 운전기간중의 중간재투입/ 운전과정에

서의 임금 지불/ 전기요금보조 둥을 비롯한 지역지원사업/ 원전이 납부하는 지

방세의 지역내 지출 동의 5 부분으로 요약할 수 었다.

건설/ 운전/ 지원사업 동의 분야로부터 유발되는 각 산업의 산출증가액과

임금요소소득 중가액을 평가함으로써 울진군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기여 비중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 분석대상기간 : 울진군에 원자력발전소가 처음으로 가동된 것은 1988년

부터 이며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다. 자료수집의 가능성

과 운영효과의 정량적 측정 가능성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기간

을 1990년 -2005년으로 하였고/ 이 기간 동안의 연도별 건설 · 운영 및 지원사

업과 관련된 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o 가계부문의 내생화 : 일단 임금소득이 발생하면/ 그 임금소득은 지역내

에서의 소비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임

금소득이 지출되어 각 산업부문의 산출액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

여 지역 산업연관표에서 가계부문을 내생화한 산업연관 계수표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즉/ 모든 효과의 측정에 있어서 가계부문을 내생화하여 가계부분이

유발한 효과(induced effect)가 고려되었다.

0 지역의 구분 : 원자력발전소는 울진군의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집중적으

로 건설 ·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체를 통한 지역경제의 범위와 통계자료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경제효과의 대상범위를 울진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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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울진 지역의 산업연관표 추정

울진 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실제로 추정하려면 @ 지역산업연관표의 유형/

@ 추정방법 @ 산업분류선택 각각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산업연관표의 유형으로서 단일지역-경쟁형-폐쇄형 지역산업연관표를

고려한다. 이 중에서 단일지역-경쟁형 유형의 선택은/ 지역 통계의 제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폐쇄형은 울진 지역경제에서 가계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추정방법으로서는 비교적 지역통계자료를 적게

요구하면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입지계수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산업분류는 현재 경상북도에서 군 단위로 발간하는 지역통계에서 이용 가

능한 157H 분류를 그대로 채택한다. 157H 산업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수도업

(5) 건설업

(6) 도소매업

(7) 숙박음식점업

(8) 운수업

(9) 통신업

(10) 금융보험업

(11) 부동산사업서비스업

(12) 공공행 정/ 국방

(13) 교육서비스

(14) 보건복지서비스

(15)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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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울진 지역에서 전기가스수도업인 부문 (4)는

실질적으로 원자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입지계수법을 이용할 때 전국

산업연관표에서도 부문 (4)는 원자력만으로 만들고 나머지 전기(수력/ 화력)가스

수도업은 기타서비스업에 포함시켰다.

입지계수법에 의한 지역산업연관표 추정은 울진 지역에 대한 자료의 제약

상 1995년과 2000년 두 개 연도에 대해서만 하고 분석에 필요한 다른 기간인

1990년I 2001-2005년도의 투입계수행렬은 RAS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1995년도와 2000년도의 폐쇄형 지역산업연관표는/ 먼저 가계부문이 외생

적으로 처리되는 개방형 지역산업연관표를 입지계수법에 의해 전국 산업연관표

로부터 추정하고 다음으로 가계부문의 행과 열을 따로 추정하는 2단계 방식을

채택한다. 가계부문의 행은/ 매년도 발간되는 경상북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자료의 산업별 울진지역 피용자보수를 울진지역 생산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가계부문 열은I (1) 울진지역 피용자보수에서 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

해 전국 산업연관표의 민간소비의 산업별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업별 금액을 계

산하고 (2) 그 결과를 울진지역 피용자보수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이때 저축

은 전국 개인저축률을 울진지역 피용자보수에 곱하여 추정하였다. 가계부문의

행과 열이 만나는 마지막 항은 0으로 처리하였다.

지역 산업연관 투입계수의 추정에 이용된 전국 개인저축률은 표 4.5-1과

같다.

표 4.5-1 전국 개인 저축률

년도 저축률(%)

1990 16.7

1995 13.3

2000 10.6

2001 8.0

2002 5.1

2003 6.2

2004 7.5

200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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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상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1995년과 2000년 각각의 전국 단위 산

업부문별 생산액과 지역 단위 산업부문별 생산액 자료가 필요하다.

전국 단위의 산업부문별 생산액은 표 4.5-2와 같은데 이 자료는 전국단위

의 산업연관표를 인용한 것이다.

표 4 .5-2 전국 단위의 산업부문별 생산액(1995， 2000년)

(단위 : 백만원)

1995년 2000년

1 31,941,591 38,286,604

2 3,255,599 2,648,206

3 400,873,060 647,344,449

4 3,934,202 7,926,663

5 82,508,217 99,268,646

6 49,598,665 69,844,226

7 7,008,297 41,143,520

8 33,320,065 51,160,891

9 11,869,494 33,890,617

10 32,282,831 63,435,436

11 72,498,000 137,433,450

12 25,702,390 43,601,282

13 26,420,651 41,762,394

14 13,601,056 31,045,248

15 46,704,445 84,136,139

총생산액 841,518,563 1,392,927,771

또한， 1995년과 2000년의 울진 지역 산업부문별 생산액은 표 4.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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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3 울진지역 산업부문별 생산액

(단위 : 백만원)

1995년 2000년

1 108,249 122,738
2 39,517 52,508
3 80,455 82,760
4 395,005 1,179,320
5 151,649 223,023
6 23,497 27,384
7 45,941 47,530
8 9,205 15,599
9 9,513 23,792
10 ~/ 26,628 31,979
11 1/ 29,526 39,791
12 62,499 97,762
13 51,115 50,602
14 7,225 ‘ t 13,503
15 ‘'0;, 20,792 22,835

총생산액 1,060,816 2,031,126

울진지역의 산업부문별 생산액은 “경상북도의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

하였다. 다만/ 원자력부문의 생산액은 원자력발전량을 원자력발전의 발전원가와

곱함으로써 별도로 추정하였다. 원자력부문의 생산액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표

4.5-4와 같다.

표 4.5-4 울진지역의 원자력부문 생산액

원자력 발전효~MVVh) 발전 원 가(원/kWh) 총산출액(백만원)

1990 12,378,792 23.75 293,996

1995 15,693,472 25.17 395,005

2000 29,977,625 39.34 1,179,320

2001 31,375,958 39.65 1,244,057

2002 28,622,573 39.55 1,132,023

2003 32,401,183 39.75 1,287,947

2004 37,782,984 39.52 1,493,184

2005 47,278,305 39.10 1,848,582

묘벼
l..!- i;:크

다.

표 4.5-2의 전국 단위 산업부문별 생산액과 표 4.5-3의 지역 단위 산업부

생산액을 이용하여 울진지역의 입지상 계수를 표 4.5-5와 같이 추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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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5 울진지역의 입지상 계수

1995년 2000년 비고

1. 농림어업 2.6883 2.1984

2. 광업 9.6289 13.5977 *
3. 제조업 0.1592 0.0876

4. 원자력발전 79.6469 102.0312 *
5. 건설업 1.4580 1.5407

6. 도소매업 0.3758 0.2688

7. 음식숙박업 5.2001 0.7922 4
8. 운수창고업 0.2191 0.2090

9. 통신업 0.6357 0.4814

10. 금융 및 보험업 0.6543 0.3457

11. 부동산업 0.3230 0.1985 4
12. 공공행정 1.9289 1.5376

13. 교육서비스엽 1.5347 0.8309 4
14. 보건및사회복지업 0.4213 0.2982 4
15. 기타 서비스업 0.3531 0.1861

표 4.5-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입지상 계수가 매우 큰 산업부문은 원자

력발전/ 광업/ 농림어업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진 지역의 생산액에서

이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의 이들 산업이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대비 2000년의 산업부문별 입지상 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광업

과 원자력발전 부문의 입지상 계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음식숙박업/ 부

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동에서는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입지상 계수가 증가한 산업부문에서는 전국 단위의 평균 생산 활

