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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 경제성 분석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   요성

재  세계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문제는 에 지기술

과 국가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탄소 녹색기술을 이용하여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정책 목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 녹색기술인 원자력의 역할에 을 맞추어 력공

원으로서의 정 원 비  분석  련 비용요소들의 체계  분석을 통해 

원자력에 지의 국가경제 기여효과를 합리 으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

III. 연구개발 내용  범

본 연구는 크게 기후변화 약 응을 한 원자력의 역할  정원 비

 분석, 원 사후처리비용분석, 연구개발 성과  사업타당성분석 분야로 나  

수 있다.

기후변화 약과 원자력 련 주요 동향분석에서는 Post-2012 이후의 기후

변화 응 주요 국제체제에 한 비교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의 

원자력에 한 국제사회의 인식변화  망을 요약하 다. 

원자력의 정비 분석에서는 미래의 력수요, 화석연료가격 망 등에 

한 주요 변화 요인들이 력시스템 구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과 함께 



MESSAGE 산모형을 이용한 환경규제하의 정 원 비 을 평가하고자 하

다. 

원 사후처리비용 분석 분야에서는 먼  원 사후처리비의 국제비교를 통

해 기사업법에 의한 원 사후처리충당 의 규모 정성을 평가하 다. 한  

재 립하고 있는 충당 을 기 으로 할 경우 력수 기본계획의 경제성 분

석 입력자료에서 어떻게 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한 분석을 통해 원 사후

처리비의 경제성평가용 비용을 산출하 다.

연구개발 성과  사업타당성 분석 분야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용

되고 있는 비타당성 제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기술의 경제성분석방법(편익추

정)에 해 정리하 다. 한 본 연구원의 주요 사업인 SMART, RI생산 용로 

둥에 한 비  경제성분석의 수행결과를 요약하 다.

IV. 연구개발 결과  활용에 한 건의사항

발리로드맵의 채택에 따라 선․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범지구 인 장기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09년 말까지 설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한 내에 이를 달

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망되고 있고 단지 감축목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

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상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이 CDM, JI 등의 수단으

로 인정될 경우에 비하여 원자력에 한 더욱 극 인 내외 정부정책방향

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력수요 망, 연료가격 망,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연간 최  투입

허용 원  용량 등의 변수들은 미래의 원  유율 망에 결정 인 향을 주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인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 2030년의 정 원

 유율은 약 45%～73%의 범 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를 통해 볼 때, 제1차 국가에 지기본계획(~2030년)에 의한 ‘30년 59%의 원

유율 비 은 정 범 내에 있다고 평가되지만 원 설비의 규모에 있어서는 

미래의 력수요에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탄력 인 정책 응

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재 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처분비, 원 해체 철거

비,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 등의 추정비용은 외국의 자료를 통해 분

석한 결과 정한 수 임으로 명되었다. 한 충당  산식의 분석을 통해 



재 립하고 있는 충당 은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력수 기

본계획과 같은 경제성 분석의 입력자료로의 활용은 하지 않음을 지 하

다. 원 사후처리의 경제  비용 산출결과, 원 사후처리비의 발 단가는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2.81원/kWh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44원/kWh로 1.37

원/kWh가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 원 사후처리비의 구성항목  

사용후핵연료 처분비(0.969 원/kWh)가  총비용의 6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 사후처리비의 경제  비용 분석결과는 향후의 력수

계획 수립시 합리 으로 반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자원의 효율  배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편, SMART의 경제성은 SMART의 건설비, 경쟁 발 원의 연료비에 의

하여 주로 향을 받으며, 제4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용하고 있는 LNG 연

료비가 약600$/톤임을 고려하면 SMART 330MWth의 건설비가 기  건설비 

1,714($/kW)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하여도 경제  우 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원유가격이 50$/bbl까지 하락하여도 SMART는 석유발 에 비하여 충분히 경제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RI 생산 용로의 경우, RI 생산 용로의 운  수명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할 경우 이로 인한 총 국민경제 기여액은 4조 4,460억원

으로 추정되었으며, RI 생산 용로의 건설비는 1,600~2,000 억원, 연간 운 비

는 150~200 억원으로 추정되므로 수명 운 기간인 20년 동안에 발생하는 총비

용은 약 4,600~6,000 억원으로 추정되어 RI 생산 용로 사업의 경제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타당성평가 방법론 조사에서는 비타당성제도가 경제성 평가에 많은 

비 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도 기술  타당성

과 함께 경제성평가 부문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술의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을 통해 원자력연구개발기술이 기여하는 

경제  효과 분석을 극 으로 확 ․추진해야할 것으로 단되었다.



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Economic Analysis of Nuclear Ener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concerns on the global warming issu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bringing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national economy 

including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connection, the green 

growth mainly utilizing  green technology, which emits low carbon, is being 

initiated by man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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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economy from nuclear energy attribu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green technology, to which nuclear energy belong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e study covers the role of nuclear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s, the proper share of nuclear in the electricity sector, the cost analyses 

of decommissioning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the analysis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uclear R&D including cost benefit analysis. 

The role of nuclear energy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s includes 

the comparison of major international regimes, which are expected to come 

in the Post-2012 regime. This part also includes the prospects of the role of 

nuclear energy in this field with the increasing awareness that nuclear can 

be one of useful means to control GHG emissions.



The section on the proper share of nuclear energy in the electricity 

sector includes the effects on the power mix, the volatilities, coming from 

major parameters including forecasted electricity demand and future fossil 

fuel prices, are expected to have. The study also includes the effects on the 

power mix from the probable regulations on CO2 emissions by using a 

computer code, MESSAGE, which is being widely used in many countries.

The section on the cost analysis of decommissioning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cludes an evaluation on the provisions secured by the 

enforcement of the Electricity Act for decommissioning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he international comparisons were made focused on if the 

amount and scale of the provisions secured in Korea is appropriate. This 

study also includes how to transfer the estimated provisions given in the 

electricity act to the economic cost by providing empirical results, which can 

be used in the national electricity plan.

In the analyses on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nuclear R&D,  

economic analyses methods are summarized for the economic evaluation of 

the technologies, which are being researched and developed. The economic 

analyses methods surveyed in this study include the summary on how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s required to be processed and performed for 

the national R&D projects. This part also includes the economic evaluation 

on the promising two projects. One is the development of SMART, the 

other is the construction of the Reactor designed for producing only 

Radioactive Isotope. These two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b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The adoption of Bali road map in the 13th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nsured the long-term reduction target of GHG emissions to be established 



by the end of 2009 by requiring participation of not only developed but 

also developing countries together in the efforts to achieve the GHG 

emissions reduction target on a global basis. However, the fulfillment of the 

Bali road map is expected to be difficult by the end of 2009. Instead, it is 

expected that only the guideline for GHG emissions target can be 

established. Meanwhile, national policy should be well prepared in case 

nuclear is permitted to a technology adopted at the flexible mechanism 

including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Joint Implementation).

It is analyzed that several parameters have a great effect on the share 

of nuclear power in the electricity sector. They includes forecasted electricity 

demand, prospects of fuel prices in future, regulations on CO2 emissions 

and the maximum allowable unit of nuclear power in a year. Taking into 

account of these variations, the proper share of nuclear out of total power 

generation is estimated to be ranged from 45% to 73% in 2030. The share of 

nuclear power estimated in this study is in line with the share of nuclear, 

59%, in 2030, suggested by the 1st Basic Plan for National Energy, which 

was established in 2008.

The provisions secured by the enforcement of the Electricity Act for 

decommissioning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re evaluated if they 

are relevant comparing with the cas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this study made an effort to take a close examination at the 

equations specified to secure provisions, which are enforced by the 

Electricity Act. The examination taken at this study reveals that the 

provisions enforced by the Electricity Act are irrelevant to transferring them 

into an economic cost, which can be used as an input data in the national 

electricity plan. It is because the provisions enforced by the Electricity Act 

do not take into account an opportunity cost. In this sense, they are said to 

be an accounting cost, not economic cost. The resulting estimated cost shows 

that the levelized power generating cost in terms of decommissioning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s 1.44won/kWh, which is 1.37원/kWh less 

than 2.81won/kWh, the cost used in the 3rd Basic Plan of Long Term 

Electricity Demand & Supply. Spent fuel disposal cost is estimated to be the 



largest, accounting for 67% of the total decommissioning and waste 

management cost, followed by a dismantling(22%) and a low/medium 

radioactive waste (11%). The estimated costs done by this study were fully 

incorporated into the input data adopted at the 4th Basic Plan of Long 

Term Electricity Demand & Supply, which was established in 2008. This 

means that this study made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electricity plan.

The economics of SMART was identified to be largely affected by both 

the construction cost of SMART and fuel costs of the alternative power 

options. It is estimated that SMART maintains an economical advantage over 

LNG power option even if its construction cost increases 4 times as high as 

the reference construction cost of SMART, 1,714($/kW), as long as the LNG 

price remains at around 600$/ton, which was adopted at the 4th Basic Plan 

of Long Term Electricity Demand & Supply. In comparison with oil power, 

SMART is identified to be much more economical, as long as oil price is 

above 50$/bbl.

The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from RI production reactor is 

estimated to 4,446 billion won, which exceeds by great margin the total cost 

of the RI production reactor including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costs 

over its lifetime, which is estimated to around 460～600 billion won.

It is surveyed that more priority becomes given to an economic aspect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n the national R&D projects. In this 

connection, it is suggested that an economic contribution from nuclear R&D 

should be extended and actively evaluated by using appropriate 

methodologies, which are relevant in addressing how to quantify the 

performance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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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제 에 지 가격  수 의 격한 변화로 인해 에 지원의 안정 인 확

보 문제는 세계 각국의 정책 우선순 가 되었다. ‘08년 상반기에는 원유의 국제

가격이 국,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격한 수요증가에 

의해 배럴당 150달러에 근 하 으나 연말에는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요감

소 망에 따라 배럴당 40달러 이하로 수직 하락하는 변동성을 나타냈다.

안정 이고도 경제 인 에 지원의 공 은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통해 효

율 인 국내 경제정책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생산원가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경제 반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된

다. 한편, 국제  이슈의 심에 서 있는 기후변화 약과 기후변화 응에 한 

문제는 에 지자원의 확보 략  사용방법에 한 정책방향 결정에 커다란 

향을 주게 된다.

‘08년 8월 제1차 국가에 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30년까지 우리나라의 

장기 에 지정책의 기본방향이 수립되었는데 이는 신재생에 지개발계획, 력

수 기본계획 등의 다른 에 지 련 계획수립의 기 가 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 지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기후변화 응  탄

소 녹색성장의 견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 지공 원의 확보

에 있어서는 원자력발 과 신재생에 지의 확 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에

지생산  소비의 효율성 개선은 모든 정책수단의 상 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 지정책과 력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원자력의 역할  정 원 비 을 평가함으로써 효율 인 정책수립과 자원배

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다.

제2장에서는 기후변화 응을 한 정 원 비 의 분석을 수행하 는데 

여기에서는 미래의 력수요, 화석연료가격, 환경규제의 강화 변수들을 상으

로 한 향평가에 을 맞추었다.

제3장에서는 원자력발 단가 평가에 있어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원

사후처리비 즉, ․ 방사성폐기물처분비, 사용후핵연료처분비, 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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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철거비 등의 비용요소에 한 행 립 의 정성 여부를 분석하 다. 

한 이들 비용이 미래의 력수 계획수립을 한 산모형에서 어떻게 고려

되어야 하는지에 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과다비용 용문제를 지 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

제4장에서는 연구개발사업에 한 비타당성제도를 검토하고 연구개발성

과의 분석방법론을 검토․요약하 다. 이는 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경

제  성과 제시에 한 정부의 요구조건의 강화에 비하기 함이다. 한 사

례분석으로서 해수담수화사업과 방사성동 원소생산 용로 사업에 해 비

인 경제성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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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및 

적정원전비중 분석

산업 명의 시작은 산업활동의 증가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를 래하

고 이는 지구온실가스 배출증가와 함께 지구의 평균온도를 상승시켜왔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 100년 동안(1906년~2005년) 지구의 평균

온도는 0.74℃ 상승하 으며, 기후변화에 한 정부간 의체인 IPCC 제4차보

고서(AR4)에 의하면 21세기 말까지 최  6.4℃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해수면은 

최  59c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망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세계의 평균보다 훨씬 큰 것으로 측되고 있

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은 OECD국가  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온실가스배출에 한 극 인 응방안이 요구되고 있

다.

제1절 기후변화대응과 원자력

1. 기후변화대응관련 주요 국제 체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감축 문제가 주요 국제회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등장

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제13차 유엔기후변화 약 당사국총회(COP13)에서 채

택된 발리로드맵은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감축에 해 2009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 약(UNFCCC)의 교토의정서에 의해 Annex B에 속한 국가

들이 2008년~2012년 기간동안 1990년 비 평균 5.2%(-8% ~ +10%의 차별화된 

감축목표)의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감축 방안에 해서는 지  논의가 진

행 이며 이는 유엔을 심으로 하는 유엔 로세스와 미국 주도의 MEM(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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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es Meeting)체제로 크게 나 어 구분할 수 있다. 

가. 유엔 프로세스

제13차 기후변화 약 당사국총회(COP13)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

의(MOP3)에서는 Post-2012 기후변화 체제에 한 발리로드맵(Bali Action Plan)

을 마련하 으며, 2009년 11～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기후변

화 약 당사국 총회 때까지 Post-2012에 한 상을 마무리하기로 하 다. 즉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유엔 로세스는 발리로드맵의 결정 사항

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진국이 참여하는 “의정서트랙”과 선진

국-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 약 트랙”의 두 가지 트랙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

다. 

선진국들이 참여하는 “의정서 트랙”에서는 선진국들의 추가 감축에 한 

논의를 한 것으로 2008년 4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의 워크샵 개최를 통해 

2009년까지 선진국 체의 감축규모, 국가별 수량  감축공약  공약기간에 

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하 다. 다른 하나의 트랙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

두 참여하는 “ 약트랙”인데 어떤 형태로든 개발도상국들도 온실가스감축 논의

에 참여하게 되어 이에 한 기여 방안을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나. 주요국회의(MEM) 프로세스

미국은 자국의 실리를 해 교토의정서에 비 하지 않았고 UNFCCC 주

도의 기후변화 상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최 의 온실가스 배출국으

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의 상이 되어 왔다. 미국은 기후변화 응이라는 국제

인 흐름에서 주도권을 갖고자 유엔 로세스와는 별도로 온실가스 량배출국 회

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회의는 2007년의 G8 회의 직 에 온실가스 다량배출

국 심의 장기 목표설정을 한 회의를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차 회의

는 2007년 9월 워싱턴, 제2차 회의는 2008년 1월 하와이에서 그리고 최근의 회

의는 2008년 7월 G8 정상회담(일본 도야코)과 연계하여 회담의 마지막날

(’08.7.9)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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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의 주요 국가를 보면 에 지 다소비국이자 온실가스 다량배출국인 

16개국(미국, 국, 이태리, 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 G8 국가)  

한국, 호주, 국,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공, 멕시코, 라질 등 8개국)과 EU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로벌 장기목표, 기 국가온실가스감축 책임과 행

동, 기술 력과 산업별 근방식, 응/삼림/재무  지원/측정 등에 한 것으

로 되어 있다.

‘08년 7월 G8회담 마지막날 MEM회의에서는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반이상 감축”이라는 비 은 공유하 으나, 국, 인도 등의 반 에 

부딪  온실가스 감 장기목표치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 다. 다만, CO2 

감축과 련된 장기 목표의 경우, IPCC의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선진

국의 경우 국가별 총 삭감목표를 설정,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배출량 증가를 통

제하며, 개발도상국은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 응을 취하자는 데에 합

의하 다. 미국이 주도하는 MEM회의는 UN 로세스와는 몇 가지 에서 차

이 이 존재하는데(표 2.1-11)), 가장 큰 차이 은 UN 주도의 post 교토체제가 

구속  국가 감축목표 설정을 제로 하고 있는 반면 MEM회의는 비구속  국

가목표 설정을 제로 하고 있다는 이다. Post-2012 체제에 한 상과정은 

향후 유엔 심의 로세스와 미국 주도 로세스가 병행되다가 이후에는 유엔 

로세스를 미국 로세스가 보완하는 형태를 통해 국제  합의에 이를 수 있

을 것으로 상되고 있다.

구 분 유엔 로세스 (EU주도)  주요국회의 로세스 (미국주도)

목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기후변화, 경제성장, 에 지안보의 

통합  고려

감축목표 구속 (binding) 비구속 (non-binding) 

목표 설정 방법 Top down의 강제  방식  Bottom up의 자발  방식

이행방식 배출권거래 활성화 강조 청정기술 개발  이  강조

주요 건 미국․ 국 등 참여여부 유엔 로세스와의 조화

참여국의 

배출량 비

세계 총 배출량의 30%

(미국  개도국의 참여 구 ) 

17개국 모두 참여시 상 기단계 

세계 배출량의 80% 차지

표 2.1-1 유엔 로세스와 미국 주도 로세스의 주요 쟁  비교

1) 기획재정부, 외국의 기후변화 응 황과 정책  시사 , 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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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제회의와 기후변화 이슈

가. G8 정상회담(일본 도야코)

G8 정상회담은 G8 정상  EU 원장이 매년 참여하여 국제 인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08년에는 7월 7일~9일 기간에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G8 회담의 주요 의제  하나가 기후변화로 주요 합의 

사항은 2050년까지  세계 CO2 배출량의 반 이상 삭감 목표의 공유와 유엔

기후변화 약 조약국과 함께 구체  행동목표를 채택하는데 노력하기로 한 것

이다. G8 정상회담에서는 G8+3(한국, 국, 인도) 에 지 장 회의도 함께 개최

되었는데, 여기에서 에 지 안보와 기후변화 응을 해 원자력의 확  필요

성이 강조되기도 하 다.

○ 개요  배경

1975년 랑스에서 개최된 6개국 회담을 출발 으로 하고 있으며 1998년 

부터 독일, 러시아, 미국, 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랑스 등 선진 8개국

의 정상과 EU 원장이 매년 모임을 갖고 정치, 사회, 경제를 망라한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해 회담 후 성명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정상회담은 각국 리더의 회담이지만, 사 에 각국의 외무  재무장  회

의 등 다양한 일련의 회담을 수반하고 있다. 한편 정상회담의 의장은 각 나라

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2008년은 일본이 의장국이었으며, 지난 

2000년 큐슈․오키나와 회담을 포함하여 번까지 일본은 의장국을 5번째 맡게 

되었다.

‘08년 회담의 주요 참가국으로는 G8  EU 원장, 신흥국으로서 라질, 

국, 인도, 멕시코, 남아 리카, 의장 청국으로 인도네시아, 한국, 오스트 일

리아, 이외에 아 리카의 알제리, 에티오피아,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

리카, 탄자니아, 아 리카연합( 원장) 등이었고, 국제기 으로는 유엔, 국제통

화기 , 세계은행, OECD, IEA 가 참여하 다.

정상회담의 주요 안건으로는 첫 번째로 에 지와 련된 세계 경제 문제 

 이의 해결방안 모색, 환경  기후변화에 한 응체제, 개발  아 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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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문제, 핵문제와 련된 정치  이슈 등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기후변화

응에 있어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 참여 필요성과 함께 후쿠다 총리의 

‘Cool Earth Promotion Program’2) 제안  ‘ 탄소 사회로서의 일본을 추구하

며’3)를 발표함으로써 Post-2012체제에서의 방향성에 한 논의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 G8 정상회담 련 주요 회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에 각 분야별로 장 회담이 개최되고 있으며 이

에서 주요 회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청정에 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한 장  회의(G20) 

(’08.3.14-16, Chiba) : 20개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G20)의 환경/에 지 

2) Post-Kyoto 체제, 국제환경 력  신을 통해 이행

3) 일본의 장기 목표, 신기술개발, 진보기술의 보 , 배출권거래의 실험  도입을 제안



- 8 -

장 과 국제기 , 산업계, NGO/NPO 표 등이 참가하여,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에 하여 논의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기술, 이낸스 

 투자,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응체제(지속가능한 탄소사회로의 

이동)를 에 논의의 을 맞추었다.

