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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프랑스의 원자력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원자력 수출의 길을 걸으면서 국

제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1996년 개방된 유럽의 전력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프랑스전력공사(Electicitéde 
France, EDF)와 원전 수출업체인 AREVA의 개편작업

을 진행하여 발전분야 민영화로 원전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프랑스는 1950년대부터 지속된 원자력 산업

의 확장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2017년 말 기준 58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2015년 기준 원자력 전력 생산

이 전체 전력 생산의 약 76.3%에 달하게 되었다. 

원자력의 지속적인 활용은 프랑스의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에도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프랑스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삼아 2015년 제21

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의장국으로

서 파리기후협약의 채택과 이행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프랑스 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대두되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회

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대통령은 원자력 축소 및 재생에너지 확

대 정책을 공표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전체 전력에

서 기존 약 75%의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2015년 「녹색성장을 위

한 에너지전환법(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이하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였다. 

에너지전환법은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원자력 발전 비중 축

소 등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프랑스의 에너지전환법 제정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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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도적 역할과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의 계속적 유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다.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는 급진적인 원전 폐쇄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에너지 안보 확보 등 유지하

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비중 확대에 따른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로 달성된다. 

본고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을 국가 

에너지정책의 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프랑스의 에너지

<그림 1> 유럽 주요 국가의 2016년 가정용, 산업용 전력요금(단위: pence/kWh)

출처 : BEIS

<표 1> 프랑스 발전원별 전력 생산 비중    [단위 : %]

구분 1974 1990 2000 2010 2013 2014 2015 2016

원자력 7.78 74.65 76.89 75.3 74.03 77.56 76.34 72.28

수력 29.77 13.65 13.17 11.87 13.26 12.19 10.97 12.03

태양열 0 0 0 0.11 0.83 1.05 1.36 1.56

풍력 0 0 0.01 1.75 2.8 3.07 3.86 3.9

기타 재생에너지 - - - - - - 1.44 1.59

화석 연료 61.07 11.59 9.83 10.9 8.89 5.95 6.24 8.64

기타 0.32 0.12 0.09 0.08 0.19 0.18 - -

출처 : IEA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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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i n °2005-/81 du i 3 juillet 2005 de programme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energetique (POPE)

3)  에너지전환법이 논의되는 시점인 2011년의 에너지 총수입액은 약 872억 유로(화석연료의 97%를 해외에서 수입) 정도인데, 석유제품 수출을 통해 얻은 약 

248억의 수익을 제하면 프랑스 제정에서 에너지 관련 무역적자는 약 614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2011년 프랑스 무역적자인 약 700억 유로의 88%에 이름.

4)   프랑스 정부 정책에 따라, 2001년 9월 원자로 제작사인 Framatome(Franco-Américaine de Constructions Atomiques),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제작사인 

Technicatome(Société Technique pour l'Energie Atomique), 그리고 프랑스핵연료공사인 Cogema(Compagnie générale des matières nucléaires)가 합병하여 

AREVA가 설립됨.

5)   2011년 유럽 내에서 약 296.4TWh의 규모의 수출입이 있었고, 2015년은 약 380.2TWh 규모로 확대(출처: Fraunhofer ISE)

6)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음.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에 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8% 줄여야 하고 프랑스는 1990년 수준 유지가 목표임.

7)  Programme national de lutte contre le changement climatique

전환법 제정 배경과 그 구체적 내용 및 이행에 관계된 

정책적 현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법 제정의 의의 및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고

찰하였다. 

프랑스의 에너지전환법 제정 배경

1. 에너지 정책 기조 및 에너지 믹스 현황

2005년 7월 제정된 프랑스 미래의 에너지 정책 방

향을 제시한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계획법률」

(이하 에너지법)2)은 에너지정책의 4대 목표 중 첫 번

째 우선 순위 목표로 국가 에너지 자립 및 공급 안정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부족한 국가 

에너지 자원3)을 극복하고자, 국가 주도로 원자력을 활

용해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였다.