동에 비하여 울진 지역에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졌음을 보여주고 있

는 반면에/ 입지상 계수가 하락한 산업부문은 울진지역에서의 생산 활동이 전

국 단위의 평균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둔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 산업연관표 추정 방법론에 따라 표 4.5-5의 입지상 계수를 표 4.5-6,
표 4.5-7의 전국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에 적용하면 울진 지역의 투입산출계수

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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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6 전국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1995)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0여76 0.0017 O.여6 01 0.0015 01 0.0018 0 0 01 0.0004 0.001 0.0002 0.0059 0.0329

2 0 01 0.0342 01 0.009 0 0 0 0 0 01 0.0002 0 01 0.0388

3 0.2 0.1155 0.4788 0.0777 0.3903 O.여51 0.1282 0.1931 0.038 0.023 0.0516 0.1849 0.0696 0.2185 0.3023

4 0.0008 0.0118 0.0042 0.0245 0.0006 0.0037 0.0086 0.0019 0.0042 0.002 0.004 0.0054 0.0027 0.0039 0.0038

5 0.0008 0.0027 0.0005 0.0729 O.α003 0.002 0.0023 0.0005 0.0027 0.0006 0.0641 0.0386 0.0026 0.0015 0.0098

6 0.0079 0.0여1 0.0232 0.0031 0.0237 0.0086 0.0093 0.0103 0.0025 0.0013 0.0022 0.0109 0.0057 0.0164 0.0336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1 0.1048

8 0.0127 0.0192 0.0129 0.0022 0.0156 0.0238 0.0065 0.1287 0.0083 0.0176 0.0079 0.0196 0.0여7 0.006 0.0195

9 0.0023 0.003 0.0027 0.0036 0.0022 0.0509 0.0128 0.0여5 0.0327 0.0176 0.0251 0.0132 0.003 0.0여4 0.011

10 0.0249 0.0166 0.0235 0.012 0.0332 0.0365 0.0281 0.0288 0.0174 0.0808 0.0366 0.006 0.0068 0.007 0.0088

11 0.0307 0.0831 0.0253 0.0171 0.0903 0.1175 0.21 0.0%6 O.여47 0.0909 0.1068 0.0331 0.0179 0.0853 0.0526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0.0004 0.0017 0.0118 0.0236 0.0049 0.0018 0.0007 0.0033 0.0054 O.OC에6 0.0005 0.0013 0.019 0.001 0.0169

14 0.0024 O.OC에5 0.0011 0.0011 O.α애7 0.002 0.0086 0.0025 0.0애7 0.0023 0.0015 0.0033 0.0012 0.0082 0.0012

15 0.0136 0.0552 0.0258 0.0489 0.0149 O.여89 0.0527 0.0242 0 여58 0.0525 0.0362 0.0825 0.0514 0.0544 0.089

표 4.5-7 전국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2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0.0481 0.0019 0.0393 01 O.α024 01 0.0553 0 0 01 0.0001 0.0004 0.0001 0.0053 0.0054
2 0 01 0.0549 01 0.0038 01 0.0002 0 0 0 01 0.0애1 0 01 0.0773
3 0.2226 0.1215 0.5005 0.0913 0.3729 0.0407 0.358 0.2399 0.0405 0.0197 0.0397 0.128 0.062 0.2η7 0.1836
4 0.001 0.0157 0.0051 0.0127 0.0008 0.0058 0.0055 0.0017 0.0038 0.0018 0.0048 0.0062 0.0여2 0.0여4 0.0045
5 0.0007 0.002 0.0005 0.0539 O.α003 0.0019 0.0039 0.0005 0.003 0.0007 O.여81 0.0066 0.0034 0.0026 0.0078
6 0.0117 0.007 0.026 0.0036 0.0249 0.0352 O.여4 0.0103 0.0따4 0.0022 0.0027 0.0099 0.0079 0.0253 0.0234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1 0.1%1
8 0.0081 0.0134 0.0097 0.0017 0.0095 0.0193 0.0081 0.1896 0.0057 0.0106 0.0053 0.0141 0.0여2 0.0056 0.014
9 0.003 0.0여6 0.004 0.0029 O.α039 0.0523 0.0063 0.0076 0.167 0.0214 0.0261 0.0117 0.0064 0.007 0.0138
10 0.0234 0.0615 0.0187 0.0289 0.0201 0.0322 0.0114 0.0246 0.0197 0.1368 0.054 0.0142 0.016 0.0223 0.0187
11 0.0378 0.0771 0.0304 0.0208 0.096 0.129 0.0719 0.0754 0.0696 0.0759 0.0658 0.0459 0.0264 0.0783 0.0572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0.0004 0.0013 0.0114 0.0188 0.0068 0.0039 0.0005 0.0033 0.0076 0.0025 0.005 0.0026 0.02 0.0013 0.0023
14 0.0022 0.0006 0.0014 0.0032 0.0018 0.0018 0.0여2 0.0024 0.0009 0.0015 0.0021 0.0037 0.0018 0.0102 0.0014
15 0.0168 0.0593 0.0248 0.0184 0.0173 0.0479 0.0259 0.0275 0.0932 0.0393 0.0336 0.0748 0.0606 0.0519 0.0915

다음으로 1990년과 2001-2005 년의 울진지역 폐쇄형 투입계수행렬은 1995

년도와 2000년도의 울진지역 폐쇄형 투입계수행렬을 RAS방법에 의해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계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1995년도를 기준년도로 하고 2000년도

를 비교년도로 해서 기준년도인 1995년의 울진지역 폐쇄형 투입계수행렬과 비

교년도인 2000년의 울진지역 산업별 생산액 및 중간투입액 정보를 활용하여

RAS방법에 의해 R행렬과 S행렬을 구한다. 다음으로 1990년과 2001-2005 년의

울진지역 투입계수행렬을 다음과 같이 연장방식으로 추계한다.

- 93 -



                

  

  

   가계부문     저축률      가계부문  합계 



표 4.5-9 1995년 울진지역 폐쇄형 투입계수

산업 번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o.여76 0.0017 0.046 010.0015 010.0018 0 0 010.0004 0.001 0.0(애2 0.0059 0.0329 0.0575

2 0 010.0342 01 0.009 0 0 0 0 0 010.0002 0 010.0388 0

3 0.0318 0.0184 0.0762 0.0124 0.0621 0.0072 0.0204 0.0307 0.0061 0.0037 0.0082 0.0294 0.0111 0.0348 0.0481 0.3188

4 0.0얘8 0.0118 0.0042 0.0245 o.oc애6 0.0037 0.0086 0.0019 0.0042 0.002 0.004 0.0054 0.0따7 0.0039 0.0038 0.0037

5 0.0야8 0.0027 o.oc에5 0.0729 o.oc애3 0.002 0.0023 0.0005 0.0027 0.0006 0.0641 0.0386 0.0026 0.0015 0.0098 0

6 0.003 0.0016 0.0087 0.0012 0.0089 0.0032 0.0035 0.0039 0.0(애9 0.0005 o.oc삐8 0.0041 0.0022 0.0062 0.0126 0.1017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10.1048 0.0146

8 0.0028 0.0042 0.0028 0.0005 0.0034 0.0052 0.0014 0.0282 0.0018 0.0039 0.0017 o.α043 0.001 0.0013 0.0043 0.0479

9 0.0014 0.0019 0.0017 0.0023 0.0014 0.0323 0.0081 0.0029 0.0208 0.0112 0.0159 0.0084 0.0019 0.0028 0.007 0.0171

10 0.0163 0.0109 0.0154 0.0078 0.0217 0.0239 0.0184 0.0189 0.0114 0.0528 0.0239 0.004 0.0여4 0.0046 0.0058 0.0423