- 환경장  회의(’08.5.24-26, Kobe) : 주요 논의사항은 기후변화 응에 

련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실효성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해 공평한 목표설정방법론, 탄소

사회 만들기, 공해 책  온난화 책의 지속 추진, 응을 한 개발

정책 등에 한 주제

▪ 기술 신, 생활 방식, 생산  소비패턴, 사회 구조의 신 등 탄소

사회를 실 하기 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성

▪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응 체제

▪ G8은 2050년까지 장기 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의 반으로 

이는데 합의함

- 에 지장  회의(’08.6.7-8, Aomori) : 논의의 주요 주제가 에 지안보  

기후변화에 한 문제이고 세계의 에 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의 

신흥국의 부담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 인도, 한국을 G8 

에 지장 회의에 청하 다. 본 회의에서는 원자력의 평화  이용의 

확 에 합의하 고 원자력의 이용  핵확산방지에 해 다음과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원자력은 에 지 안보와 기후변화 응을 한 요한 수단임을 인식

하고,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확 키로 함

▪ 원 의 안 성 강화를 한 기술개발 필요성에 해 인식을 같이하여, 

참가국  유보입장을 견지한 독일을 제외하고는 원 을 사용치 않는 

이태리를 포함,  회원국이 이에 동의함

▪ ‘3S(핵비확산, 원자력안 , 핵안 보장)’를 제로 한 신흥국의 도입 지

원에 해서 각국이 력하기로 하고, 7월 홋카이도 도야코 정상회담

에서 신흥국의 원자력발  도입기반 정비에 한 국제 이니셔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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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창할 방침임

▪ 탄소에 지의 범주에 재생에 지, 친환경 화석에 지  원자력이 

포함될 수 있음

 * 에 지효율향상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원유 공  확  구

 * 기후변화와 에 지안보에서 이산화탄소 회수․ 장(CCS)의 역할을 인

정함

- 과학기술장  회의('08.6.15, Okinawa) :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탄소사

회의 실 을 한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국제 력의 강화, 연구개발 

자원의 력  아 리카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 력 등이 있다.

- 외무장 회의('08.6.26~27, Kyoto) : 주요 사항으로는 북한의 완 한 핵폐

기를 구하고, 북핵 6자회담 로세스의 진 을 면 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 다. 한 북한과 이란의 핵비확산문제  수

단 다르 르문제, 동평화진 방안 등에 해서도 논의하 다.

○ 원자력 련 주요 이슈

G8회담에서 원자력과 련된 주요 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에 지 안 보장과 온난화 책의 에서 원자력발 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확 키로 하 다.

∙ 청정에 지 진과 련 재생에 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 도 에 지 

안 보장과 기후변화문제에 크게 기여함을 확인함 

∙ CO2의 분리․회수(CCS)와 선진  원자력발  등 신  기술 개발을 

국제연  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함 

- 북한의 완 한 핵폐기 구와 함께 북핵 6자회담 로세스의 진 을 

면 으로 지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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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PCC 총회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한 정

부간 의체)는  세계 정부들에게 기후 련 지침을 제공하기 하여 1988년 

UN이 설립한 기 이다. IPCC는 세 개의 실무단(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기후변화의 과학  기 , 기후변화의 향과 응  취약성, 기후

변화의 완화라는 주제에 해 보고서를 발간한다. 1990년에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험을 포함한 1차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1995년과 2001년에 각각 

2차와 3차 보고서를 발간하 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제4차보고서(2007.5.4)에서

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도 높게 기후변화에 해 경고하 으며, 에 지 부문 

 온실가스 감기술로서 원자력을 명시하고 있다. 제5차 평가보고서는 2014

년에 발간될 정이다. IPCC 보고서는  세계 정책결정자들에게 기후변화 

련 지침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후변화와 련된 평가를 지속 으

로 수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있어 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최근에

는 2008년 9. 1 ~ 9. 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9차 IPC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IPCC 부회장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IPCC 부의장국 진출은 IPCC

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향력이 증할 것이라는 에서 우리나라의 입장과 국

익이 지켜지고 반 될 수 있도록 국제  논의의 리더십을 발휘해나갈 수 있는 

발 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4). 제30차 IPCC 총회는 2009년 4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정이다.

3. 기후변화협약 과정에서의 원자력

제6, 7차 기후변화 약 당사국총회(COP6, COP7)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원자력기술이 교토메카니즘에서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즉 2008년-2012년 기

간 에는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의 활용

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Post-2012에서의 온실가스감축방안에

서는 원자력을 비롯하여 이산화탄소 회수  장(Carbon Capture & 

4) 기후변화정보센터, Climate Change News, 2008.9. 계명  이회성 교수가 IPCC 부회장으로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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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stration : CCS) 기술을 교토메카니즘과 같은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에 

해 논의 에 있다.

즉, 2007년 12월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에서 발리로드맵이 채택됨에 

따라 기후변화 약의 틀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범지구 인 

장기 온실가스감축목표  방안에 해 2009년 말까지 정하기로 하 고 이러한 

틀 내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온실가스감축기술로 인정되는 지에 한 결론을 내

려야 할 것으로 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모범 인 온실가스감축 목표  실천계획을 간 으로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발 이 우리나라 1차 에 지 소비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을 고려할 때 원자력기술의 온실가스감축 수단으로의 인정 여부는 우리

나라의 기후변화 응 국가정책 수립시에 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08년에 이루어진 기후변화 약 상과정을 평가할 때 Post-2012에서의 원

자력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08년 6월 독일의 본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약의 하부 조직인 과학기술

자문보조기구(SBSTA)  이행보조기구(SBI) 회의에서 원자력, CCS, 

LULUCF (Land Use and Land Use Change and Forest) 등을 

Post-Kyoto 체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에 해 논

의를 하기로 결정하 음

- ‘08년 8월말 원자력, CCS, LULUCF 등에 한 논의 결과, 원자력을 

CDM과 JI에서 동시에 고려하자는 제안을 비롯하여 논의를 한 감축

수단  용에 한 목록 작성을 추진하 음

- ‘08년 말까지 Post-Kyoto 체제에서의 감축수단들에 한 목록 토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들에 한 최종 인 결론은 2009년이 아니라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망됨

재까지의 진행상황을 평가해 볼 때 발리로드맵에 따른 2009년 말까지 

각국별 감축목표치의 설정은 어려울 것으로 망되는 반면 감축목표의 가이드

라인에 한 윤곽이 설정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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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별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치의 설정 문제는 원자력, CCS 등의 감축

수단 인정여부에 한 논의 결과에 따라 커다란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치 설정 문제와 원자력기술을 감축수단으로 인정하고 

이를 유연성체제에 포함시킬 지의 문제는 직 으로 연계되어 있어 2009년까

지 결론을 얻기 어려울 망이고 1차 공약기간이 이행되는 동안까지 지속될 것

으로 상하고 있다.

한 일본이 극 주장하고 있는 산업부문별 온실가스감축 방안(Sectoral 

Approach)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반 하고 있지만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철

되어 이의 용이 가장 용이한 부문인 력부문에 용될 경우 원자력발 의 

역할 요성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제2절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 및 적정비중 분석

2008년 8월 확정된 제1차 국가에 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의 원자력 

발 량 유율이 59%에 달할 것으로 망되고 있으며(‘07년 원 유율은 

35.5%임) 에 지소비 감, 효율개선 등과 함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

자력발 의 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정 원자력발 량  력시스템 내에서의 원 비 을 산

출하기 해서는 국가 체의 에 지수요 측뿐만 아니라 력수요, 발 원별 

특성 등의 에 지/ 력 시스템의 내부  요인들을 비롯해 국제  환경규제 

망, 국가정책방향 등의 외부  요인들이 종합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정과 방법론 하에서 원자력 발 의 정 유율 

범 를 망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한 에 지 환경에 처하기 한 원자력의 

역할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 상황을 가정한 하나의 

안에 집 하기보다는 여러 상황에 따른 정책  응의 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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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전력수요전망 차별화에 따른 적정원전비율의 산정

력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은 우리나라 체 배출량의 약 28%(‘05년 

기 )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 산업부문으로서는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재 발 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 기여도가 이 게 높은데

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이러한 비 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므

로 력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어떠한 수 으로 안정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체의 온실가스배출량을 리하는 데에 인 향을 끼칠 것으

로 단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30년도의 발 부문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 수

으로 유지하기 해서는 원자력발 량과 설비용량이 어떠한 수 이 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 다. 즉, 력부문의 주요 목표를 2005년 수 의 배출

량을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 다. 

한편, 공 측면에서의 미래 원자력발 량을 측하기 해서는 력수요

에 한 측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의 력수요 측은 력수

요를 산업부문, 가정․상업부문, 수송부문 등으로 나 어서 측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총에 지 즉 1차 에 지수요에 한 재평가를 

통해 력수요를 추정함으로써 기존의 측결과와 비교하고 이에 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 다.

분석의 근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 어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분석 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단계  각 시나리오별 1차 

에 지와 력에 지 망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 시나리오( 안)별 기 이 되는 원 유율  발 량, 온실

가스배출량을 산출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2005년도의 력부문 온실가스배출량을 과하는 부분은 원자

력발 과 신재생발 을 통해 감소시켜야 하는데 신재생발 량과 원자력발 량

의 비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 원 발 량  원 설비를 도출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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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나리오의 구성 및 미래 에너지전망치 예측

미래의 력수요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하 다. 첫 번째 시나리오

는 국가에 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용된(제2차 공청회의 1차 공개토론회 

자료) 자료를 이용하 고 두 번째 력수요 망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망치에 근거하여 1차 에 지  력수요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과

거의 실 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과 력수요증가율, 1차 에 지증가율 등이 

하게 연 되어 있고 이러한 상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용된 것이다. 따라서 의 두 가지 시나리오 각각의 경우에 해 온실가스배

출량을 억제하기 해 필요한 원 발 량  원 설비규모를 추정하고자 하

다.

의 두 가지 시나리오인 기 안과 GDP탄성치안에 한 구분은 그림 

2.2-1에 나타나 있다. 한 정부의 신재생에 지 추진 망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의 유율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재생발 량 망

은 정부의 계획 즉 제3차 력수 기본계획과 국가에 지기본계획(공개토론회)

에서의 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기 안과 GDP탄성치

안 각각에 해 신재생발 량의 정부계획규모에 따라 각각 2개의 경우가 발생

하여 총 4개의 시나리오에 한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2.2-1 분석 상 시나리오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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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안의 경우는 국가에 지기본계획의 공개토론회 자료를 직  이용할 

수 있지만 GDP탄성치안은 경제성장률과 재의 에 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GDP 탄성치안의 1차 에 지와 력

수요 혹은 발 량을 측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차 에 지와 GDP탄성치안의 1차 에 지와 력수요를 측하기 해서

는 GDP탄성치 즉 GDP의 증가율 단 당 1차 에 지/ 력수요의 증가율을 평

가해야 한다. IEA의 자료5)에 의하면 2005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구매

력지수로 표시할 때 19,837 US$(‘00년 불변가격)이었으며 이와 함께 OECD국가

들의 GDP와 1990년~2005년 동안의 1차 에 지소비/ 력수요 변화 등이 종합

으로 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1990년도의 1인당 GDP('00년 불변)가 우리나라

의 2005년도 1인당 GDP (19,837$)보다 높은 국가들을 선정하고 이들 국가에 

해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1차 에 지소비/ 력수요의 GDP탄성치를 평가하

다. 즉 OECD 선진국들의 GDP탄성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재 경제규모 

 성장률 망을 고려한 에 지 수요증가율을 측하고자 하 다. 이들 비교 

국가들에 한 GDP  에 지 자료를 요약하면 표 2.2-1과 같다.

5)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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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00년$,PPP)
국가명 1차 에 지(Mtoe) 력소비 (Mtoe)

1990년 1990년 2005년 1990년 2005년

21,482 호주 87.55 121.96 11.11 17.76 

23,290 오스트리아 25.07 34.36 3.68 4.90 

22,195 벨기에 49.16 56.65 4.99 6.90 

23,637 캐나다 209.41 271.95 35.95 43.93 

23,165 덴마크 17.90 19.61 2.44 2.88 

22,279 핀란드 29.17 34.96 5.07 6.96 

22,185 랑스 227.82 275.97 25.99 36.34 

21,504 독일 356.22 344.75 39.14 44.51 

24,538 아이슬란드 2.17 3.63 0.34 0.67 

22,199 이태리 147.97 185.19 18.46 25.88 

23,159 일본 444.47 530.46 64.57 84.63 

35,842 룩셈부르크 3.57 4.78 0.36 0.53 

22,362 네델란드 66.75 81.85 6.32 8.99 

23,237 스웨덴 47.57 52.17 10.35 11.24 

29,015 스 스 24.99 27.15 4.04 4.93 

20,721 국 212.18 233.93 23.60 29.69 

28,200 미국 1927.46 2340.29 226.49 319.95 

20,069 OECD 총계 4525.49 5547.60 547.66 769.83 

23,243 OECD 북미 2261.21 2788.77 271.06 379.12 

19,879 OECD태평양 639.16 883.10 86.19 136.28 

17,850 OECD 유럽 1625.12 1875.72 190.42 254.42 

21,731 IEA 4277.78 5255.64 528.42 743.41 

표 2.2-1 OECD국가의 GDP  에 지 자료(1990년~2005년)

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1차 에 지와 력에 지의 GDP탄성치를 

비교한 결과가 그림 2.2-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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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OECD 각국의 1차 에 지/ 력에 지에 한 GDP탄성치 비교(‘90년~’05년)

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OECD 국가들의 GDP에 한 력에 지 탄

성치는 1차 에 지 탄성치보다 반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 국가들을 

상으로 하여 GDP에 한 1차 에 지의 평균탄성치를 측정한 결과 0.55로 나

타난 반면(즉, GDP가 1% 증가할 때 1차 에 지는 0.55% 증가함) 력에 지의 

탄성치는 이보다 훨씬 높은 0.93의 평균값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분석

의 GDP탄성치안에서 2030년까지 1차 에 지와 력에 지 추정은 의 평균 

GDP탄성치를 이용하여 산출되었다. 각 안별로 산출된 1차 에 지와 력에

지(발 력량)를 요약하면 그림 2.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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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안별 1차 에 지와 발 력량의 비교(2005~2030)

의 그림에서 1차 에 지의 하단 호안의 숫자는 에 지 원단 (TOE/

백만원)를 표시한 것으로써 기 안과 GDP탄성치안 모두 부가가치당 에 지 소

비량이 지속 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기 안은 2005년에 비해 약 

50% 감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에 지원단  개선율과 비

교해 볼 때 매우 커서 실제로 실 가능할 것인지에 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나. 발전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평가

상되는 1차 에 지와 발 력량에 따라 에 지부문의 총배출량과 발

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이 산출되어야 한다. 국가에 지기본게획에서는 에 지

의 총량에 한 망만 발표했고 온실가스배출량에 한 구체 인 내용은 나타

나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1차 에 지소비 단 당 온실가스배출량 

망을 가정함으로써 미래의 에 지부문 총배출량을 계산하 다. 한편, 력부

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정부의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가정하고 있는 

2020년도의 발 량당 배출계수 목표치인 0.1076 kg-C/kWh를 용하여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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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래에 있어서 1차 에 지소비량 단 당 온실가스배출량(CO2톤

/TPE)의 수치를 평가하기 해서는 1990년~2003년 기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개선율(감소율)을 이용하 다. 이에 한 평가결과를 보면 그림 2.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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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OECD국가들의 에 지소비당 CO2배출량에 한 연평균증가율(‘90~’03)

 

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90년부터 2003년 동안에 OECD국가

들은 연평균 0.246%의 배출량감소율(1차 에 지 소비단 당 이산화탄소배출량

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주로 신재생

에 지원의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단되며 우리나라도 유럽 국

가들의 감소율을 추종한다고 가정하여 에 지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출하

다.

에 설명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2020년 후 에 지부문(총배출량)과 

력부문에 한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의 결과를 나타내면 그림 2.2-5와 같다. 아

래의 그림에서 2005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우리나라 체의 총배출량을 나타내

고 있으며 2020년 이후의 배출량 추정치는 1차 에 지의 사용에 근거한 에 지

부문의 배출량을 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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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안별 온실가스배출량의 망(배출량 목표가 없음)

다. 전력부문의 온실가스감축량 및 원전비중

‘20년, ’30년도의 력부문 온실가스배출량이 2005년도의 배출량에 안정화

시키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기 때문에 석탄과 수력, LNG발 의 유

율이 2020년의 비율을 계속 유지한다면 원자력과 신재생발 의 발 량을 증가

시키고 가장 효과가 큰 석탄(유연탄)화력의 발 량을 감소시키는 발 원 체

략이 가장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국가에 지기본계획(공개토론회)을 근거로 한 기 안에서는 1차 에

지  신재생에 지의 목표비율을 2020년도에 5.9%, 2030년도에는 8.7% 이르

는 아주 극 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차별 인 시나리

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신재생발 량을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가정

한 수치를 용한 경우와 국가에 지기본계획(공개토론회)수립 과정에서 사용

한 자료를 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경우 신재생발 량의 

규모가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필요한 원 발 량  설비규모의 결

정에 커다란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력수요에 한 측과 신재생발 량에 한 가정에 따라 총 

4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됨에 따라 이들을 2개의 그룹(기 안 력수요와 GDP탄

성치안)으로 묶어서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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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안 전력수요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

발전량 적용

온실가스배출을 안정화시키기 한 원 발 량과 설비규모를 측정하기 

해서는 국가에 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 지 비 을 용할 경우의 온실가스

감축요구량을 산정하는 과정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의 그림 2.2-6

에서는 력부문에서의 추가 인 원자력발 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요구량을 산

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05 전력부문배출량

3차전력수급계획(43.8%) 대비

추가 원자력발전에 의한 감축

국기본안 신재생발전에 의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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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기 안 력수요와 국기본의 신재생발 량 용시 필요 감축량의 규모

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5년도의 력부문 배출량을 넘지 않

기 해서는 이미 신재생발 량에 의한 기여량이 2천만톤(‘20년), 3천3백만톤

(’30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인 원 에 의해 실제 으로 감축되어야 하는 

감축량은 2천9백만톤(‘20년)과 3천7백만톤(‘3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가 인 

원 증가량은 이미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가정하고 원 유율 43.8%를 

과하는 발 량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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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은 신재생발 량을 국가에 지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

지만 이것이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 의한 신재생발 량으로 체된다면 추

가 인 원자력발 의 필요량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필

요 감축량을 충족시키기 해 원자력설비  발 량을 증 시킬 경우 력시스

템 내에서 원 의 설비  유율은 그림 2.2-7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31,33827,31617,716
17,716

32,130 37,374
35,495

17,716
42,784

40.3 43.8 43.8

59.8
56.3

52.251.1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2005 2020 2030

원
전

설
비

(M
W

e)

-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원
전

점
유

율
(%

)
원전설비(BAU) '05안정화 원전설비(국기본-신재생)
'05안정화 원전설비(3차 전력수급-신재생) 원전점유율%(BAU)
'05안정화 원전점유율%(3차 전력수급-신재생) '05안정화 원전점유율%(국기본-신재생)

그림 2.2-7 기 안 력수요 하에서 요구되는 원자력의 역할 평가

즉, 력수요는 비교  게 증가하고 신재생발 의 기여량을 높게 가정

하고 있는 국가에 지기본계획 하에서는(국기본-신재생 안) 2030년도에 원 설

비가 37,374 MWe, 유율이 52.2%로 비교  게 상되지만 신재생발 에 

한 보수 인 시각인 제3차 력수 기본계획의 가정을 용할 경우 '30년도에 

총 원 설비는 42,784 MWe, 원 유율은 59.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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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DP탄성치안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발전량 적용

미래의 력수요에 한 추정을 GDP탄성치를 이용한 경우 기 안에 비

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온실가스감축량  추가 원

소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앞의 기 안 수요 망과 같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필요온실가스 

감축량이 그림 2.2-8에 나타나 있다.