1970년대 이후 미국형 경수로의 지속적인 건설을 

통해 원전 기술 및 건설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원

자로 제작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에너지 안보를 위

한 원자력 기술 자립을 달성하였고, 국영 원자력기업 

AREVA4) 지분의 87%를 정부가 보유하는 등 프랑스

는 정부 주도적 원자력산업 구조를 구축하였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 산업의 확대를 통해 프

랑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비중(76.3%, 

2015년 기준)을 자랑하고 있으며(<표 1>), 이를 바탕

으로 화석연료 자원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

준 56%의 에너지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2>)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유럽 전력시장5)에

서 원자력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따라 전력 순

수출(net export) 1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기요

금도 유럽연합(EU) 주요국보다 저렴하다. (<그림 1>)

2. 기후 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목표 달성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 이후 국가 차원의 기후 변

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교토의정서6), UN

기후변화협약 등) 준수를 위해 △ 2000년 「기후변화 

대응계획」(이하 PNLCC7))’수립, △ 온실가스 배출 감

축을 위한 세부 분야와 분야별 계획을 명시한 「기후

계획」(Plan Climat, 2004)’수립, △ 「그르넬 환경법」

(Grenelle de l’Environnement, 2007⋅2010) 제정 등

을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기반삼아, 프

랑스는 2015년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

회 의장국이자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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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IEA)의 회원국 중 평균 이하의 GDP 대비 

CO2를 배출하는 국가(<그림 2>)로, 파리기후협약8)의 

채택과 함께 이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환경정책의 기본법인 그르넬 환경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의무와 구체적 조치들을 프랑

스의 관련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다수 분야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

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에너지법9) 및 에너지전환법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최

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었다. 그르넬 환

경법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및 교통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에 대한 개선과 

연구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3. 올랑드(Francois Hollande) 정부의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결정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프랑스 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 여론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올랑

드 대선 후보가 소속된 사회당은 정권 창출을 위해 탈

원전을 주장하는 녹색당과 협조 체계10)를 구축하였

고,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에 대한 대선 공약을 발표

하였다. 

경쟁 후보였던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 유지, 

원전 건설 적극 추진, 원전 해외 수출 장려 등의 원자

8)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맺은 국제 협약임.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을 포함해 총 195개 국가가 서명하였고 산업화 

이전 시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임.

9)  국가의 2050년까지 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본법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믹스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EU의 에너지 전략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제고.

10)  사회당은 에너지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점진적으로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고 기존 원전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녹색당은 24기의 원전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두 당의 에너지 정책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음.

<그림 2> 주요국의 GDP 대비 CO2 배출 추이

출처 :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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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산업 육성을 주장했고, 대안 없는 원전 폐쇄는 전기

요금 상승 및 고용 박탈을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올랑드는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고, 플라망빌(Fla-

manville) 3호기를 제외한 자국 내 원전 추가 건

설을 반대하며 페센헤임(Fessenheim) 발전소 2

기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3년 취임 1년을 맞아 대선에서 

약속했던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와 관련된 계획을 변

함없이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의 에

너지 공약에는 프랑스 원자력산업의 현대화와 설비의 

안전 보장,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증대, 파리기후협약 

준수, 페센헤임 발전소 1,2호기 폐쇄 등이 명시되었

다. 

이러한 공약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여론 

수렴 차원에서 2012년 9월 개최된 제1차 환경 컨퍼런

스를 시작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믹스, 재생에너지, 

재원 마련 등 4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

었고, 하원·상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5년 

8월 에너지전환법이 발효되었다. 

올랑드 정부의 에너지 및 전력 생산에 있어서 원자

력에 대한 높은 의존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은 프랑스 

에너지믹스에도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표 1>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태양열 및 풍력의 전력 생산 비중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이고, 원자력 및 화석연

료 발전의 비중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전체 발전 비중에서 태양

광 및 풍력이 차지하는 발전 비중은 4.5% 수준으로 여

전히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법의 주요 내용

1. 에너지전환법의 개요

2012년 프랑스 정부는 올랑드 대통령의 에너지 전

환 공약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민 대토론 성격의 제1차 

환경 컨퍼런스를 2012년 9월에 개최하여 국가에 적

절한 에너지믹스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

다. (<그림 3>) 