11 0.0099 0.0269 0.0082 0.0055 0.0292 0.038 0.0678 0.0312 0.0145 0.0294 0.0345 0.0107 0.0058 0.0276 0.017 0.1062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0.0애4 0.0017 0.0118 0.0236 0.0049 0.0018 o.oc애7 0.0033 0.0054 o.αJ06 o.oc애5 0.0013 0.019 0.001 0.0169 0.0473

14 0.001 0.0002 0.0005 0.0얘5 0.0003 0.0009 0.0036 0.001 0.0003 0.001 o.oc에6 0.0014 0.0005 0.0035 0.0005 0여67

15 0.0048 0.0195 0.0091 0.0173 0.0053 0.0173 0.0186 0.0086 0.0162 0.0185 0.0128 0.0291 0.0182 0.0192 0.0314 0.0632

16 0.1571 0.2163 0.1138 0.0684 0.3677 0.2609 0.2저4 0.3488 0.3455 0.5355 0.1434 0.5345 0.5425 0.7524 0.379 0

표 4.5-10 2000년 울진지역 폐쇄형 투입계수

산업 번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0.0481 0.0019 0.0393 010.0024 010.0553 0 0 010.0001 0.0004 0.0001 0.0053 0.0054 0.0318

2 0 010.0549 010.0038 010.0(애2 0 0 0 010.0001 0 010.0773 0

3 0.0195 0.0107 o.여39 0.008 0.0327 0.0036 0.0314 0.021 0.0036 0.0017 0.0035 0.0112 0.0054 0.0238 0.0161 o.갱47

4 0.001 0.0157 0.0051 0.0127 0.0(애8 0.0058 0.0055 0.0017 0.0038 0.0018 0.0048 0.0062 0.0042 0.0044 0.0045 0.0045

5 0.0애7 0.002 0.0005 0.0539 0.0003 0.0019 0.0039 0.0005 0.003 0.0007 0.0481 0.0066 0.0034 0.0026 0.0078 0

6 0.0031 0.0019 0.007 0.001 0.0067 0.0095 0.0118 0.0028 0.0012 0.0006 0.0애7 0.0027 0.0021 o.애68 0.0063 0.0662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10.1553 0.0674

8 o.α117 0.0028 0.002 0.0003 0.002 0.004 0.0017 0.0396 0.0012 0.0022 0.0011 o.α029 0.0009 0.0012 0.0029 0.0381

9 o.아lI5 0.0022 0.0019 0.0014 0.0019 0.0252 0.003 0.0037 0.(뼈04 0.0103 0.0125 0.0056 0.0031 0.0034 0.0067 0.0359

10 o.αl81 0.0212 0.0064 0.01 0.0069 0.0111 0.0039 0.0085 0.0068 o.여73 0.0187 0.0049 0.0055 0.0077 0.0065 0.0597

11 0.0075 0.0153 0.006 0.0041 0.0191 0.0256 0.0143 0.015 0.0138 0.0151 0.0131 0.0091 0.0052 0.0155 0.0114 0.1419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0.0003 0.0011 0.0094 0.0156 0.0057 0.0032 o.oc삐4 0.0027 0.0063 0.002 0.0041 0.0021 0.0166 0.0011 0.0019 0.0454

14 0.0애6 0.0애2 o.oc애4 0.0009 0.0005 0.0005 0.0012 0.0007 0.0003 0.0004 0.0006 o.。이1 0.0005 0.0031 0.0004 0.0649

15 0.0031 0.011 0.0046 0.0034 0.0032 0.0089 0.0048 0.0051 0.0173 0.0073 0.0062 0.0139 0.0113 0.0097 0.017 0.0837

16 0.1474 0.2382 0.0817 0.0464 0.2877 0.2315 O 갱75 0.3422 0.1583 0.3839 0.1371 0.3869 0.5742 0.3875 0.33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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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11 2001년 울진지역 폐쇄형 투입계수

산엄 번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0.0302 0.0012 0.0255 010.0007 010.0011 0 0 010.0(애2 0.0(애4 0.0001 0.002 0.0142 0.0507

2 0 010.(씨88 01 0.011 0 0 0 0 0 010.0(애3 0 010.0432 -0.0001

3 0.0186 0.0122 0.0387 0.005 0.027 0.0035 0.0117 0.018 0.0023 0.0015 0.0039 0.0115 0.0072 0.0106 0.0191 0.2582

4 0.0006 0.0098 0.0027 0.0125 0.0003 0.0023 0.0062 0.0014 0.002 0.001 0.0024 0.0(η7 0.0022 0.0015 0.0019 0.0038

5 0.0007 0.003 o.oc애4 o.여88 0.0002 0.0016 0.0022 0.0애5 0.0017 o.oc삐4 o.여97 0.025 0.0028 o.oc애7 0.0064 0

6 0.0015 0.0009 0.0038 0.0애4 0.0033 0.0013 0.0017 0.002 0.0003 0.0얘2 0.0003 0.0014 0.0012 0.0016 0.0043 0.0713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1 O.쟁4 0.0807

8 0.0017 0.0029 0.0015 0.0때2 0.0015 0.0026 0.0008 0.0169 0.0007 0.0016 0.0008 0.0017 0.0007 0.0004 0.0017 0.0396

9 0.0022 0.0(β3 0.0022 0.0따4 0.0016 0.0407 0.0121 0.0044 0.021 0.0119 0.0195 0.0086 0.0033 0.0022 0.0073 0.0361

10 0.0176 0.0133 0.0145 0.0059 0.0174 0.0213 0.0195 0.0204 0.0082 0.0398 0.0208 0.0029 0.0053 0.0026 0.0042 0.0633

11 0.009 0.0276 0.0065 0.0어5 0.0197 0.0285 0.0603 0.0284 0.0087 0.0186 0.0251 0.0065 0.0058 0.013 0.0105 0.1336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0.0004 0.0016 0.0083 0.0133 0.003 0.0012 0.0006 0.0따7 0.0029 0.0004 0.0003 0.0얘7 0.0171 0.0004 0.0093 0.0534

14 0.0011 0.0003 0.0에5 0.0애4 0.0애2 0.0(애8 0.004 o.αJl2 0.0애2 0.0008 0.0006 0.001 0.0006 0.002 0.0004 0.0721

15 0.0031 0.0144 0.0052 0.0078 0.0026 0.0093 0.0119 0.0056 0.007 0.0084 0.0067 0.0128 0.0132 0.0065 0.014 0.0572

16 0.1505 0.2358 0.095 0.0456 0.2627 0.2071 0.2573 0.3361 0.22 0.3589 0.1106 0.3446 0.578 0.3752 0.2476 0

표 4.5-12 2002년 울진지역 폐쇄형 투입계수

산엉 번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0.028 0.0012 0.0231 010.0006 01 0.001 0 0 010.0애2 0.0004 0.0001 0.0016 0.0124 0.0496

2 0 010.0517 010.0114 0 0 0 0 0 010.0003 0 01 o.여4 -0.0001

3 0.017 0.0114 0.0346 0.0043 0.0235 0.0031 0.0106 0.0165 0.002 0.0013 0.0034 0.0099 0.0067 0.0086 0.0164 0.2487

4 0.0006 0.0095 0.0025 0.0112 0.0003 0.0021 0.0059 0.0014 0.0018 0.0009 0.0022 0.0024 0.0021 0.0013 0.0017 0.0038

5 0.0007 0.003 0.0004 o.여57 0.0002 0.0016 0.0022 0.0005 0.0016 0.0004 o.여77 0.0233 0.0028 0.0007 0.006 0

6 0.0013 0.0008 0.0034 0.0003 0.0028 0.0012 0.0015 0.0018 o.αJ03 0.0001 0.0003 0.0012 0.0011 0.0013 0.0036 0.0671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10.3354 0.1071

8 0.0015 0.0027 0.0013 0.0002 0.0013 0.0023 0.0008 0.0155 0.0006 0.0014 0.0007 0.0015 0.0006 0.0003 0.0015 0.0383