'05 전력부문배출량

3차전력수급계획(43.8%) 대비
추가 원자력발전에 의한 감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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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GDP탄성치안과 국기본의 신재생발 량 용시 필요 감축량의 규모

 

기 안과 비교할 때 GDP탄성치안은 원자력에 의한 필요감축량을 폭 

상향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년과 ’30년 각각에 9천5백만톤, 1.64억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추가 인 원 에 의해 감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신재생발 의 양을 매우 게 상하고 있는 제3차

력수 기본계획의 가정을 용할 경우 원 의 필요기여량이 더욱 증가할 것

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항을 종합하여 력시스템 내에서의 원 의 역할을 용량과 유

율 측면에서 요약한 결과가 그림 2.2-9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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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GDP탄성치안 력수요 하에서 요구되는 원자력의 역할 평가

  

의 그림에서 기 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GDP탄성치안과의 비교를 

한 것으로 기 안 력수요를 가정하고 온실가스감축에 한 어떠한 규제도 

없는 일상 인 상황을 가정한 경우의 원 설비량(MWe)을 의미한다.

만약 미래의 력수요가 기 안과 달리 GDP탄성치안처럼 증가한다면 ‘30

년도에 상되는 원 설비  원 유율은 최  81,828 MWe와 72.6%까지 크

게 증가해야만 규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 기 안과 GDP 탄성치안의 결과를 요약하여 표시하면 표 2.2-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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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규제 없는 기준
안에 대비 ’20년 이
후의 추가 신규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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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규제 없는 기준
안에 대비 ’20년 이
후의 추가 신규원전

용량(MWe) 

72.6
(3차수급-신재생)

59.8
(3차수급-신재생)

67.8
(국기본-신재생)

52.2
(국기본-신재생)

43.8원전발전량 비중(%) 

81,828
(3차수급-신재생)

42,784
(3차수급-신재생)

31,338

(’20년: 27,316)
총 필요 원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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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력수요변화와 배출규제에 따른 원 설비규모  유율 요약

주) (국기본-신재생): 신재생 발 량 가정을 국기본에서 사용한 값 용

    (3차수 -신재생): 신재생 발 량 가정을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사용한 값 용

결론 으로, 미래의 력수요가 상 으로 고 신재생발 을 크게 확

하는 경우에도 원 의 비 은 52% 정도가 유지되어야 하지만, 력수요가 선진

국의 일반  증가패턴을 추종하면서 신재생발 의 비 이 3차 력수 계획의 

상치에 부합한다면 원 의 비 은 최  72.6%까지 증가시켜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화석연료가격 변화에 따른 적정원전비율의 산정

가. 자원시장의 동향 및 경제적 영향

최근에 국, 인도를 비롯한 신흥개도국들의 격한 경제성장과 화석연료

자원의 지역  편재, 미래의 자원고갈에 한 우려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세계 각국은 자원확보를 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원확보 경쟁의 심

에는 원유가 있지만, 이외에도 석탄, 천연가스, 기타 물자원 등 범 한 

역에 걸쳐 있는데 주요 에 지원인 원유는 체 연료자원인 석탄, 천연가스 등

의 가격  수 에 직 으로 향을 주기 때문에 원유에 한 문제는 화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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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자원 체에 한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의 자원민족주의 경향은 지 까지 두 번에 걸쳐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1960년  후반에서 1970년  반에 걸쳐 동국가를 심으로 하여 경

제  보다는 강 국들로부터의 자주독립을 강조한 이념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2000년 에 들어와 고유가 시 의 출   이의 지속성이 

상됨에 따라 고유가에 따른 경제  이익의 극 화를 목 으로 하는 새로운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0년  반부터 최근에 걸쳐 발생하 던 고유가 상은 과거 두 차례

에 걸친 석유 동 때와 같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공 확 , 물가상승  세계

경제 축, 석유수요 둔화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정되었다.

2006년 체 원유수요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국은 '00 ~ '06년 동안 

세계 원유수요증가에 31% 기여하 고 2006년 한 해 동안에는 51.4% 기여함으

로써 원유수요증가의 최  기여국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은 국의 경제

성장 지속 망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망된다.

향후에도 자원민족주의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따라 산유국의 생산능력 

확 를 인 으로 조 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 개발 근성의 제한에 의한 개

발비용상승 등으로 인해 원유의 수 뿐만 아니라 공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천연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필요한 에 지원의 약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원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원의 가격상승은 경제 반에 

걸쳐 심각한 향을 미치게 된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에 지수입액은 950억 달러로 체수입액의 26%를 

차지하 으며 이  원유  가스의 수입액은 각각 603억달러, 160억 달러로 

80% 이상을 차지하 다. 2008년도에는 상반기에만 원유․가스․석탄의 수입액

이 701억달러로 ‘05년 총에 지수입액 667억달러를 과하 으며 에 지수입액

의 비 도 31.8%로 증가하여 처음으로 30% 에 진입하기에 이르 다. 이러한 

수입액의 증은 무엇보다도 유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이지만 LPG, 석탄, 우라

늄 등의 경우 수입액 비 은 지만 증가율은 원유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올

해의 총에 지수입액은 1500억달러를 과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유가상승은 국내외 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치명  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에 의한 경제성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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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기 때문에 유가상승은 세계경제 축을 유발하여 수출환경의 악화와 함께 

경상수지악화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한편 국내 으로 유가

상승은 에 지 수입을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킴과 동시에 수입단가 상승

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상승  리상승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축시켜 성장을 해하는 메커니즘을 갖게 된다.

국내․외 주요 기 의 유가상승에 의한 경제 향 분석 결과는 표 2.2-3과 

같다.

연구기 상 국가
유가($/배럴) 

변동
GDP에의 향 비 고

IEA 
OECD 국가

$10 상승
0.4%p 하락

신흥국가 0.8%p 하락

하나 융연구소 국내
$72.3⇒$80 0.12%p 하락 - ‘08년 상 유가 

$72.3/배럴, GDP 성

장률 5.2% 가정
$72.3⇒$100 0.70%p 하락

에 지경제연구원 국내

$70⇒$80 0.23%p 하락 - ‘08년 상 유가 

$70/배럴, GDP 성장

률 5.0% 가정

$70⇒$100 0.84%p 하락

$70⇒$130 3.00%p 하락

표 2.2-3 연구기 별 유가상승에 의한 경제 향 결과

자료 1) 하나 융연구소, “하나 산업정보”, ‘07.12.14

     2) 에 지경제연구원, “유가 100달러 시 ”, 2007.7

나. 화석연료의 가격현황 및 전망

(1) 원유

(가) 석유시장의 황

국제유가는 로벌 국제원유시장에서의 가격을 의미하며 표 인 유종으

로는 서부텍사스(WTI)산, 국의 트(Brent)산, 두바이(Dubai)산 원유가 있는

데, 특히 두바이산 원유는 우리나라 수입비 의 80%를 차지하는 동산 원유의 

기 유종이다. 국제유가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서는 수요와 공 능력, 자원편재의 

지정학  요인, 융시장 요인 등이 있으며, 2003년 이후는 석유시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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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화(수요의 지속증가, 공 능력의 취약, 생산비용 증가 등)와 함께 정정의 

불안, OPEC의 정책  요인 등으로 인해 고유가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이다.

두바이산 원유의 장기 유가 추이는 그림 2.2-10과 같다.

그림 2.2-10  두바이산 원유의 장기 유가 추이

(나) 원유수요 망

각국의 수요 황을 보면 미국(25%), 국(9%), 일본(6%)을 비롯해 러시아, 

독일, 한국, 인도 등 7개국이 50%이상을 유하고 있으며 ‘05년을 기 으로 할 

때 석유수요의 60%는 수송용으로 이용되고 발 용으로는 약 6%가 사용되고 

있다. 원유수요는 에 지수요 망과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 망 주

요기 으로서 미국 에 지정보청(EIA), OECD/IEA, OPEC, 석유산업연구소

(PIRA) 등의 망치인 표 2.2-4를 참고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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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측보고서 에 지 석유 천연가스 석탄

EIA IEO 2007 1.8 1.4 1.9 2.2

IEA WEO 2007 1.8 1.3 2.1 2.2

PIRA 2007 2.3 1.5 2.9 3.0

OPEC 2007 1.7 1.4 2.4 1.6

표 2.2-4 주요 기 의 에 지 수요 연평균 증가율 망 비교

 (단  : %)

 

   주) 측기간은 각 기 별로 EIA: 2004~2030년, IEA: 2005~2030년, PIRA: 2006~2020년임

연평균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본 가정으로 한 의 수요 측결과에 따

르면, 2030년까지 연간 1.7%~2.3%의 에 지수요증가율을 상하고 있으며, 석

유수요는 이보다 낮은 연간 1.3%~1.5%에 이를 것으로 망하고 있다. 미국 

EIA의 망에 따르면 1차 에 지원  석유의 비 이 ‘05년 37%에서 ’30년 

31% 수 으로 낮아지지만 주요 에 지원 지 는 유지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다) 원유공 망

석유자원매장량에 한 의견차이로 인해 석유생산의 정 (Peak Oil)에 

한 논쟁이 있다. 확인매장량은 1.2조 배럴이지만 가채매장량은 미국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2.6조 배럴(‘00년), 캠 리지 에 지연구소(CERA)는 3.74조 배

럴 규모로 추정하고 있어 망기간인 2030년까지의 석유수요공  잠재량은 충

분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문기 의 평가를 고려할 때 세계자원부존량에 

근거한 조기 석유고갈설 혹은 조기 Peak Oil 도래설 등의 가능성은 낮으나 각

국의 자원개발 통제  생산개발환경 악화 등 외부 제약요인의 지속성 여부가 

미래의 원활한 공 의 건이 될 것이다. 즉, 석유공 은 자원매장량 부족문제

가 아닌 개발을 둘러싼 각종 인 라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주요 문기 (EIA, IEA, PIRA, OPEC)의 공 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공 증가율은 OPEC 지역의 경우 1.9%~2.4%에 이르는 반면, 비(非) 

OPEC 지역은 0.5%~1.2%에 그치고 있어 비(非) OPEC지역의 공 감소가 상

되고 있지만 이는 비 통석유의 공 증 를 통해 보충 가능한 것으로 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OPEC의 시장 유율은 2005년 39%에서 2030년에는 50%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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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어 수 균형의 주요 요인은 OPEC 지역의 석유개발투

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문기 에 의한 미래 유가 망

주요기 의 장기 유가 망은 수요측면과 공 측면(OPEC의 공 유율, 

비 통석유 공 량 등)의 요인들에 의해 달라지게 되며 경상가격을 기 으로 

할 때, 2013년~2016년 기간에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 이후에는 완만하게 상승

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표 2.2-5와 그림 2.2-11).

기 이스 유종 ‘06 ‘07 ‘08 ‘10 ‘15 ‘20 ‘25 ‘30

EIA

IEO

경상가격 미 정유사 

도입

경질유 

가격평균

66.02 72.32 100.61 80.00 70.60 77.86 93.26 113.06

(‘06불변가) (66.0) (70.9) (96.7) (73.9) (59.0) (58.9) (63.8) (70.0)

PIRA

경상가격

WTI

66.0 72.2 115.2 95.0 97.3 107.2 - -

(‘06불변가) (66.0) (70.3) (109.6) (86.4) (80.1) (80.0)

CERA

경상가격

WTI

66.0 72.1 109.6 90.0 87.0 94.5 - -

(‘06불변가) (66.0) (72.1) (104.2) (81.4) (69.5) (66.8)

표 2.2-5 주요 기 의 장기유가 망치
(단  : $/배럴)

* EIA의 경우 물가상승률 1.9~2.0% 용, 기타기 은 물가상승률 2.0% 가정․반

자료) 미 에 지정보청(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8 highlight(2008.6)

미 에 지정보청(EIA), Annual Energy Outlook 2008 early release(2007.12)

국제에 지기구(IEA), World Energy Outlook 2007(2007.11)

석유산업연구소(PIRA), Scenario Planning Quarterly Updates 2Q2008(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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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주요 기 별 유가 망

국제유가의 주요 측기 은 2016년 이후 석유수요증 와 OPEC의 시장

유율 증 에 따라 실질유가의 완만한 상승을 상하고 있으며 기존의 유가

망에 비해 2008년도에 수행한 장기 유가 망치를 폭 상향조정하고 있다.

(2) 유연탄

(가) 석탄시장의 황

석탄은 탄화도의 정도에 따라 토탄(혹은 이탄, peat), 아탄(lignite), 갈탄

(brown coal), 역청탄(bituminous coal), 무연탄(anthracite)으로 분류되며 이는 

다시 탈 때 연기가 나지 않는 무연탄과 다량의 휘발성분으로 인해 연소 시 연

기가 많이 발생하는 유연탄(토탄, 아탄, 갈탄, 역청탄)으로 구분됨. 특히 유연탄

은 발열량이 높아서 화력발 용과 시멘트 소성용, 제철소 코크스제조용, 화학공

업원료용 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부분

은 무연탄으로써 연료용과 발 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석탄은 일반 으로 유연탄을 의미하며, 유연탄은 품질  

특성에 따라 발 용(산업용 포함)의 연료탄과 제철용의 원료탄으로 구분되는데 

원료탄은 연료탄에 비해 비교  가격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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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7년말 기  석탄의 확인매장량은 

약 8,475억톤에 이르며 미국, 러시아, 국 등 상  8개국의 유율은 약 90%에 

이르고 있다.

(억톤) 미국 러시아 국 호주 인도 남아공
우크라

이나

카자흐

스탄
기타

매장량

( 유율)

2,427

(28.6%)

1,570

(18.5%)

1,145

(13.5%)

766

(9.0%)

565

(6.7%)

480

(5.7%)

339

(4.0%)

313

(3.7%)

873

(10.3%)

표 2.2-6 석탄의 확인 매장량(‘07)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

‘07년도에는 유연탄(연료탄, 원료탄) 수요증가세와 공 량의 제약 요인들

이 복합되면서 가격의 가 른 상승이 이어졌고 최근에도 이러한 수 불균형의 

악화에 따라 일본-호주간의 연료탄 계약가격이 2008년 에는 톤 당 90 US$ 

(2007년도에는 톤 당 55.65 US$)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인도의 수요 증과 일본, 

한국, 만 등 세계 3  연료탄 수입국들의 지속 인 수요증가  남아공, 호

주, 인도네시아의 공 차질이 상되고 있음을 반 하고 있다.

2007년말 기  시 국과 인도는 이미  세계 석탄소비의 약 48%(2008 

BP 통계)를 유하고 있으며, 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들 국가의 석탄사용

증 (특히 력부문)로 인해 세계 석탄수요는 2005년 비 73%정도 증가하고 

세계 에 지수요에서 차지하는 석탄의 비 도 25%에서 28%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즉 IEA는 국과 인도에 의한 환경  국제에 지시장 변화를 부각

시켜 이를 조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석탄의 수 황  망

표 2.2-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06년  세계 유연탄 생산량  소비

량은 54억톤으로 동일하며 국, 미국, 인도 등이 이 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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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미국 인도 호주 남아공 러시아 인니 기타

생산량(억톤)

( 유율)

24.8

(46.2%)

9.9

(18.4%)

4.3

(7.9%)

3.1

(5.8%)

2.4

(4.5%)

2.3

(4.3%)

1.7

(3.1%)

5.2

(9.8%)

국 미국 인도 일본 러시아 남아공 한국 기타

소비량(억톤)

( 유율)

24.5

(46.0%)

9.4

(17.6%)

4.7

(8.7%)

1.9

(3.5%)

1.8

(3.3%)

1.8

(3.3%)

0.9

(1.7%)

8.4

(15.9%)

표 2.2-7 세계의 유연탄 생산  소비(‘06)

자료) IEA Energy Statistics 2007

2006년의  세계 유연탄 교역량은 8.6억톤(‘00년~’06년 동안 연평균 6.1% 

증가)으로써 생산량의 16%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84%는 생산국내에서 소비

되어 수출보다는 자국 내 소비에 을 두고 있다. 수출량 8.6억톤  발 용

이 6.4억톤(74%), 제철용이 2.2억톤(26%)이며, 용도별로 볼 때 발 용은 인도네

시아(27%)가 그리고 제철용은 호주(56%)가 가장 많이 수출함에 따라 체 으

로는 호주가 총 수출량의 27.6%, 인도네시아가 19.4%를 차지함으로써 국제 유

연탄시장에서 선도 인 역할을 하고 있다.

‘06년도 주요 유연탄 수입국으로는 일본(20%), 한국(9.3%), 만(7.3%) 등

이 있으며 인도, 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의 수입량 비 은 약 47%에 이르

고 있다. Merrill Lynch의 ‘07년 4/4분기 망보고서에 따르면 발 용탄은 2010

년 이후 개발사업의 본격  생산으로 인해 수 이 안정될 것이나 제철용탄의 

경우는 국, 인도의 제철산업성장으로 인해 가격  수 불안이 지속될 것으

로 망된다.

○ 유연탄 가격 망

국제 유연탄 가격은 발   제철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증가 요인, 생산

을 한 투자개발 련 요인, 항만  수송 등의 인 라조건, 석유․가스 등 

체연료원의 가격동향 등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 주요 업 문기   투

자은행들에 의하면 2010년 이후에는 가격의 하향 안정화 경향이 뚜렷할 것으로 

망하고 있으며, 주요 기 별 발 용(제철용) 유연탄의 미래 가격 망(경상가

격)은 표 2.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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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기 UBS Morgan Stanley JP Morgan Macquarie

2010 165 (275) 150 (275) 125 (250) 125 (280)

2011 140 (225) 100 (175) 100 (225)

2012 120 (190) 85 (175)

LongTerm 65 (100) 80 (140) 70

표 2.2-8 주요 기 별 발 용(제철용) 유연탄 가격 망

(단 : US$/톤)

주) 호안의 숫자는 제철용탄의 가격 망임.

   - UBS : 국의 내수증가와 세계 제철산업의 성장에 따름.

   - Morgan Stanley : 수요 증가요인( 국, 인도)과 미국의 공 증가가 향

   - JP Morgan : 인 라부족과 수요증가요인(러시아, 호주, 국, 인도 등)에 의해 단기간에는 

상승, 2～3년 후에는 신규 공 원 가능

   - Mcquaire : 발 용의 경우 국의 수요증가와 호주의 공  감소 상이 단기간에는 지속

망

(3) LNG

(가) LNG 시장 황

표 2.2-9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07년말 기 으로  세계의 천연가스 매장

량은 177.36조㎥이며, 동(41.3%)과 유럽  유라시아(33.5%)가  세계 매장량

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장량은 60년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북미 남미
유럽+

유라시아
동 아 리카 아시아 계

매장량(조m
3
)

7.98

(4.5%)

7.73

(4.4%)

59.41

(33.5%)

73.21

(41.3%)

14.58

(8.2%)

14.46

(8.2%)

177.36

(100.0%)

가채년수 10.3 51.2 55.2 100이상 76.6 36.9 60.3

표 2.2-9 천연가스 매장량  가채년수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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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량의 주요 보유국은 표 2.2-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러시아, 이

란, 카타르 등이지만, 주요 생산국과 소비국은 러시아와 이란을 제외하면 미국

과 캐나다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보유국

러시아

(52.2%)

이란

(15.7%)

카타르

(14.1%)

아랍에미 이트

(3.4%)
미국

(3.4%)

5개국 합계

(88.8%)

주요 

생산국

러시아

(20.6%)

미국

(18.8%)

캐나다

(6.2%)

이란

(3.8%)

노르웨이

(3.0%)

5개국 합계

(52.4%)

주요 

소비국

미국

(22.6%)

러시아

(15.0%)

이란

(3.8%)

캐나다

(3.2%)

국

(3.1%)

5개국 합계

(50.8%)

표 2.2-10 천연가스 주요 보유국/생산국/소비국(‘07년 기 )

한편 가스 에서 소비지까지의 운송거리가 약 5,000km 미만인 경우는 

PNG 형태로, 그 이상인 경우는 LNG 형태로 교역되는 것이 일반 이다.6) 천연

가스 사업의 특성은 일정규모(300만톤/연)의 가스 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30

억불 이상의 막 한 시설투자비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장기

인 계약이 개발 에 확정되어야 하는 매우 경직 인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시장은 그림 2.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NG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서양 지

역과 LNG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분할된 구조 형태

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07년말 기 으로  PNG의 총 교역량은 5,497억㎥이며, 

LNG의 총 교역량은 2,264억㎥이다.