이 환경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4

가지 쟁점 사항(에너지 절약 및 효율, 에너지믹스, 신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국민대토론이 

2012년 11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

으로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전환법안을 2014년 7월 각

료회의에 제출하였다.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의 제1조에는 ‘성공적인 에너

<그림 3> 프랑스의 에너지전환법 제정 과정

+ 프랑스의 에너지전환법 제정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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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프랑스 에너지전환법 관련 주요 법제 및 계획

연도 법제 및 계획 주요 내용

2000 PNLCC • 유엔 협약에서 정해진 기후 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국가계획

2004 기후계획

•  첫 번째 ‘기후계획’으로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축소를 위해 기후 변화 현황 파악 

및 앞으로의 전망, 목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지표 제시 등을 다룸

• 후속 ‘기후 계획’을 발표(2006, 2009, 2011년 등).

2005 에너지법

• 재생에너지 관련 유럽지침(2001/77/CE)을 반영하여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 제시

•  4대 목표로 △국가 에너지  립 및 공급 안정성 강화, △에너지 가격 경쟁력 확보, △국민의 

에너지 접근성 강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인간 보건 및 환경 보존을 설정

•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에너지믹스 다양화를 위한 재생에너

지 확대 추진

2007 제1차 그르넬 환경법

• 환경 그르넬12) 적용을 통해 기후 변화 방지와 생태계 및 환경 보호 목표로 제정

•  환경 그르넬상 논의된 의무와 이행을 프랑스 모든 현행법에 투영함으로써 구체적인 영역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

2008
에너지 효율을 위한 프랑스 

행위 계획(PNAEE13))

• 기후계획’에 따른 국가 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 유럽연합 에너지 효율 지침에 따라 

에너지 분야의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

2009
재생에너지 실행계획

(PANER14))
• 2020년까지의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23%로 증대하는 목표 설정

2010 제2차 그르넬 환경법
•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계획 수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해 관련조

치들을 강화

지 전환’, ‘프랑스 에너지 자립도 강화’, ‘기후 변화 대

응’등의 3가지 목적을 제시하였으나, 상원은 이에 ‘프

랑스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추가 등 일부 내용을 수정

하여 법안을 통과하였다.11)

그 이후 상⋅하원 간 이견 조율을 위한 합동위원회

(Commission Mixte Pariataire, CMP)에서 합의안 도

출에는 실패했으나 다시 하원에서 마련한 수정안이 

2015년 7월 22일 최종적으로 타결되어 양원 합동 법

률안이 가결되었고, 올랑드 대통령이 가결된 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2015년 8월 18일 에너지전환법이 

발효되었다. 

에너지전환법은 이전까지 제정되었던 에너지 및 환

경 관련 법⋅계획(<표 3>)을 근간으로 당시의 프랑스 

국내외 현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프랑스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최초의 기후 변화 대응 국가 계획인 ‘기후변화

11)  특히, 법안의 원자력, 풍력 발전, 최종 에너지 소비 분야에서 상·하원 간의 이견이 존재.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9호, 

2015)

12) 환경 그르넬은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에 관한 장기 정책을 입안할 목적으로 2007년 10월 프랑스의 환경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공적기관과 

민간단체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을 의미

13)  Plan d’action de la France en matiére d’efficacité énergétique 

14)  Plan d’action national en faveur des énergies renouvel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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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프랑스 에너지 및 환경법 발전 과정

<표 4> 에너지전환법 중장기 목표

분야 중장기 목표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5% 감축

최종 에너지 소비량
2012년 대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감축

1차 에너지 소비 중 화석연료 비중 2012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2020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23%로 확대

2030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32%로 확대

전력 생산 발전원 다양화 2025년 기준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 50%로 축소

원자력 발전용량 유지 원자력 설비용량을 현재 수준인 63.2GW로 제한

+ 프랑스의 에너지전환법 제정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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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계획(PNLCC)’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및 계획을 제정 및 갱신해왔다. (<그림 4>) 

에너지전환법은 기후 변화에 대한 에너지 분야 법제

화를 위해 2005년 제정된 에너지법과 범국민적 노력

으로 제정된 그르넬 환경법에, 에너지원 다양화를 위

한 올랑드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공약이 반영된 결과

물이라 할 수 있다. 