9 0.0023 0.0036 0.0023 0.0024 0.0016 0.0423 0.0129 0.0여7 0.021 0.012 0.0202 0.0086 0.0036 0.0021 0.0073 0.0408

10 0.0178 0.0138 0.0143 0.0056 0.0168 0.0209 0.0197 0.0207 o.。이7 0.038 0.0203 0.0027 0.0055 0.0023 0.004 0.0676

11 0.0088 0.0278 0.0062 0.0032 0.0184 0.0271 0.0591 0.028 0.008 0.0172 0.0238 0.006 0.0058 0.0115 0.0097 0.1잃4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0.0004 0.0016 0.0078 0.0121 0.0027 0.0011 0.0005 0.0026 0.0026 0.0003 0.0003 0.0007 0.0168 0.0004 0.0085 0.0544

14 0.0012 0.0003 0.0005 0.0003 0.0002 0.0008 o.애4 0.0012 0.0002 0.0007 0.0005 0.001 0.0006 0.0018 0.0004 0.0773

15 0.0029 0.0137 0.0047 0.0069 0.0023 0.0084 0.011 0.0052 0.0061 0.0074 0.006 0.0111 0.0125 0.0054 0.0122 0.0562

16 0.1494 0.2392 0.0922 o.여26 0.2484 0.1992 0.2548 0.334 0.2041 0.3357 0.1059 0.3203 0.5841 0.3341 0.23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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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13 2003년 울진지역 폐쇄형 투입계수

산엄 번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0.0259 0.0011 0.0209 010.0005 01 0.001 0 0 010.α002 0.0003 0.0<삐1 0.0014 0.0108 0.0459

2 0 010.0549 010.0118 0 0 0 0 0 010.0003 0 010.여48 -0.0001

3 0.0155 0.0106 0.0309 0.0037 0.0205 0.0027 0.0097 0.0151 0.0017 0.0011 0.003 0.0084 0.0062 0.0071 0.0141 0.2273

4 0.0005 0.0093 0.0023 0.01 0.0003 0.0019 0.0056 0.0013 0.0016 0.0008 0.002 0.0021 0.002 0.0011 0.0015 0.0036

5 0.0007 0.003 0.0004 0.0427 0.0002 0.0015 0.0022 0.0005 0.0015 0.0004 0.0457 0.0217 0.0028 0.0006 0.0056 0

6 0.0012 0.0007 0.0029 0.0003 0.0024 0.001 0.0014 0.0016 0.0002 0.0001 0.0002 0.001 0.001 0.001 0.003 0.0598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1 0.396 0.1347

8 0.0014 0.0025 0.0012 0.0002 0.0012 0.002 0.0007 0.0142 0.0005 0.0012 0.0007 0.0013 0.0006 0.0003 0.0013 0.0351

9 0.0025 0.0039 0.0025 0.0025 0.0016 O.여4 0.0138 0.0051 0.0211 0.0121 0.0209 0.0086 0.0039 0.002 0.0074 0.0437

10 0.018 0.0143 0.0142 0.0053 0.0162 0.0205 0.0199 0.021 0.0073 0.0363 0.0198 0.0026 0.0056 0.0021 0.0038 0.0684

11 0.0087 0.0279 0.006 0.003 0.0173 0.0258 0.058 0.0275 0.0073 0.016 0.0226 0.0055 0.0058 0.0101 0.0089 0.1361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0.0003 0.0015 0.0074 0.011 0.0025 0.001 0.0005 0.0025 0.0024 0.0003 0.0003 0.0006 0.0165 0.0003 0.0여7 0.0525

14 0.0012 0.0003 0.0005 0.0003 0.0002 0.0008 0.0041 0.0012 0.0002 0.0007 0.0005 0.001 0.0007 0.0017 0.0003 0.0786

15 0.0027 0.0131 0.0043 0.006 0.002 0.0076 0.0102 0.0여9 0.0053 0.0065 0.0054 0.0097 0.0118 0.0045 0.0106 0.0523

16 0.1484 0.2426 0.0895 0.0398 O.경49 0.1917 0.2522 0.3319 0.1893 0.3141 0.1014 0.2977 0.5903 0.2975 0.2148 0

표 4.5-14 2004년 울진지역 폐쇄형 투입계수

산엉 번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0.0241 0.0011 0.0189 010.0005 010.0009 0 0 010.0애1 0.0003 0.0001 0.0011 0.0094 0.042

2 0 010.0582 010.0122 0 0 0 0 0 010.0003 0 010.0456 -0.0001

3 0.0142 0.0099 0.0276 0.0032 0.0178 0.0024 0.0088 0.0138 0.0015 0.001 0.0026 0.0072 0.0058 0.0058 0.012 0.2048

4 0.0005 0.009 0.0022 0.009 0.0002 0.0018 0.0053 0.0012 0.0014 0.0007 0.0018 0.0019 0.002 0.0009 0.0013 0.0034

5 0.0007 0.0031 0.0004 O.여 0.0002 0.0014 0.0022 0.0005 0.0014 0.0003 0.(싸38 0.0202 0.0029 0.0005 0.0052 0

6 0.0011 0.0007 0.0025 0.0002 0.0021 0.0009 0.0012 0.0014 O.αJ112 0.0001 0.0002 0.0008 0.0009 0.0008 0.0026 0.0526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10.4675 0.1672

8 0.0013 0.0023 0.0011 0.0001 0.001 0.0018 0.0006 0.013 0.0004 0.001 0.0006 0.0011 0.0006 0.0002 0.0011 0.0318

9 0.0027 0.0043 0.0026 0.0025 0.0017 0.0457 0.0148 0.0054 0.0211 0.0122 0.0216 0.0087 0.0042 0.002 0.0074 0.0462

10 0.0183 0.0147 0.014 0.0051 0.0156 0.0201 0.0201 0.0213 0.0069 0.0346 0.0193 0.0024 0.0058 0.0019 0.0036 0.0683

11 0.0085 0.028 0.0057 0.0028 0.0162 0.0246 0.0569 0.0271 0.0067 0.0148 0.0214 0.0051 0.0059 0.0089 0.0082 0.132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0.0003 0.0015 0.007 0.01 0.0023 0.001 0.0005 0.0024 0.0021 0.0003 0.0002 0.0005 0.0163 0.0003 0.007 0.05

14 0.0012 0.0003 0.0005 0.0003 0.0002 0.0008 0.0041 0.0012 0.0002 0.0007 0.0005 0.0009 0.0007 0.0015 0.0003 0.0789

15 0.0025 0.0124 0.0039 0.0053 0.0018 0.0068 0.0095 0.0여5 0.0046 0.0057 0.0048 0.0084 0.0112 0.0038 0.0093 O.여8

16 0.1473 0.2461 0.0868 0.0372 0.2221 0.1845 0.2497 0.3299 0.1756 0.2938 0.0971 0.2767 0.5965 0.265 0.20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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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원자력 발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울진원전이 지역경제에 기여한 실적 자료

가. 울진원전 건설



    

나. 원전 운전



표 4.6-2 울진 원전 운전과정에서의 산업부문별 중간투입액

(단위 : 백만원)

TaZa ---년---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10,249 13,770 41,113 43,369 39,464 44거899 52,054 64,444

원자력발전 10,160 13,651 40,755 42,993 39,121 44,509 51,602 63,884

건설업 32,648 43,865 130,962 138,151 125,710 143,025 165,816 205,283

도소매업 1,468 1,972 5,887 6,210 5,651 6,429 7,454 9,228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418 561 1,676 1,768 1,609 1,831 2,122 2,628

통신업 386 519 1,549 1,634 1,486 1,691 1,961 2,427

금융 및 보험업 5,524 7,421 22,157 23,373 21,268 24,198 28,054 34,731

부동산업 2,696 3,623 10,815 11,409 10,382 11,811 13,694 16,953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11,667 15,675 46,799 49,368 44,922 51,110 59,255 73,358

보건및사회복지업 411 552 1,648 1，켠8 1,582 1,800 2,086 2,583

기타 서비스업 3,331 4,475 13,362 14,095 12,826 14,593 16,918 20,945

가계부문 27,070 36,370 108,585 114,546 104,230 118,587 137,484 170,207

Total 106,026 142,454 425,308 448,655 408,251 464,483 538,499 666,670

한편 임금 소득은 산출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산출파급효과를 추정한 후에

이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소득 파급효과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임금소득 파급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임금소득이 산출액에서 차지하

는 비율에 대한 자료가 각 산업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울진 지역의 경우

이러한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출액으로부터 임금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소득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4장 3절에서 설명한

임금 승수를 이용하였다. 임금 승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전 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소득에 대한 자료가 산업별로 정리되어야 한다.