6) PNG(Pipeline Natural Gas)는 가스 에서 직 채취하거나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킨 기체상태의 연료용 

가스를 생산지에서 이 라인으로 직  소비자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LNG(Liquified Natural 

Gas)는 량 수송과 장을 해 천연가스를 하 162℃로 냉각시켜 부피를 1/600로 압축시킨 무색 투

명한 액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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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LNG  PNG의 주요 거래 경로

    자료)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8

(나) LNG 수  망7)

세계 수  망을 살펴보면, 2012년 이 에는 계획된 로젝트들이 실

되지 않을 경우 수 사정이 악화될 소지가 있지만, 2012년 이후에는 상되는 

수요 증분에 비해 계획 로젝트의 공 능력이 크고 5~6년 내외의 로젝트 추

진기간을 감안할 때 공  여유가 있을 것으로 망된다. 아․태지역의 수  

망의 경우, 2010년 반까지는 수요가 공 을 과할 것으로 상되며, 계획된 

물량 에서 일부가 타 지역으로 공 이 상되어 아․태지역은 향후 몇 년간 

공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계획  잠재 로젝트 추진여건을 

감안할 때 2013년 이후에는 수 이 개선될 망이다.

(다) 가격 망

LNG 가격결정방식에 있어서 북미와 국의 경우는 자국의 풍부한 천연

가스  성공 인 가스산업구조로 인해 물  선물 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

문에 물시장가격에 의해 가격을 결정한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천연가스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한 공 안정성과 낮은 수요탄력성으로 인해 장기계약 형

태가 발달되었고, 원유 는 석유제품의 가격에 연동되어 가격이 결정된다. 특

7) 에 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2007. 12)된 “ 서양지역 가스가격 결정구조와 아․태지역 LNG 도입조건 

망”의 자료를 이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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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아시아 시장의 LNG 도입가격은 LNG를 먼  도입한 일본의 도입계약 가

격공식 구조가 후발 LNG 도입자인 한국과 만에도 용되고 있고 원유가에 

연동되고 있으며, 물거래가 10% 미만인 을 고려할 때 부분의 거래가격은 

원유  석유제품 가격에 연동되어 결정되고 있다.

한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 의 하나인 카타르에서는 천연가스 가

격을 결정함에 있어 원유 연동가격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성공 으로 정착되고 있고 다른 기 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2-13은 원유 연동가격 방식을 이용한 천연가스 가격 산정 결과의 시를 나타

낸다.

PLNG($/MBTU) = 0.172 x POil($/bbl) 는 

PLNG($/MBTU) = (0.172 - α)JCC($/bbl) - β (효율 불고려 경우)

PLNG($/MBTU) = 0.172JCC($/bbl) x (1+λ), (λ<1.0) (효율 고려 경우)

 여기에서, JCC(Japanese Crude Cocktail)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CIF 기  복합단가를 말함. 

 λ는 효율로서 일반 으로 (30%-ε)의 값을 가지며, ε은 발 소운 비 차

이를 나타냄.

17.2

22.2

27.2

32.2

37.2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Oil Price ($/b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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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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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ty price w/ efficiency 20%

Parity price w/0 efficiency

그림 2.2-13 원유 연동가격 방식을 이용한 천연가스 가격 산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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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전연료

(가) 원 연료 시장 황

원 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아래의 그림 2.2-14와 같이 우라늄 채 에서부

터 원  연료로 사용된 후 사용후연료로서 재처리/재사용 는 방사성폐기물로 

처분되기까지의 주기  특성을 갖고 있고 이를 원 연료주기라 한다. 선행핵연

료주기 요소의 시장 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  : 세계 우라늄 매장량은 1,601만톤U으로 ’06년 세계 우라늄 연간 

소요량(6.65만톤) 을 기 으로 할 때 240년 이상 공 가능 물량이다. 

‘07년  세계 우라늄 생산량(41,264톤U) 에서 캐나다(22.93%), 호주

(20.79%), 카자흐스탄(16.13%) 3개국이 체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러시아(8.20%), 나미비아와 남아공(8.30%), 나이지리아

(7.64%), 우즈베키스탄(5.59%), 미국(4.24%) 등  세계 으로 생산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안정 인 공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변환 : 세계의 경수로용 변환시설 용량은 연간 총 62,500톤U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에서 미국, 불란서, 러시아, 캐나다가 88% 정도를 차

지하고 있다.

③ 농축 : 세계의 농축시설 용량은 58,450톤SWU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에서 러시아가 43%, 미국이 16%, 유럽( 랑스, 이태리, 벨기에, 스페

인, 국, 독일, 네덜란드)이 34%를 유하고 있다.

④ 성형가공 : 부분의 원  보유국은 자국내 성형가공 설비를 보유하고 

자체 조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 연료(주)에서 경수로, 수로 각

각 400톤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09년 1월까지 한 연료

(주) 경수로 용량을 재의 400톤에서 600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수입된 정 을 해외에서 변환  농축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농축우라늄을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도입한 후 한국원 연료(주)에서 성형가

공을 하여 원 에 완제품으로 공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재 국내에는 20

기의 원 이 가동 에 있으며, 연간 우라늄 소요량은 약 4,00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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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원  연료주기

(나) 우라늄 수  황  망

NEA 보고서에 따르면, 우라늄 수요(표 2.2-11) 비 공  능력(그림 

2.2-15)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Existing and committed' 생산시설에서의 생산능력은 2010~2017년에 

‘high case demand'를 과하지만 2030년에는 ’low case demand'의 

89%, ‘high case demand'의 68%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측됨.

- Existing, Committed, Planned, and Prospective' 생산시설에서의 생산능

력은 2030년에 ‘low case demand'를 충족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high case demand'수요는 97%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망됨.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생산능력에 비해 실제 생산은 89%를 과한 이 

없으며, 75%~84% 수 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산개발 계획도 지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우라늄

의 2차 공 원8)의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우라늄 산에서의 

8) 우라늄 2차 공 원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며, 우라늄의 2차 공 원 이용을 지속하기 해서는 이용

가능 재고 수 과 재고의 이용 가능 기간에 한 정확한 측이 요한 과제임.

  - 민간  군사 시설에서의 천연  농축 우라늄 장  재고

  - 사용후연료 재처리를 통해 생산된 연료  잉여 군사용 루토늄으로부터 생산된 연료

  - 감손우라늄의 재농축에 의해 생산된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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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한 련 산업체에서의 극 인 투자계획이 요구

된다.

2006 2007
2010 2020 2030

Low High Low High Low High

설비용량

(MWe)

OECD 310,340 308,608 304,240 309,540 314,925 340,855 311,850 347,713

세계 369,515 370,233 376,670 392,480 450,735 516,495 509,080 663,053

우라늄

수요

(ton U)

OECD 55,625 57,690 55,455 58,075 59,550 66,395 57,645 70,755

세계 66,500 69,110 70,395 75,020 85,390 98,600 93,775 121,955

표 2.2-11 원자력 설비용량  우라늄 수요 망

 자료) NEA, Uranium 2007: Resource, Production and Demand, 2008

그림 2.2-15 세계의 우라늄 수요와 공  망

자료) NEA, Uranium 2007: Resource, Production and Deman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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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연료주기 요소별 가격 황  망

① 정 의 국제 시장가격  국내 도입가격 추이. (그림 2.2-16)

그림 2.2-16 정  국제 시장가격  국내 도입가격 추이

아래의 그림 2.2-17은 우라늄 정 의 국제 시장가격을 살펴보기 해, 핵

연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공 업체(Suppliers)와 력회사들(Utilities)을 상

으로 2012년의 시장가격에 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조사 결과, 

$50-$80 수 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80-$100에서 결정

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한 력회사 망치가 공 업체 망치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측치보다 2008년 측치가 다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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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우라늄 정  국제 시장가격 망

  

자료) http://www.uxc.com/

2007년말 재 국내 도입단가는 lb U3O8당 $46이며, 이는 물가격 $75의 

61% 수 이며, 물가격이 최고조($136)에 달했던 2007년 6월에도 국내 도입가

는 $30.6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정 의 도입이 

주로 장기계약(5~10년) 형태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계약 발주물량과 시기

를 효율 으로 조정하여 리스크를 분산하 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재의 

높은 물 가격은 향후의 계약 가격 결정에 부정  향을 끼칠 수 있다. 앞에

서 살펴 본 2012년까지의 국제시장 물가격 측치도  수 과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 수 에서 결정될 것으로 망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망자료가 없

어 2020년까지도 2012년까지의 망자료가 유지된다고 가정하 다. 국제 시장

가격이 $50~$100에서 결정될 것으로 가정할 때 국내 도입단가는 $15~$134(2007

년 불변가 기 으로는 $12~$103, 할인율 2%/년 용) 범주 안에서 결정될 것으

로 상된다.

② 우라늄 변환  농축 국제 시장가격($/kgU) 추이 

‘90년  반의 $6 수 에서 ’00년  반 이후에는 $10~$12 수 의 가격

을 형성하고 있으며, ‘90년  반의 $90~$100 수 에서 ’00년  반 이후에는 

$110~$160로 가 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그림 2.2-18과 그림 2.2-19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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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8 우라늄 변환 국제 시장가격 추이

 

그림 2.2-19 우라늄 변환 국제 시장가격 추이

자료) http://www.uxc.com/

다. 발전원가와 전력시스템의 구성

(1) 전력시스템의 결정

미래의 력시스템 구성 즉, 원별 비 을 결정하는 작업은 력수 기

본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력수 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장 이 력수 안

정을 하여 매 2년 단 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사업법 제

25조) 주요 내용으로는 력수 의 기본방향  장기 망(향후 14-15년), 기설

비 시설계획과 력수요 리계획 등을 포 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발표된 제3차 력수 기본계획(2006~2020)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력수 기본계획은 미래 연료가격  발

기술 망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력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수요와 공  요인, 력시스템의 공 안정성(신뢰

도, 비율), 환경  고려 등의 제반 요인을 히 평가․반 하고 있는데 가

장 경제 인 안의 선택과정에 이용되는 산모형으로는 WASP(Wien 

Automatic System Planning Package)이 있다.

원구성 결정의 주요 결정요인은 미래의 력수요가 주어진 상황 하에서 

발 원별 세부 비용요소(건설비, 운 유지비, 연료비 등) 등이며 이러한 비용의 

미래 망은 발 원 구성비율 결정의 핵심 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의 세부  

비용요소가 원구성 시스템의 결정과정에 반 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연간발

량과 계없이 일정한 고정비와 발 량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비로 재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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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발 원별 운 실 망에 따른 연간 총비용 산출에 직 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각 년도별 비용은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을 용하여 특정 시 의 

가화된 비용을 도출하고 이 에서 가장 경제 인 시나리오를 발 원별 투입  

운 계획의 최 안으로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비용요소는 최  안 

결정의 가장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발 원별 비용요소는 각각의 고정비와 변동비  특성에 따라 재분

류되어 설비 투입규모와 연간 발 량 결정의 최  안 도출과정에 이용되기 

때문에 산모델의 복잡성과 직 으로 간단하게 정 시스템구성을 악하기

가 어렵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발 원별 경제 /기술  특성을 

력시스템구성 모델(WASP)에 용하기 에 사 으로 정 원 구성비율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참고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심사곡선법(Screening 

curve method)이 있다.

심사곡선법은 미래의 신규발 원에 한 건설비, 운 유지비, 연료비 등의 

경제  비용 평가를 기 로 하여 이용률에 따른 각 발 원별 발 원가 변화를 

부하지속곡선과 연계함으로써 력시스템의 정 원 구성비율을 개략 으로 

미리 상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방법으로써 리 사용되고 있다.

(2) 심사곡선법(Screening Curve Method)을 이용한 전원구성 평가

경제  비용만을 고려한 원구성의 결정은 주어진 력수요를 충족시키

기 한 력설비투자  운용에 련된 총비용을 최소로 하는 설비구성을 의

미하게 된다. 즉, 력수요가 증가하거나 경제상황  연료가격 등의 변화 등은 

원구성 결정의 직  요인이 된다.

일반 으로 력시스템의 구성을 결정하는 방법론은 정태  방법(Static 

method)과 동태  방법(Dynamic method)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태  방법

은 특정시 의 수요와 경제  상황변수하에서 정 설비구성의 형태를 개략

으로 악하는 심사곡선법(Screening Curve Method)이 있으며, 동태  방법은 

장기간에 걸친 원설비계획을 결정하기 해 주변 상황을 동태 으로 분석하

는 방법으로서 WASP, EGEAS 등 다양한 산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한 가

장 기본 이고 요한 요소인 각 원의 경제  비용요인을 으로 하여 개

략  원구성을 악하는 정태  방법은 의사결정자에게 직 인 시사 을 



- 45 -

제공할 수 있다. 

정태  방법은 이용률 변화에 따른 원별 발 원가(고정비, 변동비)를 이

용함으로써 비교  간단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정시 (년도)의 부

하지속곡선(Load Duration Curve:LDC)을 상으로 하여 총비용(연간 고정비 

 변동비의 합계)을 최소화하는 원구성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2.2-20은 주요 발 원인 원자력, 유연탄화력 LNG복합화력 등의 발 원가를 이

용하여 원구성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시 으로 표시한 것이다.

- 이용률 0~a 구간   : Gas Turbine(LNG)이 가장 경제

- 이용률 a~b 구간   : 유연탄이 가장 경제

- 이용률 b이상 구간 : 원자력이 가장 경제

그림 2.2-20 원구성결정을 한 심사곡선법의 용( )

심사곡선법을 이용하여 정 원구성을 분석할 경우, 발 원별 경제  

특성 이외에도 부하지속곡선의 형태가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부하율(평균부하/최 부하)이 높은 경우 기 부하 발 원의 비율이 비교  높

게 나타나고 낮은 부하율의 경우에는 첨두부하용 발 원의 설비비율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 46 -

(3) 화석연료가격변동에 따른 적정 전원구성

심사곡선법을 사용하기 해서는 미래의 각 발 원별 세부비용요소를 필

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 력수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3차계획수립시 가정하 던 발 원의 비용요소를 참고로 하고(건설비와 운

유지비는 기존의 비용을 그 로 용) 2007년, 2020년과 2030년도의 각 발

원별 연료가격 실 / 측을 반 함으로써 특정 년도의 발 원별 정비 을 개

략 으로 추정해 보고자 하 다.

○ 기본 제

각 발 원의 비용자료 실 과 미래의 가격 망을 비롯하여 력수요에 

련된 주요 입력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

- 고려 상 발 원: 미래에 신규로 건설될 주요 발 원으로는 원자력과 

유연탄, LNG복합화력 등이 고려되고 있으며 유류발 소는 그 규모와 

경제성 측면에서 평가 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PWR 1000 MWe, PWR 1400 MWe, 석탄 500 MWe, 석탄 800 MWe, 

LNG 500 MWe 등을 미래의 주요 후보 발 원으로 가정하여 이들의 비

용요소를 평가하고자 한다. 

- 제3차 력수 기본계획의 비용 입력자료(건설비, 운 유지비, 연료비)를 

요약하면 표 2.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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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건설비

(천원/kWe)

운 유지비

(천원/kW월)

연료비

열소비율

(kcal/kWh)

연료단가

(원/톤,L)

발열량

(kcal/kg,L)

열량단가

(원/Gcal)

원자력

1000 

MWe

1,853

(1,562)
8.01(7.22) 2,315 - - 1,380

1400 

MWe

1,731

(1,444)
6.77(5.98) 2,357 - - 1,380

유연탄

화력

500 

MWe

1,161

(1,033)
3.11 2,059 56,321 5,911 9,529

800 

MWe

1,064

(927)
2.52 2,110 56,321 5,911 9,529

LNG 

복합화력

500 

MWe

680

(628)
3.09 1,641 459,444 12,966 35,353

표 2.2-12 주요 후보 발 원의 비용 자료(제3차 력수 기본계획)

주) 1. 건설비의 경우 호안의 숫자는 건설  이자를 제외한 것임.

    2. 운 유지비의 호안의 값은 원자력기 을 제외한 것임.

    3. 가격기 시 은 ‘05년, 용환율 1,000원/$, 할인율 7.5%를 가정한 것임. 

    4. 운 유지비의 경우, 원자력은 원 사후처리비( ․  방사성폐기물처분비, 사용후핵

연료 처분비, 원자력발 소 해체비)가 고려되어 있음.

- 건설비와 운 유지비는 고정비, 연료비는 변동비로 구분되어 최  원

구성시스템 결정의 입력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운 유지비는 

비용의 성격상 고정  비용요소와 변동  비용요소로 세분화될 수 있

다. 하지만 비용의 규모 변화 측면에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력시

스템 분석에서는 운 유지비가 고정비로 지출됨을 가정하고 있다.

- 본 분석에 사용된 부하지속곡선은 2007년도의 시간별 부하(8760개)를 이

용하여 정규화된 부하지속곡선을 도출한 결과를 이용하 으며 이러한 

부하지속곡선의 형태가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 미래의 각 발 원별 화석연료가격 망치를 요약하여 정리한 결과가 표  

2.2-13에 나타나 있다. 주요 화석연료원인 석유, LNG, 유연탄, 우라늄 

등의 가격 망은 앞에서 주요 측기 들의 망치를 참고로 하여 원

자력의 에서 가능한 한 보수 으로 평가한 수치를 본 분석의 기

값으로 정하고 있다.



- 48 -

구분 단 2007년 2015년 2020년

우라늄 $/lb U3O8 46 46 46

유연탄 $/톤 79.4 68.28 61.84

LNG
$/톤

(원/Gcal)

511.075

(39,417)

646.935

(49,895)

642.742

(49,571)

원유 $/배럴 72.2 72.52 72.05

표 2.2-13 주요 화석연료가격 망 (2007년 불변가격)

주) 1. 2007년도의 연료가격은 우라늄이 국내도입 평균가격, 유연탄은 한국에 한 국제시장의 

물가격, LNG는 수입(가 )평균가격, 유가는 EIA, PIRA, CERA의 평균가격을 용하

음.

    2. 환율은 1,000원/$를 용하 음.

    3. 미래의 경상가를 ‘07년 불변가격으로 환시 연간 물가상승률은 2 %/년을 용함(주요 

문기 의 유가 망치에서 사용함)

* 유가 망은 EIA, PIRA,CERA의 세 기 에서 측한 2015년, 2020년의 

경상가격을 평균하고 이에 물가상승률을 용하여 산출함 

* 미래의 우라늄가격 망은 2007년도의 가격이 지속된다고 가정함. 한 

변환, 농축, 성형가공비 망도 ‘07년(불변가격)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 유연탄가격 망은 Morgan Stanley에서 망한 장기 측 경상가인 톤 

당 80$를 용하 으며 이를 불변가격으로 환함

* LNG가격 망은 주요기 에 의해 측된 유가 망을 기 으로 Oil 

Parity 지수(0.172)를 이용하 으며 이에 LNG환산계수를 용함

○ 2007년도의 정 원구성 평가 

심사곡선법을 이용하고 에서 제시한 원별 비용 자료를 근거로 하여 

도출된 정 원구성 결과는 그림 2.2-21과 같다.