2. 에너지전환법의 주요 목표 및 이행 부문

에너지전환법은 환경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5대 중

장기 목표 아래, 7대 부문 65개 이행 계획으로 구성된

다. 5대 중장기 목표로 △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소

비 감축, △ 재생에너지 개발, △ 전력 생산 발전원 다

양화, △ 원자력 발전용량 유지 등을 설정하여 이에 대

한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표 4>)

이행 계획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원자력 안전 

강화 및 대국민 정보 제공 강화, 건물 개⋅보수, 청정 

수송 개발, 물자 낭비 방지 및 순환 경제 촉진, 절차 간

소화 및 명확화, 국민⋅기업⋅지자체⋅정부의 적극적

인 참여 등 에너지 효율 및 발전 분야 관련 7개 이행 

부문을 명시하고 있으며,15)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에너지전환법은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을 50%

로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발전 비중 축소

를 위한 급진적인 원전 폐쇄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

<표 5> PPE의 에너지원 별 정책 목표

에너지원
목표 (2012년 대비)

2018년 2023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 7.0% 감축 12.3% 감축

화석연료 1차 에너지 

소비량

천연가스 8.4% 감축 15.8% 감축

석유 15.6% 감축 23.4% 감축

석탄 27.6% 감축 37.0% 감축

재생에너지원 발전 설비용량 52GW(26%) 증대 71~78GW(73~90%) 증대

원자력 분야 최대 설비용량 63.2GW 유지

• 신재생에너지 개발 :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 3년 이내 메탄가스 공장 설립 사업 1,500개 진행, △ 민간 및 지방

단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 수력발전소의 설비 현대화, △ 설비 규제 강화 등을 제안함. 

• 원자력 안전 강화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위한 보완책으로 관련 정보의 투명성 강화, 설비 관리,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안전청(ASN16))의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함.

• 청정 수송 개발 : 에너지전환법에서는 수송 부문 CO2 배출량이 전체 배출의 42.4% 이상(2015년 기준)을 차지함에 따라 △ 오염 

배출이 심각한 차량의 교체 시 보조금 지급,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정 차량 비중 확대, △ 전기 충전소 설치 확대, △ 대기 질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에 대한 교통 순환 제한 등을 계획 

15)  2013년 프랑스 정부가 채택한 ‘34개 신성장산업의 △ 건물 개·보수, △ 전기 수송 확대, △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었고, ‘EU 에너지 전략 

2020’의 분야 중 △ 에너지 효율, △ 범유럽 에너지 시장 구축, △ 소비자 권리 강화 및 안전 규정 강화, △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 수립, △ 국제 협력 관계 

강화 등이 관련 있음.

16)  Autorité de surêté nuclé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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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énergie

• 신재생에너지 개발 : 재생에너지 별 발전 설비용량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육상 풍력 발전에 대한 자금 지원 제

도 개선·강화, 자금 조달을 위한 환경에너지관리청 기금의 지원 규모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장려 계획을 수립

•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 전력 수급 불균형 발생에 대비한 부하 관리 용량 규모를 2018년, 2023년에 각각 5GW, 6GW로 증대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원자력 발전 비중 감축 : 원자로 폐쇄 및 가동 연장 결정(PPE 2기에 시행)을 통해 자국의 미래 에너지믹스를 조정하고 에너지 저

장 시스템 확충, 자가 소비 확대, 스마트그리드 개발 등을 활용해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구축 추진

• 청정 수송 개발 : 2023년까지 청정 수송 차량 240만대 보급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구매 지원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2020년까지 100만개 충전소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계획을 통해 수송 부문 최종 에너지 소비가 2018년과 2023년

에 2012년 대비 각각 약 6%, 11% 감축할 것으로 기대

표 달성, 에너지 안보 확보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 설

비용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다른 발전원의 발

전용량 및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전환법이 담고 있는 

에너지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3. 중장기 에너지계획

프랑스 정부는 2016년 10월 에너지전환법 제176조

에 따라 에너지전환법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인 중장기

에너지계획(PPE)17))을 발표하였다. PPE는 에너지원

별로 정량적 정책 목표치를 1기(2016~2018년)와 2기

(2019~2023년)로 나눠 설정하고(<표 5>),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제시한다. 