원전 운전과정에서 울진지역에 지출되는 산업분류별 임금의 추정은 원전

건설의 산업별 임금지출 추정에서와 통일한 방법에 의해 산출되었다. 즉/ 주변

지역출신(울진지역)과 타지역출신의 인력고용비율에 의해 운영중 지출된 총임

금이 분배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덧붙여 타지역출신에 할당되는 임금 중의

30%가 또한 울진지역에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산업의 분류체계는 한전

(한수원)의 경우 원자력발전산업으로/ 한전기공은 건설업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분류체계와 임금분배 가정을 통해 산출된 산업별/연도별 임금소득은 표 4.6-3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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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발전의 지방세 납부



라.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2. 울진 원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

가. 울진원전 건설부문



나. 울진원전 운전부문



(1) 울진원전 운전의 산출파급효과

울진원전 운전의 산출파급효과는 울진 3，4호기의 가동이 본격화된 2000년

에 1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울진 5호기가 가동된 2005년에는 2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6-7).

표 4.6-7 울진원전 운전의 산출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직 · 간접효과

382,437

462,756

1,308,780

1,367,873

1,235,811

1,396,955

1,610,085

1,982,718

<:>닙~ '* 7J L
lT"2요·냐

199,279

142,871

250,974

247,296

209,540

215,025

225,138

257,378

총 효과

581,716

605,627

1,559,754

1,615,169

1,445,351

1,611,980

1,835,223

2，24α096

한편/ 울진원전 운전의 산출파급효과 중에서 상당부문이 원전 자체의 산

출액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총산출파급액 중에서 원전 자체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자력발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6-2).

그림 4.6-2는 총산출파급효과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 중에서 상위 3개 산업과

그 외의 산업들을 나머지 산업으로 분류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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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진원전 운전의 임금 소득 파급효과



표 4.6-8 원전운전의 임금 소득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직 · 간접효과 유발효과 총 효과

1990 13,349 6,604 19,953
1995 16,927 6,219 23,146
2000 34,420 10,380 44,800
2001 42,569 12,726 55,295
2002 39,158 11,755 50,913
2003 63,296 18,123 81,419
2004 58,136 15,903 74,039
2005 59,434 16,107 75,541

유발효과는 가계부문의 소득 소비 순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바를 나타내

는데/ 유발효과의 크기는 직 · 간접효과의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원전 운전이 유발한 총소득파급금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원전부문과 건설부문이며 그 다음은 교육부문으로 나타났다(그렴

4.6-3)

1995

[J윈AI-력받천

IE 건설염

뎌교육서비스업

용나머지 산엉

2005

2000

B 월JJ-력발전

IE 건설염

m교육쳐비츠영

g 다머져 싼염

더월JJ-력발견

IE 건설염

며교육써비츠엉

g 나머지 싼엉

그림 4.6-3 원전 운전의 주요 산업부문별 총소득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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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발전의 지방세 납부

(1) 울진원전 지방세 납부의 산출 파급효과 



(2) 울진원전 지방세 납부의 임금 소득 파급효과



공공행정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그림 4.6-5).

표 4.6-10 원전지방세 납부의 임금 소득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 직 간접효과 유발효과 총 효과

1990

1995 1,754 645 2,399

2000 4,918 1,483 6,401

2001 1,866 558 2,424

2002 3,027 909 3,936

2003 3,747 1,073 4,820

2004 4,098 1,121 5,219

2005 8,599 2,330 10,929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부문(비록 그 절대 금액의 크기는

착지만)은 연도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5년에는 제조업이 1억원으로 가

계부문의 뒤를 이었으나I 2000년에는 기타서비스업이 약 3억원I 2005년에는 음

식 및 숙박업이 약 7억원으로 각각 가계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

이고 었다. 이는 음식 숙박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울진군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렴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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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울진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1) 울진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산출 파급효과



표 4.6-12 울진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산출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
직 · 간접효과 유발효과 총 효과

1990 1,029 1,194 2,223

1995 2,490 2,356 4,846

2000 5,598 4,509 10,107

2001 5,592 4,666 10,258

2002 7,163 5,693 12,856

2003 9,328 9,105 18,433

2004 6,089 5,312 11,401

2005 5,097 3,987 9,084

울진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착한 2000년부터 약 100억원

의 총산출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산출파급효과는 2003

년의 184억원을 최고로 그 후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었다.

산출파급효과측면에서 지원지역사업의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부문은

가계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문 이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부

문은 1995년에 건설부문， 2000년에 농림어업부문， 2005년에는 교육서비스 부문

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램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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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진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임금소득 파급효과



표 4.6-13 울진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임금소득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
직 • 간점효과 유발효과 총 효과

1990 376 186 562
1995 840 308 1,148
2000 1,695 511 2,206
2001 1,743 521 2,264
2002 2,094 628 2,722
2003 3,410 977 4,387
2004 2,026 554 2,580
2005 1,515 411 1,926

울진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실행으로 인해 가장 많은 임금소득 중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문은 교육서비스 부문과 건설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교육부문의 임금소득 발생액은 8억원이며 건설부문은 약 3억원의 임

금소득이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4.6-7).

1995 2000

g 건설엽

머교육쳐비스엽

B농림어엽

~U머지 산엽

더교육써비스염

IB 건설엉

디농림어염

잉나머져 산염

2005

샘
햄
짧

잉
뼈
짧
싸
에
때

교
건

음
나

B
m@

며

m
ω

그램 4.6-7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산업별 임금소득 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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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요금 보조사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액 추정

3. 지역경제 파급효과 요약



울진원전의 기여 비중이 약 6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임금소득

파급효과의 측면에서의 원전의 비중은 약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상과 같은 실중분석의 결과 울진원전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매우 큰 것

을 알 수 었다.

표 4.6-15 산출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쁨
원자력발전 원전주변 지역총산출액

건설 운전 지역사업
지방세 겨|

비중

1990 N.A 581,716 2,223 0 583,939

1995 N.A 605,627 4,846 8,445 618,919 48%

2000 N.A 1,559,754 10,107 26,192 1,596,054 69%

2001 N.A 1,615,169 10,258 10,582 1,636,010 66%

2002 N.A 1,445,351 9,762 17,937 1,473,051 60%

2003 N.A 1,611,980 18,433 22,884 1,653,298 62%

2004 N.A 1,835,223 11,401 25,854 1,872,480 -
2005 N.A 2,240,096 9,084 56,638 2,305,819 -

표 4.6-16 임금소득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편
원자력발전 원전주변 지역총임금

건설 운전 지역사업
지방세 겨l

비중

1990 0 19,953 562 0 20,516

1995 65,137 23,146 1,412 2,399 92,096 39%

2000 67,179 44,800 3,501 6,401 121,883 43%

2001 65,702 55,295 5,025 2,424 128,448 43%

2002 74,544 50,913 4,166 3,936 133,561 40%

2003 68,664 81,419 5,998 4,820 160,902 44%

2004 36,059 74,039 4,260 5,219 119,578 -
2005 0 75,541 3,203 10,929 8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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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원자력 경제성 관련 국제기구 활동

제1절 RCA 에너지 사업 활동



RCA 주제 분야에는 몇 개의 사업이 수행되고 었으며 각 사업을 주도하

는 사업주도국이 선정되어 있다. 각 주제 분야의 주도국 조정관은 동 주제 분

야에 대한 중기 사업전략을 작성하고/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평가하는 퉁

동 주제 분야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에너지 주제 분야에서는 하나의 사업만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주제

분야의 주도국 조정관이 사업 주도국 조정관의 역할도 겸하여 수행하여 왔다.