주요 입력자료를 보면, 제3차 력수 계획에서 사용된 건설비와 운 유

지비를 GDP 디 이터(‘05년～’07년 동안)를 이용해 ‘07년 불변가격으로 변환

하 고 각 발 원의 연료비부문은 국내의 ‘07년 실 도입단가를 용하여 평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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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심사곡선법에 의한 정 원구성 평가(‘07년)

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  비용만을 근거로 할 때 원자력 1400 

MWe는 원자력 1000 MWe(OPR)에 해 그리고 유연탄 800 MWe는 유연탄 

500 MWe에 해 항상 경제  우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하지만 

재 력시스템의 표  주력발 원이 유연탄 500MWe, 원자력 1000MWe, 

LNG복합 500MWe 설비임을 감안할 때 원자력 1400 MWe, 유연탄 800 MWe 

기술을 배제시킬 경우, 첨두부하인 LNG복합 500 MWe의 정 설비용량 비율

이 14.5%, 유연탄 500 MWe의 설비가 10.5%, 원자력을 포함한 기 부하 설비는 

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 부하용 설비인 원자력과 유

연탄화력이 체설비의 약 85%를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년도를 기 으로 할 때 심사곡선법에 의한 석탄화력과 원자력설비의 

정비율이 의 그림에서처럼 각각 10%, 70%이상으로 평가되었지만 실제 

재의 력시스템에서는 석탄화력이 약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이 같은 

상은 최근 석탄 , LNG 등의 화석연료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발 원가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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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비 이 높은 석탄  LNG 발 원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래한 것으

로써 이러한 결과를 고정 인 상으로 평가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경

제성 측면에서만 볼 때, 합리 인 설비비율이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석탄화력발

의 2/3는 원자력발 으로 체되었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  비용손실규모

는 2007년 한해에만 략 1,600억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9).  

 

○ 2020년도의 정 원구성 망

화석연료가격 망(표 2.2-13)에서 가정한 값을 사용함으로써 우라늄 가격

이 유연탄 가격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망치를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발 원별 상  비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자력발 에 한 보수  수

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2.2-22 2020년의 정 원구성

9) ○ ’07 석탄 화력 발 량 (155,684 GWh) × 원자력으로 체되어야 할 비율 (⅔)

  ○ 155,684 GWh × ⅔ × (40.93원/KWh - 39.41원/KWh) = 1,578억원

      - ’07년 정산단가: 유연탄화력:40.93원/KWh, 원자력: 39.41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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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 2.2-22에서 알 수 있듯이 재의 주요 상용 발 기술인 유연탄 

500 MWe, 원자력 1000 MWe를 안으로 하는 상황에서도 원자력설비가 70%, 

유연탄화력이 18%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도의 석탄화력발  설비의 비 을 2007년도와 동일한 약 30% 수

으로 유지시키기 해서는 ‘20년도의 유연탄가격이 46 $/톤(‘07년: 79 $/톤)으

로 하락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문가들의 망치를 훨씬 하회하

는 수 의 유연탄가격이 시 되어야만 유연탄화력 설비의 규모가 경제  타당

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한편 2020년도 우라늄가격을 50～100($/U3O8 lb)의 상한가격인 100$를 

용할 때, 이는 ’07년 불변가격으로 환 시 77.3$에 해당되고 이러한 값을 

용하여 정 원구성비율을 재산정하면 LNG복합화력이 12.5%, 석탄화력이 

19.2%, 원자력이 68.3% 의 설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라늄

가격이 기 안에 비해 약 70% 상승하더라도 재의 부하지속곡선 하에서는 

정 원구성이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단지 석탄화력 설

비가 약 1.6% 증가, 원자력이 1.6% 감소).       

○ 력시스템의 정 원구성 비율의 요약

에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2-14와 같다.

구 분 연료가격(‘07년 불변가) 원자력
유연탄

화력

LNG

복합화력

기

안

‘07년
 ▶ 우라늄 46$/U3O8 lb

 ▶ 유연탄 79.4$/톤
75% 10.5% 14.5%

‘20년
 ▶ 우라늄 46$/U3O8 lb

 ▶ 유연탄 61.8$/톤 (경상가 80$)
70% 17.5% 12.5%

민

감

도

‘20년
 ▶ 우라늄 46$/U3O8 lb

 ▶ 유연탄 93$/톤 (경상가 120$)
76.7% 9.9% 13.4%

‘20년
 ▶ 우라늄 77.3$/U3O8 lb (경상가 100$)

 ▶ 유연탄 61.8$/톤
68.3% 19.2% 12.5%

표 2.2-14 심사곡선법을 이용한 정 원구성의 요약

주) ‘20년 유연탄 경상가격 120$/톤은 Morgan Stanley의 2012년 망치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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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2007년과 2020년을 비교할 경우, 유연탄 가격은 

하락한 반면, 우라늄가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유연탄화력의 정

설비비율이 약 7% 정도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20년을 기 으로 할 경우

(기 안과 민감도안 비교), 유연탄 가격의 변화폭에 따라 원구성비율의 변화

가 매우 크게 나타났지만(연료가격 50% 상승시 정설비는 7.6% 만큼 감소) 우

라늄가격의 변동은 정 원구성의 비율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화석연료가격의 변동은 원자력의 정설비구성 비율에는 커다란 

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석탄화력과 LNG발 의 설비 구성에는 매우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MESSAGE 전산모형을 이용한 원전의 적정비중 분석

가. 원자력의 연간 최대 투입 허용 용량 고려 하에서 MESSAGE 전산 모형 활용의 경우

MESSAGE 산모형은 IIASA에서 개발한 모형으로서 IAEA에서 보 하여 

많은 나라에서 재 활용 에 있다. 본 모형은 주어진 력수요를 최소의 비

용으로 공 하는 최  해를 찾는 과정에서 선행계획법을 용하고 있다. 따라

서 가장 경제 인 발 원 구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 원의 연간 최  투입

기수에 한 제한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한 제한을 가하여 실 인 해를 

도출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1) 배경

년(‘08)은 국제 인 에 지가격 상승과 온실가스배출 규제에 한 심

이 높아지면서 원 의 정비 에 한 심이 사회 /국가 으로 고조된 한 

해 다. 이와 더불어 제1차 국가에 지기본계획 수립과 제4차 력수 기본계

획 수립이 동시에 이루짐으로써 에 지계획  력수 계획에 한 심이 더

욱 집 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원 의 정 비 에 한 분석은 이러한 사회  심

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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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설정

분석 상기간은 2008년부터 2030년까지로 비교  장기간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기후변화 약에 응하기 한 원자력의 역할  정 비  

산출에 있으므로 이러한 목 에 부합하도록 시나리오 설정을 구성하 다.

우선 기 안에서는 재의 력수 기본계획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가능한 한 충분히 반 하도록 노력하 다. 력수 기본계획은 2년을 주기로 

수립되고 있다. 재 제4차 계획이 2008년말 수립을 목표로 작성이 진행 에 

있으므로 모든 구체 인 입력자료를 다 입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발

원의 경제성  기술성자료는 주로 제3차 력수 기본계획(2006년 12월 공표)

의 자료를 이용하 다. 발 원의 경제성  기술성 자료는 재와 2년 인 제

3차 력수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단되므로 

제3차 력수 기본계획의 자료를 활용하여도 무난하리라고 단된다. 그러나, 

력수요 측치  발 원별 연료비가격은 재와 2년 과는 차이가 많이 나

므로 재 진행 인 제4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고려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

하기로 하 다. 제4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고려하고 있는 력수요 측치와 

연료비 자료는 수 계획에서 채택이 최종 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제4차 력수 기본계획의 자료로 편의상 언 하기

로 한다.

기 안에서는 모든 비용은 2007년 불변가격을 용하 으며 할인율은 연

간 7.5%의 실질 할인율을 가정하 다. 연료비는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제4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고려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 는데 여기에서는 최근

(2008년 7월 기 ) 18개월 실  자료를 평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연료비 상승을 반 하기 함이다. 제3차  제4차 력수 기본계획의 연료비 

비교는 표 2.2-15와 그림 2.2-23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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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력수 기본계획 4차 력수 기본계획
3차 비 4차 

증가율(%)

원자력
PWR 1.38 1.28 -7

PHWR 0.83 0.98 18

석탄
유연탄 9.5 10.0 5

무연탄 18.1 23.3 27

LNG - 35.4 46.9 33

석유

유 0.3% 32.3 47.4 47

유 0.5% 32.3 45.1 47

유 1.0% 31.5 45.1 43

유 2.5% 28.0 41.6 49

유 4.0% 29.7 41.0 38

경유 99.8 118.2 18

표 2.2-15 제3차  제4차 력수 기본계획의 연료비 비교

(단 : 천원/G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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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제3차  제4차 력수 기본계획의 연료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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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유연탄 화력의 경우는 연료비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석유와 

LNG 발 은 4차수 계획의 경우가 3차수 계획의 경우보다 연료비가 큰 폭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가격은 49%가 상승하 으며( 유 2.5%의 경

우) LNG가격은 33% 상승하 다.

한 기존의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 따라 투입이 정되어 있는 발

원 에서 투입시 을 기 으로 원자력은 2016년까지, 석탄화력은 2012년까지

의 발 설비에 하여는 투입이 확정 인 것으로 간주하 다. 

원자력의 경우 후보발 원으로 APR 1400만을 고려하 으며 연간 최  투

입 허용기수를 2기로 제한하 다. 즉 MESSAGE 모형의 비용최소화 과정에서 

연간 다수기의 원자력의 투입을 요구한다고 해도 최  2기 이상은 투입될 수 

없다는 것으로써 이는 원  건설과 련한 재무비용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석

탄화력의 경우는 연간 최  투입 허용기수가 870MW 은 2기, 1000MW 은 4

기로 설정하 다.10)

기 안과의 비교를 하여 3개의 시나리오를 추가로 설정하 는데 이들 

시나리오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와 련이 있다.

CO2 Tax안에서는 CO2 톤당 30$의 세 이 발 원에 부과되는 것으로 하

다. 이러한 CO2 Tax는  분석 상 기간동안 부과되는 것으로 하 다. 참고

로 제4차 력수 기본계획에서는 CO2 톤당 32,000원의 세 의 용을 고려하

고 있다.

CO2 배출원단  규제안에서는 발 량 1kWh 당 110g의 탄소 배출 상한을 

설정하 다.11) 이는 탄소배출량이 발 량과 비례해서 증가하도록 허용하는 규

제방식이다. 참고로 제4차 력수 기본계획에서도 동일한 규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CO2 Tax안과 CO2 배출원단  규제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이 게 함으로써 CO2 배출에 한 규제가 다른 안에 비하여 더욱 강한 

경우를 반 하도록 하 다.

이상의 시나리오 설정에 한 설명은 표 2.2-16과 같다.

10) 이러한 가정은 근본 으로 원자력보다는 석탄화력에 더 우호 인 것이라고 단된다.

11)  분석 상 기간동안 용되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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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안

- 할인율: 7.5%

- 연료비: 최근(‘08년 7월)기  18개월 실  자료 사용

- 년간 최  투입 허용 용량

 • 원자력(APR1400): 2017년부터 2기(2,800MW)

 • 석탄화력: 

     870MW 2기(1,740MW)

     1000MW 4기(4,000MW)

CO2 Tax안 - 30$/CO2 톤의 이산화탄소세 부과

CO2 Intensity 안 - 발 량 1kWh 당 110g Carbon 배출 상한 설정

CO2 Tax + Intensity 안
- 30$/CO2 톤의 이산화탄소세 부과

- 발 량 1kWh 당 110g Carbon 배출 상한 설정

표 2.2-16 시나리오 설정

(3) 시나리오별 원자력 발전 점유율 산출결과 비교

시나리오별 원  유율 산출결과는 표 2.2-17과 같다.

2007 2010 2020 2030

기 안 35.5 30.1 42.6 63.2

CO2 Tax안 35.5 30.1 48.4 68.8

CO2 Intensity 안 35.5 29.9 48.1 68.5

CO2 Tax + Intensity 안 35.5 29.9 48.4 68.8

표 2.2-17 시나리오별 원  유율 산출결과

(단 : %)

원 의 년간 최  투입 허용 용량을 2기로 제한 할 경우 2030년의 원  

유율은 기 안의 경우 6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2 규제를 반 한 시나리오의 원  유율은 서로 비슷한 수 을 보이

고 있는데 이를 2030년의 원  유율은 기 안에 비해 약 5.6%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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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료비가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상정한 수 으로 하락할 경

우에 해서도 원  유율을 산출하 는데 모든 시나리오에서 원  유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료비의 변화가 원 의 상  경제성

에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한 원자력의 연간 최  투입 허용 용량을 1400MW 1기로 제한하는 경

우를 기 안으로 하고 이 기 안에 한 CO2 규제 시나리오를 표 2.2-18과 동

일한 방법으로 설정하여 원  유율을 산출하 다. 이는 원 의 최  투입 허

용 용량이 2기에서 1기로 축소될 경우의 향을 살펴보기 함이다.

2007 2010 2020 2030

기 안 35.5 30.1 42.4 45.6

CO2 Tax안 35.5 30.1 42.4 45.6

CO2 Intensity 안 35.5 29.9 42.1 45.4

CO2 Tax + Intensity 안 35.5 29.9 42.1 45.4

표 2.2-18 원자력의 연간 최  투입 허용 용량을 1400MW 1기로 제한한 경우의 원  

유율 산출 결과

(단 : %)

표 2.2-18에서와 같이, 원 의 연간 최  투입 허용 용량을 1기로 제한 할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 있어서 2030년의 원  유율은 약 45%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O2 배출에 한 제한이 주어져도 원  유율에는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 안에서의 원자력 발 량이 연간 최

 원  투입 허용 용량 제한 수 까지의 원  설비용량 투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O2 배출 규제가 추가되어도 원자력 발 량은 더 이상 증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연료비가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상정한 수

으로 하락하여도 원 의 유율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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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전 점유율 전망에 대한 시사점

원  유율은 연간 최  투입허용 원 용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연료비의 

변화는 원 정 비 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제약이 원  유율 증가로 이어지기 해서는 원 의 최

 투입 허용 기수가 연간 2기 이상은 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원 의 최  투

입 허용 기수가 연간 2기로 제한될 경우 2030년의 원  유율은 63～69%에 

달하며 원 의 최  투입 허용 기수가 연간 1기로 제한될 경우 모든 연도와 모

든 안에 있어서 모형은 원 의 연간 1기 투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2030년에 

원  유율은 45%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5) CO2 배출량 분석

이상과 같은 시나리오별 CO2 배출량은 그림 2.2-24, 2.2-25와 같다.12)

<연간 최대 2기 원전 투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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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연간 최  2기 원  투입 허용의 경우 시나리오별 CO2 배출량 비교

12) CO2 Tax + Intensity안의 경우는 CO2 intensity안과 분석 결과가 거의 동일하 다. 따라서 여기서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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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기 원전 투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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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 연간 최  1기 원  투입 허용의 경우 시나리오별 CO2 배출량 비교

연간 최  2기의 원  투입을 허용하면 배출규제가 없어도 2030년의 배출

량은 2008년 수 으로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유인으로 인

한 원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된 것이다. 2020년  후반으로 어들면 모

든 CO2 배출 규제안은 재의 정부목표 수 인 0.11kg-C/kWh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 최  1기의 원  투입을 허용하면 CO2 Intensity

안을 제외하고 모든 안에서 CO2 배출량이 재의  정부목표 수 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CO2 배출규제가 배출량 감소에 효과 이기 해

서는 (정부목표 : 0.11kg-C/kWh 충족) 원 투입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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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전사후처리비용의 분석

제1절 국제 비교분석

1. 원전사후처리충당금 현황 및 전망

가. 원전사후처리의 개요

원  사후처리충당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기 해서는 먼  원자력발

소 운 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자력발 소는 수명기간 동안 산업 활동의 

원동력인 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자력법 제2조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

사성폐기물을 발생하게 된다.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상이 되는 물질을 말

하며,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도 포함된다. 한 수명기간이 다한 원자력발 소

는 해체  철거해야 하며 해당 부지는 다시 복원하게 된다. 이 듯 발 이라

는 원인행 를 통해 아래의 그림 3.1-1에서 알 수 있듯이 수명기간이 종료된 발

소의 해체  철거 행 와 소내 이외의 장소에 ․ 와 고 폐기물을 

장하고 처분하는 활동을 원 사후처리라고 한다.

발 소 운  활동 원  사후처리 활동

원자력발 소 해체  철거 해체/철거 폐기물

․  

방사성폐기물
소내 임시 장고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고  

방사성폐기물

소내 습식 장
사용후핵연료 

간 장 시설

사용후연료 

처분 시설

소내 임시 장

그림 3.1-1 원자력발 소 운  활동과 원 사후처리 활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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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전 사후처리충당금 이력 

원자력발 소 운 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과 발 소 

수명기간 종료 후의 폐기  처분 활동은 미래에 이루어지지만 이를 한 재원

은 발 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마련하는 것이 일반 이다. 2008

년 3월3일 방사성폐기물 리법이 제정되기 이 까지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재

원을 마련하기 하여 원  사후처리충당  제도를 도입하여 운 하여 왔다. 

이는 원  사후처리 활동과 련된 비용을 발 사업자가 회계상 충당부채로 인

식하여 재원을 립해 가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된 방사성폐기

물 리법에서는 기사업법에서 리되던 ․  방사성폐기물 충당 과 

사용후핵연료 충당 은 각각 기 과 부담  형태로 바 었으며, 단지 원자력발

소 해체비용 만이 기존의 충당  형태를 유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기존

의 충당  체제에서는 충당  재원을 재의 경 활동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에 미래에 발생할 소요비용을 제 로 충족시키지 못할 험성이 존재하게 된

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편으로 정부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리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발 소 해체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비용 즉 ․  방사성폐기물 충

당 과 사용후핵연료 충당 을 기 화하여 확실하고 합리 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래의 표 3.1-1에 원  사후처리충당 의 주요 이력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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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비 고

1983. 12

방사성폐기물 리법(과기부)에 의한 방사성폐기

물 리기 이 폐지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이 기존 기사업법의 사후처리충당 으로 

리되도록 개정

정부투자기  회계규정

(재무부고시)

1992. 12 원 철거비  폐기물처분비 단가 변경
정부투자기  회계규정

(재무부고시)

1996. 12
충당  규정이 정부투자기  회계규정에서 

기사업법으로 이
기사업법 제94조

2001. 4
한 의 발 부문 기업분할에 따라 충당 이 한

국 력공사에서 한수원(주)으로 승계
력산업구조개편

2005. 5

충당  산정기   산식을 개정하고 입력인자

를 5년 마다 재산정하도록 하 으며 원 철거

비/폐기물의 처분단가 변경

기사업법

2008. 3. 3
충당  규정이 기사업법에서 방사성폐기물

리법으로 이 되었으며 비용체계도 개편됨

방사성폐기물 리법 

제정

표 3.1-1 원  사후처리충당  주요 이력

2. 국내 원전사후처리비 추정비용의 적정성 평가

원자력발 소 사후처리 충당 을 산정하기 한 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50조의 별표16의 산정식  충당  규모를 결정하는 원천비용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원  해체  철거비,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 등의 추정비용

은 아래의 표 3.1-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정성을 살펴보았다. 

구            분 추정비용(2003년말 기 )

원자력발 소 철거비 충당 /호기 3,251억원

경수로 사용후연료 처분비 충당 /다발 410,650천원

수로 사용후연료 처분비 충당 /다발 5,795천원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 충당 /드럼

건설비 1,766천원

운 비 2,087천원

표 3.1-2  원  사후처리충당  추정비용(2003년말 불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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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철거비용

원자력발 소 철거비 추정비용의 정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국내 경험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 노

형별, 국가별, 용량별, 철거방식 등에 따라 자료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아

래의 결과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먼  몇 개의 연구기 에서 수행한 연구결

과를 간략히 결과 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사례

(가) OECD/NEA 연구결과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개국 79개 원 의 철거비를 분석한 연구결

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보유 인 PWR, PHWR(CANDU)의 경우 각각 336 

$/kWe, 378 $/kWe로 평가되었다. 이 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원자력발  

해체에 따른 MWe 당 ․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평균 으로 PWR, 

BWR, PHWR, VVER의 경우 각각 10톤, 10톤, 13톤 17톤으로 추정되었다. 국

의 가스냉각로인 GCR의 경우 요 부분인 흑연감속제 자체가 방사성폐기물이

기 때문에 경수로의 10배인 MWe 당 100톤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특

성이 폐로비용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됨을 지 하고 있다.