또한 에너지전환법에서 명시한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50%로 축소’및 ‘원전 최대 설비용량 상한선 

현수준(63.2GW) 유지’목표에 따라 페센헤임 원자로 2

기를 폐쇄할 것을 PPE에 명시하였다.

출처: IEA
<그림 5> 프랑스의 CO2 배출 추이와 관련법의 감출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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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는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구체

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소결론

지금까지 제정된 프랑스의 에너지 및 환경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배출 

추이와 당시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갱신해왔다. 

(<그림 5>) 

프랑스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0년 CO2 배출량

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국가과제로 설정

했는데, 이를 위해 2000년 수립된 국가계획인 기후변

화대응계획(PNLCC)의 실제 효과가 미미하였다. 이후 

기후계획과 2005년 에너지법의 제정을 통해 기후 변

화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고 결국 교토의정서의 

2010년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었다. 

대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 2010년 제정된 그르넬 환

경법의 CO2 배출량 감축 목표치는 2005년 제정된 에

너지법보다 34.5Mt의 CO2를 추가 감축하도록 더욱 엄

격하게 설정되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기후변화에 관

한 정부간 패널(IPCC)」 제5차 평가보고서,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에서 기후 변화 대응에 대

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2030년과 205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치 목표를 1990

년 대비 각각 40%, 75%로 공표하였다.  

에너지전환법은 기존의 기후 변화 대응 관련 목표

를 재확인하고, 2005년 에너지법에서 밝혔던 2050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75%까지 감축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실현을 위해 보다 상세한 목표 설정 및 

분야별 세부 이행 계획을 도출하였다. 

프랑스의 CO2 배출은 발전 부문(2014년 기준 

10.1%)18)보다 수송 부문(2014년 기준 42.4%), 가정 

및 산업 영역(2014년 기준 각각 15.7%)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에너지전환법은 에너지믹스뿐만 아

니라 수송 부문, 가정 및 산업 영역의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여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즉 에너지전환법은 기존의 에너지 안보 기조를 기반

으로 에너지 효율(건물 개⋅보수, 물자 낭비 방지 및 

순환 경제 촉진 등) 및 에너지원의 다변화(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비중 유지 등)를 강조하여 에너지 

자립의 지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범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국가적 계

획 수립과 국가적 의지를 보인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에너지전환법과 에너지정책 현안

1.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정책에 대한 변화 움직임

EDF의 자회사인 RTE(Reseau de transport d’

électricité)의 관계자는 에너지전환법 및 PPE에 따라 

40년 가동한 원전들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석탄 화

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했을 경우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9)

또한 에너지전환법 및 PPE에 따라 2025년 이후 58

기 원전 중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24기의 원전이 폐쇄

될 계획인데, 이로 인해 11GWe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18)  원자력 발전의 높은 비중(2014년 기준 77.56%)과 비교적 낮은 화석 발전 비중(2014년 기준 5.95%)으로 인해 발전 부분의 CO2 배출 감축의 여지는 크지 않을 

것임.

19)  Reuters, “UPDATE 2-France's planned power closures a risk to supply after 2020 –RTE”,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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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Reuters, “France postpones target for cutting nuclear share of power production”, 2017.11.7.

21)  에너지경제, “프랑스, 탈석탄이 최우선 과제...독일 탈원전 길 안간다”, 2017.12.18.

22) WNN, “EDF defies Fessenheim shutdown order”, 2017.4.7.

23)  페센헤임 1, 2호기 건설을 위해 독일 EnBW(17.5%)와 스위스 CNP(15%) 등이 투자함.

24)  고정 금액은 직원 재교육, 원전 해체, 기본 원자력 시설 세금 및 운전 정지 후 비용을 위해 약 4억9천만 유로로 산정되었으며, 2019년 20%, 2021년 80%가 

지급될 예정임. 

25)  변동 금액은 2041년까지 전력시장 가격과 페센헤임 원전을 제외한 900MW급 원전의 발전량을 기초로 한 EDF의 수익 부족분 기준으로 결정됨.