RCA 에너지 주제 분야에서 추진해온 과제는 “발전원의 비교분석 (Comparative

Assessment of Electricity Generation Options), 1999-2000", "지구온실가스의 배

출 절감에 있어서의 원자력 및 다른 에너지원의 역할(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2001-2002",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의 원자력의 경쟁성 (Competitiveness of Nuclear Power

in Restructuring Markets), 2003-2004",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을 통한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계획 추적 (Tracing Future Sustainable Paths through Nuclear

and Other Energy Options), 2006-2006" 이다. 그리고 향후 2007-2008 년 주기의

과제로는 “기후변화 쟁점사항에 대한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 전략의 평가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가 선정되었다.

RCA 에너지 과제에 있어서 2006년에 과제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에너지

분야 주도국 조정관으로서 수행한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7-2008년

주기의 에너지 과제에 대한 예비과제 계획서 (Concept Paper)의 작성이다. 예비

과제계획서가 제출되면 IAEA의 기술협력부서는 이를 평가하여 정식 과제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후에 정식 과제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에

너지 분야에서 작성한 예비과제계획서는 IAEA의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정식과

제계획서로 개선되어 완성되었다. 현재 에너지 분야 과제의 참여 회원국으로는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l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동 137R 국이다.

2007-2008년 주기 에너지 분야의 예비과제 계획서와 정식과제계획서 중

Logical Framework Matrix는 부록2에 수록되어 있다.

2007-2008년 주기 과제계획서 작성 이외에도， 2006년도의 에너지 과제를

수행하였고 최종보고서를 착성하였다. 또한， RCA 에너지과제 참여 회원국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IAEA에 제출하였다(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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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GEN IV의 경제성모델작업그룹(EMWG) 활동

1. EMWG의 경제성 평가 모형



2. EMWG의 연혁



o EMWG Members

TARJANNE, Risto EURATOM risto.ta껴뻐ne@kolumbus.fi

DEPISCH, Frank IAEA F.DEPISCH@iaea.org

DUFFEY, Romney CA d uffeyr@aec1.ca

KURAN, Sermet CA kurans@aec1 .ca

BERBEY, Pierre FR pierre.berbey@edf.fr

LINET, Francois-Luc I , FR francois-luc.linet@cea.fr

PROUST, Eric /
FR eric.proust@cea.fr‘ 」

f표RAO， Kazunori Ex Co-C P 피rao.싫zunori쩍aea.go.jp

KINOSHITA, Izumi JP kinosita@criepi.denken.or.jp

ONO, Kiyoshi Co--Chair JP ono.kiyoshi~썩aea.go.jp

LEE, Man Ki KR mklee@kaeri.re.kr

MILLER, Keith 、하 UK keith.x.miller@nexiasolutions.com

FINEMAN, cliff Observer us Clifford.Fineman@nuclear.ener앓'.gov

KHALIL, Hussein S. US hkhalil@anl.gov

ONOPKO, Gene

‘
US eonopko@ao1.com

RASIN, Bill Chair US billrasin@ao1.com

ROTHWELL, Ge빠rey
\<;

US rothwel1@Stanford.edu

SHROPSHIRE, David US david.shropshire@in1.gov

STAMOS, John Observer US john.stamos@hq.doe.gov

VERSLUIS, Rob M. US rob.versluis@hq.doe.gov

WILLIAMS, Kent US williamska@ornl.gov

BERTEL, Evelyne D앙mic매 &σe떠riat NEA evelyne.bertel®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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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WG의 산출물

EMWG에서 개발하고 있는 산출물은 GEN IV 원자력에너지 시스댐의 비

용추정 지침서와 이 지침서를 반영한 경제성 평가 전산모형의 개발이다.

GEN IV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의 비용추정 지침서는 2006년말 현재 Rev.3

이 완료되어 GIF에 제출된 상태이며 2007년 말에 이를 개선하여 Rev.4를 완성

함으로써 지침서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 지침서는 원자력에너지 시스템 평가률 위해 비용 계정(COA; Code of

Account)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COA는 2단위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단위

를 더욱 세분하게 되면 GIF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포괄하기에 어

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EMWG에서 개발한 경제성 평가 모형

은 semi cost engineering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자료입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Top Down방식과 Bottom

Up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Top Down 방식을 도입한 것은

GIF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스댐이 아직은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Bottom Up 방

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도의 세부적인 비용자료의 생산이 아직은 어렵다고 판

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추정 지침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제로 GEN IV 시스템에 대

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EMWG에서는 전산모형인 G4ECONS를 개

발하고 있다. 동 전산모형은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 전산프로

그램인 EXCEL로 작성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동 전산 프로그램은 원자로형의

비용추정 모률이 거의 완성되어 있다. 향후에는 핵연료설비 비용 추정 모률 및

비전력 산출물의 경제성 평가 모률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I G4ECONS의 활

용을 위하여 이용자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숙련된 사용자 혹은 일

시적인 사용자를 위하여 보다 단순한 이용자 설명서를 작성하고 있다.

G4ECONS가 제공하는 경제성평가의 신뢰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일본

JAEA에서 개발하고 있는 JSFR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수행 결과

기존의 경제성 평가 모형의 산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음이 확증

되었다. 동 전산 모형의 신뢰성과 경제성 평가 지침서 l 이용자 지침서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동 Working Group에서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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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INPRO의 경제성 분과 활동

1. INPRO 혁신원자력시스템(INS) 예비평가 경제성분야 개요



2. 경제성분야의 기본원칙, 사용자요구사항, 지표, 허용한계



• 지표 I~l.l: a. I~l.l.l 원자력 에너지의 비용1 CN, b. I~1.1.2 경 쟁 에너

지의 비용1 CA

• 허용한계 AL1.l: CN/CA < k, k는 1이거나 1보다 크거나 작은 상수

• 사용자요구사항 UR1.2: I~S의 설계/ 건설(건설중 이자를 포함)， 가동에

소요되는 총투자 규모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

다.

• 지표 I~1.2.1.1: I~S에 의해 생산된 전기의 판매가격(불변가격 기준)을

가지고 계산한 내부수익률(IRRN)

• 지표 I~1.2.1.2: 수명기간 동안 I~S에 투자된 비용과 전기 판매로 얻어

지는 운영수입에 의해 계산한 투자수익률(ROIN)

· 허용한계 AL1.2.1.1: IRRN > IRRuM1T1 IRRuMlT은 유사한 규모의 대안에

기대할 수 있는 내부수익률을 근거하여 도출한 최소 내부수익률

• 허용한계 AL1.2.1.2: ROIN > ROIuMIT, ROIuMlT은 유사한 규모의 대안

에 기대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을 근거하여 도출한 최소 투자수익률

· 지표 I~1.2.2: 전체 I~S 가운데 가장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일 발

전소의 투자비

• 허용한계 ALl.2.2: INVESTME~ ’IN < INVESTIv正NTLlMlll INVES1M타‘J’ILlMIT

은 주어진 시장 환경에서 조달 가능한 최대 투자액

· 사용자요구사항 UR1.3: I~S 투자의 위험이 다른 에너지사업과 비교하

여 투자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지표 I~1.3.1: 특정 발전소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상태를 나타

내는 O과 1사이의 숫자

• 허용한계 AL1.3.1: 인허가 현황 > 인허가LIMIT

· 지표 I~1.3.2: 발전소 건설 최초계약에서 상업운전까지 소요 기간

• 허용한계 AL1.3.2: 건설 기간 To 드 TOLIMlTI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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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S 경제성분야 예비평가 개선점

가. 평가방법론에서의 개선점



나. 사용안내서 개선점 도출

4. 한국의 INS 예비평가 경제성분야 평가시 문제점 도출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제성 자료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많은 가

정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이 제시한 목표값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

한 목표값을 사용하여 비교평가를 수행한다면 그 결과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기술의 우위로 나타날 뿐이다.