원자로형
원자력발  해체비용($/kWe)

평균 표 편차

PWR 336 205

VVER 347 1209

BWR 442 105

PHWR, CANDU 378 74

GCR > 2628 -

표 3.1-3  폐로비의 OECD/NEA 연구결과

 주) OECD/NEA 연구결과(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2003)를 2003년 비용

으로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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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수력원자력(주) 연구결과

외국의 연구 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표 3.1-4에 의하면, 최  644 

$/kWe, 최소 160 $/kWe, 평균 395 $/kWe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참고하여, 한수원은 스웨덴 Ringhals-3 원 철거비용 자료  스웨덴 SKB 자문

을 통해 호기 당 262백만$로 262 $/kWe(1000MWe 기 )으로 평가하 다.

국가 용량(MWe) 철거비 (백만$) $/kWe

캐나다 600 247 412

독일 1225 394 322

스웨덴 917 147 160

일본(동해2호기) 1000 483 483

미국

Palisades

Vogtle-1

San Onofre-1

Diablo Canyon-1

890

1200

900

1000

573

386

311

473

644

322

346

473

표 3.1-4  폐로비의 한수원 연구 결과 인용 자료

주) 원 사후처리충당  제도개선에 한 연구(한국수력원자력(주), 2002) 자료를 2003년 가격으로 재

산정하 음.

(다) DOE 계약 연구

표 3.1-5는 DOE에서 연구한 신형로에 한 철거비 산정결과를 나타내는

데 이 결과에 의하면, BWR(ABWR, ESBWR), PWR(AP1000), PHWR(ACR-700)

의 종합 평균 철거비 단가는 365 $/kWe이며, PWR 344 $/kWe, PHWR 289 

$/kWe로 평가되었다. 한 NRC 평가결과에 따르면, 종합평균은 286~444 

$/kWe이며, PWR은 298~475$/kWe, PHWR은 212~337$/kWe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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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e $/kWe NRC-est1 NRC-est2

ABWR 1,422 418 313 477 

ESBWR 1,390 410 320 488 

AP1000 1,210 344 298 475 

ACR-700(unit 1) 1506(=753*2) 283 212 337

ACR-700(unit 2) 1506(=753*2) 295

 종합평균 365 286 444

 PWR 평균 344 298 475 

 PHWR 평균 289 212 337

표 3.1-5  폐로비에 한 DOE 연구결과

자료) Dominion Energy Inc., Bechtel Power Corporation, TLG Inc., MPR Associates, “Study 

of construction technologies and schedules, O&M staffing and cost, decommissioning 

costs and funding requirements for advanced reactor design”, 2004. 5

주1) ABWR(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by both Toshiba and General Electric), 

ESBWR(Economic simplified goiling water reactor), AP1000(Westinghouse advanced 

passive pressurized water reactor), ACR-700: Advanced CANDU reactor

주2) NRC-est1: 폐기물처리자 이용 에서 평가

     NRC-est2: 매립 에서 평가

(라) 기타

랑스 EDF는 원 해체 비용을 건설공사비의 15% 수 으로 상하고 있

으며, 해체비용 에서 해체 비작업에 40～45%, 폐기물 이송에 20～25%, 원

 감시비용에 12%, 엔지니어링 연구에 20～25%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한 OECD/NEA 연구에서는 철거비용이 발 원가의 3～4%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적정성 평가

해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재 기사업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2003년도 

불변가격 3,250억원의 정성을 평가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동 년도의 환

율을 용하여 산출한 국내 용단가는 302 $/kWe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살펴 본 여러 해외기 의 연구결과와 비교한 아래의 그림 3.1-2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 범주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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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원  해체  철거의 기충당  정성

나.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행 기사업법에서 용하고 있는 국내 사용후연료처분비는 간 장비

용  처분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용후핵연료 처분단가는 경수로가 kgU 

당 95만원, 수로가 30.5만원이다. 이 에서 간 장 단가는 경수로 20만원, 

수로 7만원이며, 처분단가는 경수로 75만원, 수로 23.5만원이다. 이와 같은 

단가는 다음과 같은 시설운용 계획을 근간으로 산출된 것이다.

- 사용후핵연료는 앙집 식으로 50년동안 간 장 후 처분하며, 간

장 시설은 ‘16년부터 50년동안 별도 부지에 경수로 12,000톤, 수로 

8,000톤 등 총 2만톤 규모로 건식 장함

- 처분시설은 ’46년부터 운 을 시작하여 기 20년 수로 연료 11,500톤, 

이후 30년동안 경수로 연료 22,500톤 등 총 35,000톤 처분 후 10년간 시

설 폐쇄

- 경수로와 수로의 간 장 비용은 각각 2조 4,620억원, 5,975억원이며,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은 경수로와 수로 각각 14조 3,816억원, 5조 

1,837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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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사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단가는 표 3.1-6에 나타난 INL의 연구결과를 토

로 추정한 결과, 최  1,162,823원/kgU, 최소 427.569원/kgU, 평균 795,196원

/kgU으로 평가되었다. 

용량(MTHM) 70,000 97,800 35,000*

백만$(2003) 53,626 61,201 33,978 

처분단가(원/kgU) 917,611 749,559 1,162,823 (A)

주) * :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35,000톤 규모이므로 70,000MTHM과 

97,800MTHM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 음.

          (53,626+61,201)/2 x [ (35,000/{(70,000+97,800)/2} ]^0.6

백만$(2003) 억원 처분단가(원/kgU)

스웨덴 8,962 107,350 389,968 

스 스 11,830 141,705  465,171 

평균 427,569 (B)

평균(A+B)/2 795,196 

표 3.1-6  INL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단가 연구결과

자료) INL/EXT-07-12107, Advanced Fuel Cycle Cost Basis", March 2008

한 경수로 사용후행연료 간 장 단가는 아래의 표 3.1-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소 260,000원/kgU, 최  578,000원/kgU, 평균(건식 장) 287,000원

/kgU 정도로 추정되었다. 수로 사용후행연료 간 장 단가는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500원/kgU 정도로 평가되었다. 사용후연료처분비의 경우, 

미국 52만원/kg(경수로), 캐나다 35만원/다발( 수로)로 국내값이 오히려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US DOE, OCWRM, Analysis of the Total System Life 

Cycle Cost of the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gra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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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방법 $/ton 원/kgU(2003년)

연구-1
건식 장 216,652  259,505 

습식 장 553,665 577,916 

연구-2
건식 장 262,417  314,323 

습식 장 436,626 522,991 

주) 연구-1: M. Bunn et al. "Interim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 A safe, flexible, and 

cost-effective near-term approach to spent fuel management", Havard university 

project on managing the atom and University of Tokyo project on 

sociotechnics of nuclear energy, 2001

    연구 2: I.Fairlie, "Dry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The safer alternative to reprocessing", 

Report to Greenpeace of international in response to Cogema dossiers to 

the La Hague Public Inquiry, May 2000

표 3.1-7  외국의 사용후핵연료 간 장 단가 연구결과

연구-3
장방법 $/ton 원/kgU(2003년)

건식 장 20,358      24,385 

표 3.1-8  외국의 사용후행연료 간 장 단가 연구결과

주) 연구-3: I.Fairlie, "Dry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The safer alternative to 

reprocessing", Report to Greenpeace of international in response to Cogema dossiers to 

the La Hague Public Inquiry, May 2000

(2) 적정성 평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는 기존의 충당 에서 기 형태로 바 고 이 비용에 

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정성을 평가해 보았다.  

재 용하고 있는 경수로용 처분단가인 kgU당 75만원은 INL의 연구결과의 

평균치인 795,000원 보다는 다소 비싸며, DOE 연구결과인 520,000원보다는 훨

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로는 자료부재로 평가하지 못하 다. 경수로의 

간 장 단가인 kgU 당 200,000원은 INL 연구결과의 최소치인 260,000보다 낮

은 수 이며, 수로의 경우는 자료가 많지 않으나 INL의 연구결과는 최소 

24,000원에서 최  350,000원으로 수로 장단가인 70,000원은 이 범주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3.3-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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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의 기충당  정성

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비

행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은 원자력환경기술원 방사성폐기

물사업 소요비용 산출자료, 스웨덴 SKB사 문가 자문, 미국 뉴욕주 ․

 방사성폐기물 개념설계보고서 등을 참조로 하 다. 처분사업에 소요되는 비

용은 2003년 불변가격으로 총 2조 5천억원이며, 이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총 발생량이 65만드럼이고 200리터 드럼 당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가 385만원이 용됨으로 의해 산출된 결과이

다. 여기에서는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이 기존의 충당 에서 기 형태

로 바 고 이 비용에 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정

성을 평가해 보았으며, 아래의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L 연구자료에서 

평가한 총 비용인 2조 8,252억원은 산정식에서 이용하고 있는 2조 5,000억원보

다 13%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백만$(2003년 가격) 억원(2003년 가격)

건설비 440 5,274 

운 유지비 2,201 22,978 

계 28,252 

표 3.1-9  INL의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 연구 결과(Long-term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기 )

자료) INL/EXT-07-12107, Advanced Fuel Cycle Cost Basis", Mar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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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원계획수립을 위한 비용 산출

원 사후처리비는 원 의 수익발생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사업법에서는 원 과 련된 사후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해서 원 의 수익이 발생되는 기간동안 일정 액을 충당하여 이에 비하도

록 하고 있다. 원 사후처리는 원자력발 소 철거, 사용후연료 처분, ․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재의 원 사후처리비 규모의 정성에 한 평가가 

아니라, 주어진 원 사후처리비의 경제  해석에 한 것이다. 원 사후처리비

는 력수 기본계획의 주요 입력자료 에 하나로서 이에 한 올바른 해석에 

바탕을 두지 않은 원 사후처리비 산정은 력수 기본 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정 원구성의 도출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력수 기본계획에서는 총비용을 최소로 하는 발 원 구성을 

도출하기 해서 산모형인 WASP(Wien Automatic System Planning 

Package)을 이용하고 있다. 

1. 원전사후처리비 충당금 개관

방사성폐기물 리법이 2008년 3월에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이 2009년 1월

부터 시행 정에 있다. 동법에 따르면 원 사후처리비 구성 항목 에서 사용

후핵연료 처분비와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는 기존의 충당 에서 부담

  처분단가의 개념으로 변경되어, 신설되는 한국방사성폐기물 리공단에서 

기 의 형태로 리와 운 을 맡을 정이다. 따라서 부담   처분단가의 규

모  산정식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 다. ․  방사성폐기물 처

분비는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2009년에 완공될 정이므로 더 이상의 

할인기간이 용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원 사후처리비용 산정 원회에서 추

정한 단가를 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정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에 하

여는 산정식  부담 의 규모에 한 재산정을 2010년으로 미루었다. 따라서 

재선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존의 충당  산정식을 이용하기로 원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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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산정 원회에서 결정하 다. 한편, 동 원회에서는 원자력발 소 철거비 

충당 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 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황을 반 하여 기존의 원 사후처리비 충당  에

서 원  철거비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에 해서 살펴보았다.13) 

원 사후처리충담 의 산정식과 추정비용의 규모는 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6에 규정되어 있다. 산정식은 (1)식과 같으며 추정비용의 규모와 

물가반 기간  할인기간은 표 3.2-1과 같다.

초기 충당금  추정비용×물가상승률물가반영기간 ×할인율할인기간


당년도 충당금  전년도 누계 충당금 ×이자율
초기 충당금 × 이자율이자율 

여기서 ․  폐기물처분비 충당   사용후연료 처분비 충당 에 

용되는 할인기간은 고시 시행연도인 2003년부터 1년 경과시마다 1년씩 차감

한 기간을 할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식에 용되는 물가상승률은 2.3%, 할인율  이자율은 4.36%이

고, 이들 변수와 추정비용, 물가반 기간  할인기간은 5년 간격으로 재조정함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  분
추정비용

(2003년말 불변가격)

물가반 기간  

할인기간

원자력발 소 철거비 충당 /호기 3,251억원 45년

경수로 사용후연료 처분비 충당 /다발 410,650천원 34년

수로 사용후연료 처분비 충당 /다발 5,795천원 34년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 충당 /드럼

건설비 1,766천원 4년

운 비 2,087천원 31년

표 3.2-1 원 사후처리의 추정비용과 물가반 기간  할인기간

13)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에 하여는 원 사후처리비용 산정 원회의 산정 결과를 수용하기

로 하 으므로 본 장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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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력발전소 철거비 충당금

기사업법에서는 원자력발 소 철거비 충당 에 용되는 할인기간을 표 

3.2-2와 같이 4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원  철거에 따른 비용이 원 의 가동 시

작 년도로부터 45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45년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호기당 3,251억원(2003년말 불변가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비용은 

발 소 건설에 있어서 순건설비(overnight cost)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시간 련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비용으로 인식해야한다.14) 

원  사후처리충당  산정기 인 (1)식에 의한 매년의 충당  산출액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철거 추정비용을 D라고 하고 물가상승률을 f, 할인율

(이자율)을 r, 원  가동부터 철거비용 발생시 까지의 기간을 p라고 하자.

원  철거비 충당  산정 기 에 의하면 원 건설이 완료되어 가동을 시

작하는 첫 번째 해에 충당해야 할 액은   이다. 두 번째 해부터

는 기충당한 액에 한 이자만을 복리로 충당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p

년 동안 매년 충당해야 하는 액은 표 3.2-2와 같다.

발 소 가동 연도 연간 충당

0 
 

1 
 



2 
 

 

3 
 

 

. .

p 
 

   

표 3.2-2 원  철거비의 연간 충당  산정식

이와 같은 매년의 충당 을 모두 합하면 (2)식과 같다.

14) 철거를 시행할 경우 2003년말 불변가격으로 호기당 3,25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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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의 충당 을 모두 합한 액에 향을 주는 

변수는 철거추정비용(D), 물가상승률(f), 철거비 발생시 (p)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할인율(r)은  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할인율은 연간 충당

의 규모에만 향을 미친다. 할인율이 높으면 기년도에 충당해야할 액이 

어지는 반면 말기년도에 충당해야할 액이 많아진다. 낮은 할인율에서는 이

와 반 의 상이 발생한다. 즉, 할인율은 연간 충당 의 연도별 지출 유형에 

향을 주게 된다. 한, 표 3.2-2의 연간 충당  산정식에서 알 수 있듯이 기

년도의 충당 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후의 연도에는 기 충당 액에 하여 복

리 이자 액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년도와 나머지 연도사이의 연간 

충당 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그림 3.2-1에서는 7.5%와 4.36%의 할인율 하

에서의 연간 충당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1에서의 각 곡선의 하부면 은 

서로 동일하며 이는 (2)식에 의하여 산출된 액인 총 충당 액과 일치한

다. 그러나 연간 충당  추이는 용 할인율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7.5%의 할인율에서는 말기년도의 충당 이 기년도에 비하여 많아지는 반면에 

4.36%의 할인율 하에서는 기년도의 충당 에 비하여 말기년도의 충당  규모

가 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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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할인율에 따른 연간 철거비 충당  추이

나.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충당금

원 사후처리비 충당 을 규정하고 있는 (1)식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 연간 충당  산정식은 표 3.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2-3에 나타나 

있는 변수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S는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f는 물가상승

률, r은 할인율, p는 물가반 기간  기년도 할인기간, m은 원자력발 소의 

수명기간이다. 충당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기사업법에 의하면 사용후핵연

료 처분비 충당  산정에 용되는 할인기간은 고시 시행연도부터 1년 경과시

마다 1년씩 차감한 기간을 할인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3.2-3을 살펴보면,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의 연간 충당 은 기간이 지남

에 따라 꾸 히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년도 할인기간인 p를 

34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원 의 수명기간이 34년을 과하므로 34년을 

과하는 연도부터는 음의 할인이 용되도록 되어 있다.

발 소 가동 m 연도의 연간 충당  산정식의 경우를 로 들어 설명하

면, 당년도 충당 은  
 

×


이고, 나머지 항인 
 

은 기 충

당 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기간이 지남에 따라 당년도 충당 과 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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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 모두 증가하도록 산정식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발 소 가동 연도 연간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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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한 호기에 한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의 연간 충당  산정식

표 3.2-3의 산정식을 용하여 산출한 한 호기에 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의 연간 충당 은 그림 3.2-2와 같이 높은 할인율(7.5%)하에서는 기년도의 

연간 충당 이 낮은 수 을 유지하고 있으나 차 기간이 지남에 따라 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낮은 할인율(4.36%)하에서는 이와 반 의 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할인율은 철거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간 충당 의 기

간 분포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 3.2-2의 곡선의 하부면

이 총  충당 을 나타내므로, 높은 할인율에서의 총 충당 이 낮은 할

인율에서의 총 충당 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서 철거비 충당 의 경

우 할인율이 총 충당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는 조된다.15)

15) 높은 할인율 하에서의 총 충당 액이 낮은 할인율 하에서의 총 충당 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은 <표 3>의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연간 충당  산정식의 구조 때문이다. 기년도 할인기간인 p(34

년)보다 원 의 수명기간 m(40년)이 더 길기 때문이다.



- 76 -

-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기간(년)

억
원

할인율 7.5%

할인율 4.36%

그림 3.2-2 한 호기에 한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의 연간 충당  추이

2.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전사후처리비 검토

원 사후처리비는 원계획 산모형인 WASP의 입력자료  운 유지비

의 일부로 입력된다. 운 유지비의 산출은 원자력발 소의 운  주체인 한국수

력원자력(주)이 원 을 운 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품 등 경비성 지출(연

료비 제외)에 근거하고 있으며, 운 유지비의 일부인 원 사후처리비는 원 사

후처리를 하여 충당하고 있는 액을 근거로 산출하고 있다.

가. 현 황

원계획의 입력 비용자료 산출을 한 원 사후처리비의 행 산정과정

을 설명하기 하여 원 사후처리비 항목 에서 철거비에 하여 설명한다.16)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서의 원 사후처리비는 (1)식에 의해 산출된 충

당 을 근거로 산출하 다. 그런데 (1)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연간 충당 (할인

16) 나머지 항목에 하여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 77 -

율 4.36% 용)은 그림 3.2-1과 같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년도의 값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력수 계획의 입력자료 산정을 

하여 제3차 수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연도별 충당  차이를 완화시키기 

하여 편의상 기충당 을 원 의 수명기간(m)인 40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법을 표 3.2-4와 같이 용하 다. 

발 소 가동 연도 연간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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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조정된 연간 충당  산출 산정식

표 3.2-4의 조정된 연간 충당  산출 산정식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충당

(할인율 4.36% 용)은 그림 3.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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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조정된 연간 원  철거비 충당 (할인율 4.36%)

그림 3.2-3에 나타난 연도별 충담 의 총합은 그림 3.2-1의 할인율 4.36%

하에서 산출된 연도별 충당  총합과 일치하지만, 충담 의 연도별 차이는 그

림 3.2-1에 비하여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3.2-3에서의 연도별 충

당 은 년도가 경과함에 따라 차 증가(원 의 수명기간인 40년동안)하다가 

그 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기년도와 나머지 연도사이의 연간 충

당 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상을 회피하기 하여 도입한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도 연간 충당 의 연도별 차이 상은 여 히 존재한다. 제3차 력수

기본계획의 원 사후처리비 산정에서는 철거비, 사용후연료 처분비, ․  

방사성페기물 처분비 충당 을 모두 합한 원 사후처리비를 원 별로 산출하여 

과거 10년간의 평균치를 구한 후에 가장 낮은 값을 갖는 원 인 울진 1,2호기

의 사후처리비를 WASP의 입력자료로 사용하 다.

나. 평 가

원계획용 입력자료 산출을 한 행의 원 사후처리비 산출방법은 다

음과 같은 이유로 하지 않다.

첫째, (1)식은 충당 의 규모와 시기를 규정하기 하여 제정된 것이지, 

이것이 원 사후처리와 련된 경제  비용을 산정하기 한 목 에서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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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둘째, 력수 기본계획의 가격 련 모든 입력자료는 불변가격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 사후처리비는 경상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원계획의 

다른 비용 입력자료와 일 성이 없다. 매 년도별 충당 은 일정한 물가상승률

을 반 한 경상가격이고 할인율도 경상 할인율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이상의 두 가지 문제 을 간과하더라도 복리 이자로 구성되는 입

(당년도 충당 )을 경제  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즉, 기충당 만이 

경제  비용이며 여기에 기 충당 에 한 복리 이자로 구성되는 매년의 입

(당년도 충당 )은 경제  의미에서 비용이 아니다. 이는 기충당 을 운용

하면 이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며 이 이자수입이 매년의 입 과 

동일한 개념이 되기 때문이다.