INPRO 방법을 사용하여 프랑스에서 수행한 경제성평가의 경우는 비교적

신뢰성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EPR을 대상으로 가스복합화력 기술과 비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준용하여 미래 발전기술인 KALIMER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INPRO의 목적은 미래 혁신원자력기술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하여 시

스댐 개발에 지침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라면/ 불확실한 입력자료에 근거하여 혁신원자력시스템의 경제성을 자의적으

로 평가하기 보다는 동 시스댐이 활용될 수 있는 미래 시기와 지역에 활용 가

능한 타분야의 경쟁 기술에 대한 전망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혁신원자력시스템의 활용여부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될 것이

므로 활용의 전제조건은 타기술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전망을 통해 도출된 경쟁기술의 경제성 전망치는 혁신시스템이 미래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조건/ 혹은 경제성 목표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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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KALIMER 600MWe의 예비 경체성평가 수행 결과， KALIMER 600MWe 1

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12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는 kWe 당 약 2，000달러에

해당한다. 이는 현재의 설계수준을 반영한 예상 결과이며/ 향후에 경제성 향상

을 위한 부문별 목표를 통해 GEN IV 시스템의 경제성 기준 값에 해당하는

kWe 당 1,400-1，600달러를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합/ 노섬/ 유체/

기계/ 소륨 동 부문별로 경제성 향상을 위한 설계개념 도입과 복수기 건설/ 건

설기간 단축/ 학습 효과/ 표준화 개념 도업 등으로 25.0% 의 절감을 통해 이 목

표를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목표치가 이루어진다면 KALIMER도 SFR의

다른 노형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MART의 경제성 평가 결과/ 인도네시아 Madura 지역의 경우/ 담수용량

이 매우 적은 4，000톤/일 에도 불구하고 담수생산원가가 톤당 1달러 미만이고

전력원가도 0.04 $/kWh로 나타나 SMART가 경쟁력이 우수한 에너지공급원으

로 평가되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는 인도네시아보다 경제성이 더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조건이 양호하고(낮은 할인율)， 담수용량이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제 및 비용변

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 내부적인 비용변수보다는 외부적 경제변수인

할인율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SMART의 이용률 향상도 경제성

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본조달을 비롯한 재무적 환

경의 개선은 자본집약적 발전원인 SMART의 경제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과 관련된 주요 쟁점 분석 결과/ 사후처리 비용의 적

립 및 관리방식은 방식별로 각기 장 ·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올바른 관리방식의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지 그 방식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당금 방식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사후처리 비용 확보의 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관리방식을

선택하든지 충당금사업의 성격 및 범위를 고려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경우 사업기간이 걸고 비용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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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미래 전력시스템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분석 결과/ 동일한 전력수요를 가

정한 시나리오들에 이산화탄소 배출 제약을 가한 경우/ 이로 인한 원자력발전

량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발전이 그 우수한 경제성으

로 인해 이미 제한치 가까이 운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력 수요가

기준안에 비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비례해서 원자력 발전량도 증가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른 발전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배출 제약을

도입하는 경우， LNG 발전의 감소 추이가 다소 완화되며 풍력발전은 꾸준히 증

가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풍력

발전 건설비에 대한 가정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매년

2%씩 풍력발전의 건설단가가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건설단가의 감

소에도 불구하고 기준안에서는 풍력발전이 전력계통에 투입되기에는 풍력발전

의 경제성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 제약을

도입하게 되변 경제적인 발전원인 유연탄화력의 건설이 제한을 받게 되어 나머

지 발전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뛰어난 풍력이 도입된 것으로 판단된

다.

원전의 지역경제파급효과의 분석결과/ 울진군의 총산출액에서 울진원전으

로 인한 산출파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48%로 추정되었고/ 울진3，4호

기가 계통에 투입된 2000년 이후에는 울진원전의 기여 비중이 약 60%률 상회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임금소득파급효과의 측면에서의 원전의 비중은

약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 울

진원전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매우 큰 것을 알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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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ONCEPT FOR 2007-2008 CYCLE

1. Title of Proposed Project: 

2. Needs: 

Sustainability in the energy sector is one of the high priorities in the 
Member States in the region. In the achievement of this objective, the 
manner in which energy is produced and consumed is of crucial importance. 

Assuring the security of energy supply is becoming an increasingly difficult 
challenge as the energy resources is limited confronting the drastic increase 
of energy demand in the region.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lso requires careful exa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dimension. It includes not only energy security but 
also the issue of access to energy services, social problems that may 
resulted due to price shifts in the energy sector, as well as energy related 
land use.

At the same time, the consumption of energy inevitably creates 
environmental problems. 
International communities have shown strong concerns over the sustainability 
issues in the energy sector. For example, the Nin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 in New York on April 
2001 has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its principal theme.

One of the most challenging concerns ove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energy sector is raised by th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dopted in 1997. The protocol 
calls for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at will come into 
effect on 16 February 2005.The policies of Annex I Countries under the 
protocol will affect challenges and constraints faced by most of the RCA 
MSs in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particular, measures under the 
frameworkof climate change may open opportunities for most of the MSs in 
terms of energy resources,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and advanced 
technologies.  



Performance Indicators Means of Verification

 National teams capable of 
conducting analysis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s

 Transferring of methodologies 
and computer models 

 Final country reports presented 
and regional workshop and also 
possible national seminars;

 Policy recommendations with 
regards to maintaining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s

This project can be helpful forMember States to assess the implications of 
these measures for thei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and to 
design appropriate response strategies.
 

3. Specific Objectives (Goal):

The specific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strengthe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Ss under the post-Kyoto era by assessing the role of 
nuclear and other energy options and evaluating the resources for 
energy-related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concerns.

The primary goals of the project are to: a) enhance the capabilities of the 
RCA Member States to elaborate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s, b) conduct national studies to set up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taking into account the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and c) provide recommendations on appropriate 
ac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national objectiv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 Linkage of the project objectives to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is project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sustainability in terms of 
resources for energy-related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concerns including 
GHG emissions for Member States. Therefore, the project will help in 
fulfilling the Millennium Declaration goals of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and "Protecting Our Common Environment".

5.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ir means of verification:
 

The follow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ir means of verification will be 
applied:



6. Expected impact of the project:

Integr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plan with climate changes 
concerns through:  
 Enhanced capabilities of RCA Member States to elaborate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especially combining climate changes and energy sector 
issues.
 Provision of the recommendations on the appropriate actions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concerning energy sector development

7. Steps to be taken to make the benefits of the projects sustainable:

National workshop/seminarwill be held in order to disseminate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8. New project or an extension:

New project

9. Why Regional Activity:

The project addresses a priority need common to nearly all Member States 
as non-Annex I countries. This being the case, it would be cost-effective to 
organize regional activities combined with a limited number of expert 
missions. The regional nature of the project would also foster regional 
co-operation and facilitate analysis of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10. Nuclear technique to be used:

Nuclear power will be considered as one of viable energy option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resources 
and climate changes.

11. Potential participating Member States:

14 RCA Member States participating RAS/0/041 and Japan, New Zealand, 
and Singapore.

12. Proposed Project Duration:

2007-2008 TCAC Cycle



13. Estimated Budget of the Project:

A total of US$ 400,000 (IAEA) for the following activities.

February 2007: One week Project Planning Meeting (PPM) to discuss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sustainable use of energy under the framework of 
the climate changes; set up the work plan for the project; and consolidate 
MS commitments in terms of hosting project activities.
May 2007: Three weeks Regional Training Course (RTC) on applications of 
appropriate IAEA tools for conducting studies.
November 2007: One week Regional Seminar (R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discuss the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proposed by MSs.
May 2008: Three weeks Advanced Regional Training Course 
(ARTC)/Workshop on applications of appropriate IAEA tools for conducting 
studies.
Various Dates: National Seminars (Expert Missions (EMs) to MSs are 
required as needed).
November 2008: One week Project Final Review Meeting (PFRM) to 
present and review final project results.

14. Proposed Project Lead and Assistant Countries and Coordinators:

Project Lead Country: Korea
Assistant Lead Country: Pakistan 
Project Coordinator: Dr. Man Ki LEE
Assistant Coordinator: Dr. Farzana Naqvi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RAS2005005)

Project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strengthe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Ss under the post-Kyoto era by assessing the role of

nuclear and other energy options and evaluating the resources for

energy-related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concerns. The primary goals of

the pr이ect are to: a) enhance the capabilities of the RCA Member States to

elaborate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s, b) conduct national studies to set up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taking into account the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ptions， and c) provide recommendations on appropriate ac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national objectiv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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Â Design Element Indicator Means of Verification Assumptions

Outcome

Integrated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plans 

with considerations of 
climate changes concerns.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elaborated to 

especially combine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tor 

issues. Recommendations to 
assist national policy 

decisions concerning energy 
sector development

The energy plans 
developed by the 
Member States

Reports containing 
the energy plans 

developed

The participating 
member states 

successfully develop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nergy plans 
and strategies using the 
expertise provided under 
the project. The policy 
makers apply the plans 

and strategies for 
energy development.

Application of the 
energy plans

Reports on national 
energy policies

Output

Results of the analysis 
carried out by the 

particpating Member States 
on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s which will provide 
specialist information for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positions in international 
climate debates and for 

assisting in negotiations on 
climate change

Analyses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by 
each participating 

Member State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

     
 

 Final country reports 
presented.

Participants of the 
training courses will 

acquire the expertise 
needed to apply the 

tools and methodologies 
and will use the 

knowledge gained to 
carry out anaysis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in their 
own countries.

Activity

One week Project Planning 
Meeting (PPM) to discuss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taking into 
account the climate change 

issues; set up the work 
plan for the project; and 

consolidate MSs 
commitment in terms of 
project implementation.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meeting
Meeting report

The meeting training 
courses and seminars 

will be held as planned 
and will produce the 

desired outcomes.

Appointment of National 
Project Teams and 

development of National 
Work Plans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Number of Member 
States who have 

appointed National 
Teams and 

developed national 
plans

First six monthly 
report submitted by 
the National Project 

Coordinator

The Member States 
failing to appoint 

National Project teams 
and to develop national 

work plans - Risk

Two weeks Regional 
Training Course (RTC) on 
applications of appropriate 

IAEA tools for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Training course

Training course report



Â Design Element Indicator Means of Verification Assumptions

One week Regional Seminar 
(RS) to review progress on 

national studies on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seminar

Report of the 
seminar coordinator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Work Plans by the 
participating Member State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identified 
activities of the 

Work Plan

Six monthly progress 
reports submitted by 
the National Project 

Coordinators

The member states 
failing to implement their 

national work plans - 
risk

Advanced Regional Training 
Course (ARTC)/Workshop 

on applications of 
appropriate IAEA tools for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2 

weeks)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training course
Training course report

National Seminars on 
sustainable energy planning

Number of national 
seminars held

Reports of the National Project Coordinators

Meetings to review progress 
on national studies on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Number of national 
progress review 
meetings held

Reports of the National project Coordinators

Meetings to review progress 
on national studies on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Number of national 
progress review 
meetings held

Reports of the National Project Coordinators

Final Project Review 
Meeting to present and 

review the project results.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meeting
Meeting report

Input
Travel and DSA for participants of the Project 

Planning Meeting

Adequate resources will 
be available to deliver 

the planned inputs
Travel and stipend for participants of the RTC on applications of appropriate IAEA tools for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Travel and DSA for participants of the Regional Seminar (RS) to 

review progress on national studies
Travel and stipend for participants of the RTC on applications of appropriate IAEA tools for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Expert Mission to support National Seminars

Travel and DSA for participants of Final Project 
Review Meeting



Progress report on the RCA Energy Project

"Tracing Future Sustainability Paths through Nuclear and Other Energy 

Options (RAS/0/041)"

1. Objectives of the project
The overall objectives are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RCA Member States to 

undertake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The specific objectives are to help Member States 
establish national Energy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ISD), conduct a national 
study to assess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achieving a balance in the development ofthe 
energy sector,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o national authorities on response actions 
consistent with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2. Overview of the project
The project was designed to be carried out for the two year period of 2005 and 2006. 

As an overview of the project, in 2005, national EISD is scheduled to be established. 
Based on this indicator, scenarios will b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nd finally the scenarios will be developed in lin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6, based on the developed scenarios, energy options will be assessed 
for designing future sustainable energy paths.

3. Participating Member States
There are 13 Member States participating to the project:
Bangladesh, China, India, Indonesia, Korea, Malaysia, Mongolia, Myanmar, Pakistan,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and Vietnam

4. National commitment
All participating countries have given a high priority to energy planning in their Country 

Programme Frameworks (CPFs). Some Member States (China, India, Republic of Korea and 
Pakistan) have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and funds have been allocated for 
national institutes to conduct studies on nuclear energy development planning. 
SeveralMember States including Indonesia, and Vietnam have strong national plan to 
consider nuclear power as an option for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Others without nuclear power have demonstrated interest in improving their energy 
planning capability. 

5. Work Plan of the Project 
In order to implement the overview of the project, following activities were scheduled:
-Project Planning Meeting: Pakistan, Feb. 2005
-Regional Training Course: Korea, May 2005



-Regional Seminar: Indonesia, April. 2006
-Regional Workshop: Philippines, May. 2006
-Final Regional Seminar: 
-National Seminars

We have completed our work of 2005 on the work plan. Project Planning Meeting was 
held in Pakistan on February, and Regional Training Course was held in Korea on May in 
2005.

In parallel with the activities, national seminars were held during the first period of the 
project. 

6. National Seminars
During the Project Planning Meeting held in Pakistan on Feb 2005, all of the 

participating MSs agreed to hold national seminar. The national seminar was identified to 
be of importance not only in getting feedback and disseminating the project results within 
the country, but also in sharing national experiences among MSs.

The assistance from the Agency in providing services of technical experts wasalso 
identified to be helpful for MSs to get more benefits from the national seminar.

Among the 13 MSs, two MSs held their national seminars, and the results of the 
seminar were provided to the other MSs. We believe that sharing national experiences with 
other MSs is one of the great advantages the regional project can provide. 

7. Progress and achievement in 2005 
Participating countries have formednational team, conducted national studies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is project and conducted national seminars to share EISD concepts and/or 
methodology based on their national work plan. In detail, EISD specific to MSs were 
established, and the national scenarios were generated in lin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most all of the MSs.

The concepts and methodologies were recognized in almost all of the MSs as a useful 
tool to be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energy planning framework of MSs.

8. Conclusio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has been satisfactory with the good collaboration among MSs 

by exchanging information and sharing experiences. Almost all of MSs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project at the national level. The Member States expressed the usefulness of the 
work activities carried out under the project in 2005. The methodologies and concepts 
adopted in the project hav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cenarios in 
lin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oject Planning Meeting helped in setting up the scope and outline of the national 
study and in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team for the training course held in Korea on 
March in 2005. The Regional Training Course provided MSs with the expertise on the 
methodology, essential to carrying out 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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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 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의

경제성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성분

석과 더불어 전력시스템으로서의 원자력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사회

적 측면에서 원자력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미래 전력시스렘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분석/ 원자력연

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원자력발전의 지역경제 기여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경제성 관련 국제기구 활동 중에서 원자력에너지의

활용 및 경제성 평가방법론에 대한 국제적인 협동연구의 내용을 소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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