3. 원전사후처리의 경제적 비용 산출

원 사후처리비는 원 의 수익발생 시 에 비하여 일정한 미래에 발생한

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동일한 액이라고 하더라고 미래의 액이 재의 

액에 비하여 더 가치가 없다. 이러한 상을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한다. 

원 의 사후처리비는 바로 이러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요한 역할을 하는 

역이다. 

본 장에서는 원 사후처리의 경제  비용을 산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

제  비용은 원계획용 원 사후처리비의 입력자료로 활용되기에 합하다. 

원계획의 모든 비용 입력자료는 경제  의미의 비용이어야 한다. 이는 원

계획이 한정된 자원의 효율  배분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인 자원배분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원 사후처리비의 산정에 있어서 

충당  산정식을 이용하지 않고 실제 원 사후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시 을 가

정하여 비용을 추정함으로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충실히 반 하고자 하

다.17) 할인율은 충당  산정식에서 명시하고 있는 할인율(4.36%)과 물가상승률

17) 원자력 발 소 철거비 충당  산정식에서는 철거비용의 발생시 을 원 가동 시 으로부터 45년 후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400MW 용량의 원자력발 소의 설계수명기간은 60년이다. 이 경우 경제  비

용은 설계수명기간인 60년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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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을 받아 들여 산출한 실질할인율인 2.014%를 용하 다.18) 사후처리의 

상인 원  설비는 1,400MW 설비용량의 경수로로 하 으며, 최종 으로 산출

되는 원 사후처리비는 2007년말 불변가격으로 표 하 다.

원계획용 산모형인 WASP에서는 원 사후처리비를 운 유지비의 일

부로 입력하고 있다. 따라서 입력된 원 사후처리비는 원 의 수명기간동안 지

속 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원 사후처리비는 연간 지출비

용의 형태로 산정하도록 하 다.19) 

가. 원자력발전소 철거비 

철거는 원자력발 소의 수명기간인 60년이 종료되기 2년 부터 비가 시

작되며 수명기간이 종료된 후 10년에 걸쳐서 폐 리에 들어가고 폐 리기

간이 종료되면 3년에 걸쳐서 철거가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 고, 철거산정 내

역은 표 3.2-5와 같다.20) 본 연구에서는 폐 리비(1,436억원)는 12년 동안 매

년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 으며, 철거  폐기물처분비(1,815억원)는 3년

간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21) 그리고 모든 비용은 발 소 가동 

시작 년도로 할인함으로써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 하 다.

표 3.2-5의 철거비 3,251억원은 1,000MWe 용량의 원자력발 소를 상으

로 산출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고 있는 1,400MWe 용량의 원자

력발 소에 한 철거비는 용량계수를 용하여 보정하 다. 용량계수는 한국

수력원자력(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계수를 용하 다.

용량보정계수 = (1000/1400)
0.5 × (1400/1000)

             = 1.1832

18)  ′ 
 

, 여기서 ′는 실질이자율, 는 명목이자율, 는 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19) WASP의 운 유지비 입력 자료의 단 는 ‘천원/kW월’이다. 이는 발 설비 1kW를 1개월 동안 운 하

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연간 비용의 단 는 ‘천원/kW년’이므로 WASP의 운 유지비 입력자

료인 월간 값으로 바꾸기 해서는 년간 값을 12개월로 나 어 주면 된다.

20) 다음의 보고서를 인용하 다. “방사성폐기물 사후처리비용 요율 산정에 한 최종보고서 -방사성폐기

물 리비용, 사용후핵연료부담 , 원 해체충당 -”, 원 사후처리비용 산정 원회, 2008. 5. 21

21) 폐 리비  철거비의 연도별 지출액에 한 구체 인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으므로 편의상 매년 

균등 지출을 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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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3.2-5의 철거비는 2003년 불변가격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이를 

2007년말 불변가격으로 환하기 하여 동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용하

다.22)

구분 내용 비용 기간

폐 리

운  종료  사  비

1,436

-2~0년

연료 이송, 냉각수 제거 0~1년

장조 냉각 후 연료 반출 1~6년

시설 유지  폐 6~10년

철거 원  철거  부지 복원 1,089
10~13년

폐기물 처분 철거 폐기물 처분 726

합       계 3,251 호기당

표 3.2-5 원자력발 소 철거산정 내역(억원 2003년말 불변가격)

나.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비

술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와 ․  방사성폐기물 처분

비는 기존의 충당 에서 부담   처분단가 형태로 변경될 정이므로 사용후

핵연료 처분  ․  방사성폐기물에 한 부담   처분단가를 재산정

하여야 한다.

(1)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원 사후처리비용 산정 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부담 은 산정

근거자료  사용후핵연료 리방안 미수립 등을 고려하여 행 기사업법 산

정기 을 용하되 연구용역을 통해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2010년에 재

산정을 추진하기로 하 다.23) 재산정 이 까지는 기존의 산정식 에서 기충

22) 2007년과 2003년 사이의 물가상승률(%) = {(1+0.023)4-1}×100 = 9.52%

23) “방사성폐기물 사후처리비용 요율 산정에 한 최종보고서”, 원 사후처리비용 산정 원회, 2008. 5. 

21



- 82 -

당 에 한 산정식인 (3)식을 용하기로 하 다.24)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추정비용×물가상승률물가반영기간×할인율할인기간




(3)식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부담 은 그림 3.2-4와 같이 기간이 지남에 따

라 부담 의 규모가 지속 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기사업법에서의 할인기

간이 고시 시행연도부터 1년 경과시마다 1년씩 차감한 기간을 할인기간으로 명

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게 할인기간을 차감하도록 한 것은 사용후핵연료 

간 장설비의 용량이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연도가 지남에 따

라 간 장설비가 차 포화되어 가므로 처분기간이 그만큼 짧아진다고 상정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5)

높은 할인율(7.5%)에서의 기년도 연간 충당 은 낮은 할인율(4.36%)에서

의 연간 충당 보다 다가 34년을 분기 으로 더 많아지는 상을 보이고 있

는데 이는 술한 바와 같이 기년도의 할인기간인 34년을 과하게 되면 음

의 할인이 용되기 때문이다. 할인율에 따른 총  충당 은 그림 3.2-4의 

곡선의 하부면 과 일치하는데 높은 할인율에서의 하부면 이 낮은 할인율에서

의 하부면 보다 더 작아서 할인율이 높아지면 총  충당  규모는 어들

게 됨을 알 수 있다. 

24) 방사성폐기물 리공단의 설립에 따라 연간충당 은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에 포함되지 않기로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원 사후처리의 당년도 충당 을 경제  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다. 

25) 사용후핵연료 간 정설비를 하나만 건설하고 이 간 장설비의 용량이 차 포화됨에 따라 간

장기간이 이에 따라 지속 으로 감소한다는 가정은 경제 비용 산출의 개념에서 보면 지나치게 단순

한 가정이다. 이 가정을 따르다보면, 원 가동 연수가 기년도의 할인기간인 34년을 과하게 되면 

음의 할인율이 용된다. 이것은 매우 비 실 인 가정이다. 경제  비용 산출의 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간 장설비를 건설할 수 있으며 이것이 비용에 반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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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사용후핵연료 부담  추이

그런데, 기사업법에서는 물가반 기간  할인기간을 34년으로 명시하

고 있고, 고시 시행연도가 2003년이므로 2008년에 인출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

분과 련된 (3)식의 할인기간은 29년이 된다.26)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부담  산정식인 (3)식을 이용하여 원계획용 입력

자료를 산출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에 직면한다. 사용후핵연료 부담

은 운 유지비의 형태로 입력되는데 입력된 비용이 원 의 수명기간동안 지

속 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부담  산정식에 따르면 상

용가동을 시작한 원 의 사용후핵연료 부담 이 매년 증가하게 된다. 이는 원

 운 년도가 1년경과시 마다 할인기간이 1년씩 차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을 회피하기 해서는 평균 할인기간인 14.5년27)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원 의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 이 원  가동 후 14.5년에 발생한다는 

것은 무 지나친 가정이라고 단된다. 향후 사용후핵연료 부담  산정식을 

재산정할 때에는 이러한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6) 기사업법에서는 할인기간은 고시 시행연도부터 1년 경과시마다 1년씩 차감한 기간을 할인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용하여 용하면 할인기간이 29년이 된다.

27) 14.5년 =29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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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 인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경제  비용을 산출하여 원계획용 입력자료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원자로에서 인출된 사용후핵연료는 7년간의 냉각기간을 거친 후 소외 간 장

시설로 옮겨지고 거기서 50년동안 장된 후 바로 처분한다는 시나리오를 설정

하 으며 간 장 단가는 20만원/kgU, 처분 단가는 75만원/kgU을 용하

다.28) 이들 단가는 기사업법의 원 사후처리비 산정식인 (1)식에 있는 추정비

용(2003말 불변가격으로 표시)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간 장 비

용에 9.52%의 물가상승률(2003년과 2007년 사이의 물가상승률)을 반 하여 

2007년말 불변가격으로 변환시켰으며, 간 장기간인 50년동안 균등하게 발생

한다는 가정을 도입하 다.29) 핵연료의 원자로 내 체제기간은 평균 1.5년(18개

월)이므로 간 장비 발생은 원 가동 시 을 기 으로 8.5년에 시작하여 58.5

년까지 종료되고, 동일한 시 인 58.5년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

으로 상정하 다. 이들 간 장비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를 원 가동시작년도

로 할인함으로써 경제  비용을 산출하 다.  

(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비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2009년에 완공될 정이다. 따라서 그 

동안 ․  폐기물의 처분을 하여 일정기간 액을 충당하던 기존의 방

법은 더 이상 하지 않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업법의 산정식

인 (1)식에 있는 ․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추정비용인 385만원/드럼

(2003년말 불변가격) 신에 원 사후처리비 비용산정 원회(2008.5)에서 경주의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단가를 반 하여 추정한 455만원/드럼

(2007년말 불변가격)이 원  운 에 발생한다고 가정하 다.30)

28)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로에서 인출된 사용후핵연료를 7년 동안 냉각시키고 있다. 간 장 기간과 단가

는 다음의 연구를 인용하 다. “방사성폐기물 사후처리비용 요율 산정에 한 최종보고서”, 원 사후

처리 비용 산정 원회, 2008. 5. 21

29) 사용후핵연료의 간 장 기간 동안의 연도별 간 장비 지출 분포에 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

로 편의상 균등 지출 분포를 가정하 다.

30) 연간 ․  방사성폐기물은 연 인 1/2년에 발생하고 1.5년의 소내 장기간을 가정하 다. 따라

서 원 가동 시 을 기 으로 처분비는 2년(1.5년+0.5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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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전사후처리비 산출 결과

1400MW 용량의 원자력발 소(경수로)를 상으로 한 원계획 입력용 원

사후처리비 산출결과는 표 3.2-6과 같다.

항   목
원 사후처리비

항목별 유율
천원/kW월 원/kWh(*)

원자력발 소 해체  철거비 0.185 0.316 22%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0.566 0.969 67%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 0.089 0.152 11%

총   계 0.839 1.437 100%

표 3.2-6 원 사후처리비 산출 결과(할인율 2.014%, 2007년말 불변가격)

  주(*): 설비이용률 80% 가정

표 3.2-6의 산출결과는 제3차 력수 기본계획의 입력자료인 1.64(천원

/kW월)에 비하여 46.7% 감소한 것이다.31) 원 사후처리비 에서 원  해체 

 철거비가 22%를 차지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분비가 67%로 가장 높으며, 나

머지 11%가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0.969 원/kWh는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표 인 비용단가가 1mill/kWh32)와 비슷한 수 이다.

표 3.2-6의 원 사후처리비는 2.014%의 할인율 하에서 산출된 결과이다. 

재 력수 기본계획에서 용하고 있는 할인율인 7.5%하에서 산출된 원 사

후처리비를 표 3.2-6의 결과와 비교하면 표 3.2-7과 같다.

31) 제3차 력수 기본계획의 비용입력자료는 2004년 불변가격으로 표 되었으므로 2004년과 2007년 사

이의 물가상승률 약 9.5%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의 원 사후처리비는 제3차 력수 기본계획의 입

력자료에 비하여 46.7% 감소한 것이다.

32) 1mill = (1/1000) Dollar 이므로 1 Dollar= 1,000원의 환율을 고려하면 1mill/kWh = 1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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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원 사후처리비

할인율 2.014% 할인율 7.5%

원자력발 소 해체  철거비 0.185(22%) 0.014(9%)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0.566(67%) 0.065(41%)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 0.089(11%) 0.080(50%)

총   계 0.839(100%) 0.159(100%)

표 3.2-7 할인율에 따른 원 사후처리비 비교

(단  : 천원/kW월, 2007년말 불변가격)

    주) 호 안의 숫자는 항목별 유율을 나타낸다.

7.5%의 할인율을 용하면 원 사후처리비는 0.159 천원/kW월로 산출된

다. 이러한 산출결과는 낮은 할인율인 2.014%를 용하 을 경우의 산출결과에 

비하여 81%나 은 값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원 사후처리비는 할인율에 매

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은 할인율에 따라서 항

목별 유율이 크게 변한다는 것이다. 특히,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는 

할인율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방사성폐

기물 처분비는 주어진 처분단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33) 따라서 할인율이 

7.5%로 높아지면, 원  철거비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는 낮아지지만,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이 높아

짐에 따라 원  철거비의 비 이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에 비하여 상 으로 더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원  철거비 산출에 용되는 할인기간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비하여 더 길기 때문이다.

4. 결  론

원 사후처리비는 원 의 수익발생 종료시 이후에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

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원 사후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기 하여 충

33) 원 운 자는 주어진 처분단가를 방사성폐기물 리공단(신설 정)에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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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 사후처리비의 충당 을 원 사후처리

의 경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하지 않다. 원 사후처리비는 원 의 

수익발생 종료시 이후에 발생하므로 수익발생보다 미래에 발생한다. 동일한 

액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액은 재의 액에 비하여 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원 의 사후처리비는 바로 이러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요한 역할을 

하는 역이다. 이러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올바로 반 하기 해서는 미래

에 발생할 원 사후처리비 발생시 이 실 으로 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할인율에 의하여 화폐의 시간  가치가 반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

사후처리비의 추정비용은 충당  산정식에서 명시하고 있는 추정비용을 따랐

다. 그리고 정할인율은 충당 산정식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목할인율  물가

상승률을 실질할인율로 변환하여 용하 다. 그러나 원 사후처리비의 발생시

은 충당  산정식을 따르지 않고, 충당  산정식에서의 추정비용 산정에 이

용된 가정을 따름으로써 경제 인 비용에 충실한 원 사후처리를 산출하도록 

노력하 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원 사후처리비는 경제  비용으로서 원계

획의 입력자료로 사용하기에 합하다고 단한다. 원 사후처리비의 산출결과

는 할인율에 따라 민감하게 변한다. 원 사후처리비 산출에 용되는 정할인

율에 하여는 향후의 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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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성과 및 사업타당성분석

최근에 들어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사  타당성에 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성과의 사  평가와 한 계를 갖고 있다. 특

히 연구개발성과는 비/사  타당성 분석의 경제성  경제 효과 분석과 

연계되어 있고 이러한 효과분석은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커

다란 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이미 국

가  차원에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성조사 제도의 

특성을 악하고 주요한 방법론에 한 개략 인 사항을 요약하고자 한다.  

제1절 사업타당성 평가방법론 조사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구)기획 산처는 1999년 5월 산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규모 재정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한 비타당성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 으

며 2000년도부터 이에 한 조사결과를 산편성에 반 하여 시행하 다. 

재, 비타당성(R&D)조사는 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성을 조

사하여 기사업계획심의, 산조정배분 등에 활용하기 해 국가과학기술 원

회가 주 (외부 문기 에 의뢰)하고 있으며 산편성이 에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하는 사 평가를 의미하고 있다. 한 비타당성

(R&D)조사는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해 사업의 기술  타당성, 정책  

타당성, 경제성  효과, 안의 검토, 사업 추진시 고려할  등에 한 

종합 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 사업계획안의 충실한 보완을 유도하여 

연구 성과를 높이고, 우선순 에 따른 사업추진, 사업 규모의 합리  조정 등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주요 목 이 있다.

기의 비타당성제도는 형 건설공사(공공투자사업 등)에 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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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 으로 하 기 때문에 (구)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서는 

이러한 평가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그 후 (구)과학기술부에서는 기존의 

비타당성 제도와 흐름을 같이하는 사 타당성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재원을 더

욱 효율 으로 배분하고자 하 다. 이에 따라 (구)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

업을 상으로 한 사 타당성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06.12.29), 2008년 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8년  정부조직의 개편과 함께 (구)과학기술부의 사 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08.2.29) 기획재정부의 비

타당성 제도로 통합되었고 사 타당성 조사 제도의 근거법은 폐지되었다. 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한 시간 별 흐름도를 정리하면 그림 4.1-1과 같다.

그림 4.1-1 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변천과정

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타당성 조사의 상사업이 형 공

공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장되었지만 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

하는 내용이 차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정책 분석과 경제성평가분석에 

이 맞추어 있었던 것에 비해 (구)사 타당성제도 하에 주로 미래의 기술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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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을 두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경제성 평가보다는 기술  타당성  구

성과 련된 기술성평가에 많은 비 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

여 통합된 비타당성 제도 하에서는 상 사업에 따라 평가항목이 차별화되거

나 비 을 조 하는 탄력 인 평가제도를 운 하게 되었으며 이에 한 개략

인 결과를 요약하면 표 4.1-1과 같다.

평가분야

( 상사업)

주 

평가기

평가 항목

기술

타당성분석

정책  

분석

경제성분석 지역균형

발  분석경제성 효과

정보화사업 KDI ○ ○ ○ × ×

건설공사 포함 사업 KDI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KISTEP ○ ○ ○ ○ ×

표 4.1-1 상사업별 비타당성조사의 평가기   평가항목

연구개발(R&D)사업에 한 비타당성조사와 연구개발 이외의 사업에 

한 비타당성 조사의 비교에 한 더욱 세부 인 비교 자료가 표 4.1-2에 나타

나 있다.

즉, 연구개발사업의 비타당성(R&D)조사는 기술성을 심으로 하여 타

당성여부를 3개 분석항목별로 각각 제시하여 비교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사업 이외의 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을 심으로, 분석  계층화 기법

(AHP)을 활용하여 타당성 여부를 계량  수치로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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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의 비타당성조사 연구개발사업 이외의 비타당성 조사

수행기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개발연구원(KDI,공공투자 리센터)

근 거 법 국가재정법 38조  동법시행령 13조 국가재정법 38조  동법시행령 13조

시행년도 '08년2월부터 '99년부터

상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

개발사업(R&D 심)

 -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정보화 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

화사업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

구개발사업(연구단지조성, 연구개발센

터, 연구장비 구축 등)

분석방법
기술성을 심으로

정책  분석과 효과 분석을 병행

경제성을 심으로 

정책  분석과 균형발  분석을 병행

분석항목

○ 기술  타당성

   - 기술개발 계획의 우수성

   - 기술수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기존사업과의 복성

○ 정책  분석

   - 국가 략  요성

   - 상 계획과의 부합성

   - 사업추진의지  련기  조체계

   - 사업추진상의 험요인과 응방안

○ 경제성  효과

   - 과학기술  효과(특허, 인력양성 등)

   - 경제사회  효과(시장 망, 고용효과 등)

   - 경제성

○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분석(B/C 분석)

○ 정책  분석

   - 정책의 일 성  추진의지(정책방향

과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등)

   - 사업추진상의 험요인(재원조달 가

능성, 환경성 등)

   - 사업특수 평가항목

○ 지역균형발  분석

   - 지역낙후도

   -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평가

○ 사업시행의 성을 3개 분석평가항목별

로 각각 계량  수치로 도출

○ 여러 안간의 비교․평가

○ AHP(분석  계층화기법)를 통한 사업

시행의 성을 계량  수치화

※ AHP 0.5이상이면 사업시행

표 4.1-2 연구개발사업에 한 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구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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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4.1-2에서는 비타당성조사의 수행과정을 개 으로 나타내

고 있다.

기본구상 : 사업계획서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내용 및 추진체계

기술․산업동향

조사의 쟁점사항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기술개발 계획의 우수성 국가 전략적 중요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특허․논문분석, 인력양성 등)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Total Roadmap,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산업기술분야 시장전망, 고용효과 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추진의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경제성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종합평가

․3개 분석평가 항목별로 사업 타당성을

각각 제시(계량화된 수치로 제시)

․필요시 여러 대안별로 비교․평가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적정 시기 

등 정책 제언

그림 4.1-2 비타당성 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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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당성조사는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리센터에서 총 하여 

수행하며, 비타당성조사 연구 은 학계․연구기 ․민간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에서 말한 것처럼 ‘08년 기

․원천기술개발 등 순수R&D 성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타당성조사는 

KISTEP(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총 하여 수행하고 있다.

2. 분석방법론의 고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한 비타당성 평가의 경우 기존 (구)과학기술부

의 사 타당성조사 제도와 유사할 것으로 상되지만, 비타당성제도가 경제

성 평가에 많은 비 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있

어서도 이러한 특성이 반 되어 기술  타당성과 함께 경제성평가 부문의 비

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기술  타당성, 경제  타당성, 정책  타

당성 등에 한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기술  타당성은 개

발되는 기술  가치의 타당성과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등에 주안 을 두고 경

제  타당성은 개발되는 기술의 정량 인 경제  가치의 추정, 그리고 정책  

타당성은 국가정책과의 일 성  방향의 합성 등에 기반한 정책  효과를 

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에서 경제성 평가는 상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사업의 경

제  타당성을 객 으로 제시하는 비용편익분석이 핵심 인 개념이며 여기에

서는 비용  요소보다는 편익의 추정과 련한 방법을 심으로 설명하고자 한

다.

편익 혹은 효과를 추정하는데 일반 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크게 경제

성장모형, 일반균형모형, 연구개발 효과 모형, 가치평가이론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성장 모형 : 개발된 기술이 국가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며 연구개발자본모형   인 자본모형 등을 통해 지식축

과 인 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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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균형 모형: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국가 경제 내에서의 상 기술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 연구개발 효과 모형: 경제가 각 산업체 혹은 활동의 유기  과정을 

통해 운 되고 있고 산업간 효과가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정함으로써, 산업연 분석 등을 이용한 기술의 산업 효과 등을 종

합 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 가치평가이론 : 개발된 기술 는 무형자산의 경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환경재, 공공재 등을 포함한 기술들의 가치평가방법을 용

할 수 있다.

특히 이 에서 우리의 심을 끄는 것은 개발 기술의 가치평가이론이다. 

기술의 가치평가이론은 연구개발 기술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기술가치의 결정은 기술성 분석과 사업․시장성 분석을 바탕

으로 한 수익성 분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  기술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기

술 측방법, 델 이방법, 기술연 분석 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기술자체에 

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한 시장성은 개발기술을 통한 제품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며 회귀모형, 시계열분석 모형  다양한 수요 측

기법 들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성과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진 후 수익

성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 인 방법일 것으로 단된다.

경제  가치를 평가하는 이론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유용하게 쓰

일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리하면 표 4.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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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치추정 방식 세부 방법 실제 용사례 분야

가상 시장 근법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지질자원, 해양, 과기정

보기술

가상 실평가모형(CEM)
항공우주, 철도, 표 기

술

시장 근법

비시장가치

평가
비용 근법 감가상각 체비용법

시장가치

평가

시장사례 근법
거래사례이용, 상장주식참

조, 로얄티수입 등 이용
항공우주, 에 지기술

비용 근법 재생산비용, ( 체비용) 건설기술

소득 근법

흐름할인법(DCF법) , 

소득자본화법, 다이나믹

DCF, 옵션가치평가

표 4.1-3 경제  가치평가 분석법의 분류

  

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가치평가는 실제 시장을 제로 하는 가치평가 

즉, 시장 근법으로 불리는 경우와 가상 인 시장에서의 가상 인 거래를 바탕

으로 하는 가상시장 근법으로 나 어진다. 시장 근법은 실제시장에서의 시장

가치를 제로 하는 시장가치평가와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에 의한 비시장가치 

평가로 세분화될 수 있다. 한편 가상시장 근법은 시장에서 한 비교 상이 

없거나 제품/기술이 출시되기 이 인 신기술 혹은 존하지 않는 기술에 해 

이루어지는 가치평가 방법을 의미하는데 특히 사회  기술의 사회경제  향

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 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시장가치평가법은 시장사례 근법, 비

용 근법, 소득 근법 등으로 나뉘게 되며 이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 시장사례 근법: 평가 상의 과거 거래자료나 평가 상과 유사한 상의 

시장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주요 종류로는 상

장주식참조법, 거래사례참조법, 상 행법, 로얄티 참조법 등이 있다.

- 비용 근법: 상이 되는 기술이 가져오는 미래의 효용능력을 재창출하

기 해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새로운 자산을 구입 혹은 개발하는 비용과 해당 자산의 편익에 한 경

제  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방법의 유형으로는 재생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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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reproduction cost method)과 체비용법(replacement cost method)

이 있는데 체비용법은 비시장가치평가의 비용평가법과 동일한 개념으

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 소득 근법: 가치평가에 있어서 자주 이용되는 방법으로써, 기술자산을 

활용하여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미래 흐름을 재가치로 환산하여 평

가하는 방법이다. 미래의 흐름을 가화할 때는 한 할인율을 

선택하게 되는데 흐름유형과 할인율의 선택, 불확실성의 고려 등에 

따라 흐름할인법, 소득자본화법, 옵션가치평가법 등으로 나 어진

다.

일반 으로 개발되는 기술의 가치평가는 에서 설명한 다양한 방법들 

에서 단일의 방법이 아닌 복수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치에 한 결론을 내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하나의 분석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항상 으로 우 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다.

제2절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

1. 해수담수화용 일체용원자로(SMART) 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가. 배경

SMART 660MWth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하여 KDI가 수행한 사업타당

성 결과 보고서가 2008년 2월에 발간되었다. KDI의 사업타당성 분석이 SMART

사업 추진에 부정 인 의견 개진으로 귀결됨에 따라 SMART 사업의 추진에 혼

선이 야기되었지만 재는 SMART 660MWth 신에 SMART 330MWth에 

한 기술검증  표 설계인가 획득 사업을 추진 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SMART 660MWth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여하여 KDI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지원하 는데34) 여기서는 주로 SMART 330MWh의 경제성 

34) 본 연구에서는 KDI가 SMART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경제성 련 자료 제공 

 분석 방법론 토의 등 KDI의 SMART 사업타당성 분석에 극 인 지원을 하 다. 한, 본 연구에

서는 KDI의 사업타당성 분석에서 활용한 경제성분석 방법론의 분석 논리가 일 이지 못하다는 검

토의견을 작성하여 SMART 사업의 지속  추진 타당성에 한 논리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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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한 내용을 언 하기로 한다.

나. SMART의 경제성 분석

SMART는 력생산뿐만 아니라 해수를 이용한 담수생산을 목 으로 개발

하고 있다. 따라서 SMART의 경제성은 발 단가  담수생산 단가의 산출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MART의 발 단가  담수생산 단가를 

산출하여 SMART와 경쟁 상 원인 석유, LNG와의 상 인 경제성을 분석

하 다.

이들 발 원의 발 단가  담수생산 단가의 산출을 해 IAEA를 심으

로 리 활용되고 있는 DEEP(Desalination Economic Evaluation Program) 

산 모형을 사용하 다.

(1) 발전원별 입력자료

SMART 330MWth의 기출력은 100MWe이므로 SMART의 경쟁 원에 

하여서도 동일한 발 설비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 

100MWe 의 소형 발 원의 개발이 일반 이지 않기 때문에 100MWe 설비용

량을 갖고 있는 이들 발 원의 경제성 자료를 입수하는데 실 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발 원의 통상 인 발 설비용량을 상으로 

하기로 하 다. 본 연구의 목 이 정확한 발 원가  담수생산단가의 산출이

라기보다는 SMART의 경제성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경제성의 략

인 범 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정이 무리하지 않다고 단된다.

이들 발 원의 경제성 련 입력자료는 표 4.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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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LNG SMART

설비용량(MWe) 500 194 100

건설공기(개월) 42 24 36

수명기간(년) 35 30 40

순건설단가($/kWe) 793 628 민감도 분석

운 유지비($/MWh) 5.26 5.29 5.59

연료비($/MWh)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8

표 4.2-1 발 원별 경제성 련 입력자료

※ 할인율은 7%/년 사용

SMART의 경제성 련 입력자료는 IAEA, 한국원자력연구원, 인도네시아 

BATAN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35)를 참조하 으며, 석유, LNG 발 원의 경우

는 DEEP에서 제공하는 일반 인 자료를 참조한 것이다.

SMART의 순건설단가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민감도분석으로 체하 으

며, 석유, LNG 발 의 경우는 연료비에 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연료비를 

민감도분석으로 체하 다. 이와 같은 민감도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각 발 원 

고유의 불확실성이 상 인 경제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로 한 것이다.

담수생산과 련하여서는 1일 40,000톤의 담수설비용량을 가정하 으며 

담수생산 은 MED(Multi-Effect Distillation)공정을 용하는 것으로 하 다.

(2) SMART의 발전단가 및 담수생산단가 분석 결과

SMART의 건설단가 변화에 따른 발 단가  단수생산단가의 변화는 표 

4.2-2와 같이 산출되었다. 

35) Preliminary Economic Feasibility Study of Nuclear Desalination in Madura Island Indonesi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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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가($/kWe) 1,714 3,428 5,142 6,856 8,570

발 단가($/kWh) 0.031 0.049 0.066 0.084 0.102

담수생산 단가($/㎥) 0.63 0.72 0.81 0.9 0.99

표 4.2-2 건설단가의 변화에 따른 SMART의 발 단가  담수생산단가 민감도 분석

건설단가는 1,714 $/kWe로부터 시작하여 이의 2～5배 수 까지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 다. 참고로 제3차 려수 기본계획에서 용하고 있는 PWR 

1000MWe의 건설비는 1,562 (천원/kWe)이므로 PWR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상

정한 SMART의 건설단가는 1.1～5.5배 더 많은 것이다.

건설단가의 상승은 발 단가의 상승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건설단가가 2배, 3배, 4배, 5배로 상승함에 따라 발 단가는 1.6배, 2.1배, 

2.7배, 3.3배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단가 상승이 담수생산 

단가 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발 단가의 경우보다는 크지 않아서 건설단가가 5

배 상승할 경우 담수생산 단가는 1.57배 상승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건설단가

가 5배 상승하여도 담수생산단가는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3) SMART와 타발전원간의 경제성 민감도 분석

석유발 원의 경우 석유가격에 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석유가격을 

배럴당 40$에서부터 100$까지 범 하게 변하는 것으로 상정하 다. LNG 발

원의 경우 역시 LNG의 가격이 석유가격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매우 불확실

하다. 본 연구에서는 LNG 가격이 톤당 459$로부터 1,000$까지 변하는 것으로 

상정하 다.37)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 SMART의 발 단가  담수생산 단가를 석유  

LNG 발 원과 비교하면 그림 4.2-1과 같다.

36) 해수를 이용한 담수생산의 단가가 1$/m3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 이

다

37) 2006년의 LNG 가격은 톤당 459$이었으며, 2008년 2월에는 690$로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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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SMART와 석유  LNG의 발 단가  담수생산단가 비교

그림 4.2-1을 살펴보면, 발 단가/담수생산단가를 표시하는 선이 석유, 

LNG의 경우에 비하여 SMART의 경우가 상 으로 왼쪽/아래쪽에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민감도 범  하에서 SMART가 

석유나 LNG 발 원에 비하여 상 으로 더 경제 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

감도 분석의 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SMART의 경제성은 SMART의 건설비, 경쟁 발 원의 연료비에 의하여 

주로 향을 받는다.

- 제4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고려하고 있는 LNG 발 원의 연료비가 약

600$/톤임을 고려하면 SMART 330MWth의 건설비가 기  건설비 

1,714($/kWe)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하여도 경제  우 가 유지된다.

- 원유가격이 50$/bbl까지 하락하여도 SMART는 석유발 에 비하여 충분

히 경제 이며 원유가격이 60$/bbl을 상회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SMART가 원유발 원 보다 더 경제 이다.

- 특히, SMART를 이용한 담수생산은 매우 경제 임을 알 수 있다. 

SMART의 건설단가가 기 건설비에 비하여 5배가 상승하여도 모든 경

우에 있어서 SMART의 담수생산은 경제 이다(원유가격이 50$/bbl을 

상회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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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전용로의 경제적 편익 규모 추정

가. 배경

의료용 방사성동 원소 사용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99mTc (테크

네튬-99m)의 수 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근본 인 공 확  방안의 필요성이 

두하 다. 이러한 필요성은 2008년 10월에 있은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었다.

이에 한 안으로 RI 생산 용로 건설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이에 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게 되었다.

RI 생산 용로는 의료용 방사성동 원소 생산뿐만 아니라 성자 조사 

서비스 제공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의료용 분야와 제조업분야에서의 활

용이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타당성 분석의 일환으로 경제  편익 규모 추정을 수

행하 다.

나. 분석 방법 및 체계

방사성동 원소 용로 건설의 비용편익 분석을 해서 우선 방사성동

원소의 활용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편익을 추정하 다. RI 용로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 원소는 제조업부문과 의료 부문에서 주로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제조업부문과 의료부문에서의 방사성동 원소 활용의 국민경제

 편익을 각각 산출하 다. 이러한 국민경제  편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방

사선  RI의 공 액 비 경제  편익의 비율인 승수를 추정할 수 있다. 승수

가 추정되면 공 액 한 단 가 가져다주는 편익을 알 수 있으며 공 액이 변하

면 추정된 승수에 비례하여 편익도 변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RI 

생산 용로가 공 하는 방사선  RI의 공 액 규모가 주어지면 이미 추정한 

승수를 곱함으로써 RI 생산 용로의 국민경제  편익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게 추정된 편익을 RI 용 생산로 건설  운 비용과 비교하면 비용과 편익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방법을 그림 4.2-2와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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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RI 생산 용로 비용편익 분석 체계도

다. RI 생산 전용로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RI의 공 액 비 편익을 나타내는 승수를 추정

하기 하여 한국방사성동 원소 회에서 수행한 방사선  방사선동 원소 이

용실태조사를 이용하 다.38) 2006년도의 우리나라의 방사선  RI의 공 액은 

의료용으로 4,283억원, 제조업 용도로 8,110억원이 공 되어 총 12,393억원이 공

되었다. 이로 인한 경제  편익은 의료분야에서 16,191억원, 제조업분야에서 

56,043억원이 발생하여 총 72,2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방사선  RI 공  승수를 산출하면 의료분야에서는 3.78, 제조분야에서는 6.91

로 각각 추정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표 4.2-3과 같다.

이용분야 공 액 경제  편익 승수(편익/공 액)

의료 4,283 16,191 3.78

제조 8,110 56,043 6.91

총계 12,393 72,234 5.83

표 4.2-3 우리나라의 방사선  RI 공 액 비 경제  편익 추정(‘06)

(단 : 억원)

※ 경제  편익 = RI 련 상품  서비스의 매출액 × RI 기여율

38) 한국방사성동 원소 회, “2006년도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이용실태조사, 2007.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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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생산 용로가 공 하는 방사선  RI의 공 액은 의료용으로 400억

원, 제조업용으로 45억원으로 각각 추정된다.39) 따라서 이들 공 액에 표 4.2-3

에서 추정한 승수를 곱하면 각 분야별 경제  편익을 산출할 수 있다. 의료부

문의 경제  편익은 1,512억원 제조업부문의 경제  편익은 311억원으로 추정

되어 총 경제  편익은 1,82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RI 생산 용로의 경

제  편익 추정 결과는 표 4.2-4와 같다.

이용분야 공 액 경제  편익 산식

의료 400 1,512

공 액 × 승수제조 45 311

총계 445 1,823

표 4.2-4 RI 생산 용로의 경제  편익 추정(연간)

이상의 RI 용로 생산의 비용과 경제  편익을 비교하면 표 4.2-5와 같이 

비용편익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비용편익 비율은 7.4～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편익 편익/비용

건설비 1,600～2,000 방사선  RI 공 액 36,46040)

7.4～9.7운 비 3,000～4,000 최종 소비재 공 8,00041)

총비용 4,600～6,000 총 편익 44,460

표 4.2-5 RI 생산 용로의 비용편익 분석

(단 : 억원)

39) RI 생산 용로의 방사선  RI 공 액은 연간 44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90%가 의료용으로 사용되

며 나머지 10%는 제조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40) RI 생산 용로의 연간 경제  편익 총액(1,823억원) × RI 생산 용로의 운 수명기간(20년)

41) RI 생산 용로의 경제  편익은 표 4.2-5 이외에도 RI 생산 용로의 최종소비재 생산액 연간 400억

원을 추가하 다. 방사성 동 원소의 간재로서의 생산공정 투입뿐만 아니라 최종재로서 직 소비될 

수 있는데 최종재 소비 액이 연간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최종소비재 공 액은 RI 생산 용

로의 운 수명기간인 20년동안 8,000억원(=400억원 × 20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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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1차 국가에 지기본계획의 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미래의 주요 

에 지공 원으로써 원자력과 신재생에 지기술에 집 하고 있다. 특히 1차 에

지 소비량의 약 35%~40% 정도를 력생산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

력발 의 역할 분석  정 원 비 에 한 평가는 국가경제에 커다란 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응을 한 국제사회의 주요흐름은 유엔과 미국의 양 축을 

심으로 한 보완 인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자력기술을 교토의정서상의 청

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원자력의 

정책방향은 더욱 극 인 응 략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 력시스템에 있어서 정 원 비 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아주 다양

하지만 이 에서도 력수요, 화석연료가격,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연간 최

 투입허용 원  용량 등의 변수들은 발 원별 구성을 크게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분석의 결과 2030년의 정 원 비 은 약 45%～73%의 

범 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제1차 국가에 지기본계획(~2030년)에 

의한 2030년 59%의 원 유율 비 에 비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단

되지만 정 원 설비의 규모에 있어서는 미래의 력수요 측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주의 깊은 정책  응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재 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 사후처리비 즉 사용후핵연료처분

비, 원 해체 철거비, ․  방사성폐기물처분비 등의 충당  비용은 해

외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정한 수 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재 립하고 있

는 충당 은 력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경제성 입력자료로는 하지 

않음을 지 하 고, 기존의 원계획수립에 있어서 과다한 비용의 입력자료가 

사용되어 왔음으로 인해 원자력발 이 경제 으로 불합리하게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의 원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 사후

처리비 산정 방식의 이용을 제안한다. 

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개발되는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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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타당성에 한 요구 조건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기술성 평가와는 별

도로 경제  효과의 측정방법에 한 체계 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연구재

원의 안정  확보  효율  배분을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경제성분석에 한 사례로써, SMART사업의 경제성 평가결과, 

330MWth의 건설비가 기  건설비 1,714($/kW)의 4배 이상 증가하여도 LNG연

료 사용기술에 비해 경제  우 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방사

성동 원소 생산 용로 사업의 경우, 20년의 수명기간 동안 경제  기여총액이 

약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건설비(1천600억원~2천억원)와 상 연

간운 비(150억원~200억원)를 고려할 때 비용 비 경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 기획재정부의 비타당성 평가제도의 경제성 평가 

시 성향을 고려하여 미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

을 반 하여야 하며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의 용을 통해 원자력연구개발기술

이 기여하는 경제  효과 측정에 극 인 응이 필요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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