26)  2016년 대선 후보인 Marine La Pen의 추진 공약이기도 한 본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 가동 원전의 주요 부품 교체와 안전 설비 보강을 통해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가동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17년 기준 EDF가 추정한 소요 예산은 약 480억 유로임.

및 가스 발전 용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CO2 배출

량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삼아, 니콜라스 윌로(Nicolas 

Hulot) 에너지환경장관은 2017년 11월 각료회의 

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에너지 발전 축소 시점이 

2030~2035년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20) 

또한 윌로 장관은 에너지전환법 및 PPE에 따라 원자

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게 되면,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

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에너지 안보 및 일자

리 관련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2017년 12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 역시 프랑스, 유럽, 국제사회의 최우선 해결 과

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이며, 

원전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독일의 탈원전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밝혔

다.21)

2. 원전 폐쇄 및 가동 원전의 운전 연장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페센헤임 1, 2호기 폐

쇄가 2017년 4월 확정되어 2020년 4월을 기한으로 완

전 폐쇄하기로 결정되었다.22) 올랑드 대통령은 후쿠

시마 원전과 같은 시기에 건설되고 지진 활동 지대에 

있는 페센헤임 1, 2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녹색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들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발

표하였다. 그러나 2014년 발표된 의회 보고서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대책이 적용되고 운전 연장

까지 된 이들 원전의 폐쇄에 기술적 이유는 없다고 밝

혔다. 

페센헤임 1, 2호기 폐쇄와 관련해 보상급 지급 문제

가 큰 걸림돌이었는데, 2014년 의회보고서가 추산한 

폐쇄 비용 50억 유로 중 40억 유로가 보상금과 관련된 

비용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독일, 

스위스 등 타국가의 기업들23)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오랜 논의 끝에 2017년 1월 고정 금액(4억9천만 유

로)24)과 2041년까지의 변동 금액25)으로 나눠 EDF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상금 지급 문제와 에너지

전환법의 원자력 설비용량 유지 목표에 따른 플라망빌 

3호기 가동 이슈와 맞물려, 본래 2017년 폐쇄하려던 

계획이 2020년 4월로 연기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폐쇄가 결정된 페센헤임 1, 2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900MWe급 원전의 운전 허가 기간(40년)이 2020년 

전후로 종료됨에 따라, 에너지전환법 및 PPE에 명시

된 원자력 발전용량 유지를 위해 원전 운전을 50년까

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EDF는 미국과 같이 원전의 운전을 50~60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부터 원전의 60년 

운전을 위한 평가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 원전 운

전 연장 프로그램인 Grand Carénage26)를 기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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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예산 소요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7년 12월 마크롱 대통령과 윌로 

에너지환경장관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시점의 연기

를 언급함에 따라, 페센헤임 1, 2호기를 제외한 기존 

가동 원전의 운전 기간이 40년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

이 커졌다. 

또한 ASN은 원전 운전 연장 거부 등의 판단을 위해

서는 원자력안전연구소(IRSN)의 기술보고서가 필요

하나, IRSN은 2020년 봄까지 이를 작성할 계획이 없

다고 알려져 기존 가동 원전의 운전 연장에 대한 기대

감을 높이고 있다.27)   

3. 원자력산업계의 변화

프랑스 원자력산업계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

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 기존에 추

진 중인 프로젝트의 차질, 국제 시장에서의 원전 건설 

수주 저조28) 등 대내외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특히 2003년 TVO와 AREVA-Siemens 컨소시엄

출처: IEA 2016(2012~2014년), RTE 2017(2015~2020년)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6> 에너지원별 발전용량 변화 추이

27)  Reuters, “UPDATE 1-French regulator delays decision on EDF reactors' life extension-source”, 2017.10.25.

28)  해외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된 원자로 가운데 프랑스가 건설한 원자로는 전체의 약 2%(11기)에 불과함.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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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REVA NP(Nuclear Power)는 Framatom의 후신이자 AREVA 그룹의 원자로 엔지니어링 전문 자회사로 원자로의 설계, 개발, 보수 작업과 신규 원자로 

설치나 노후 원자로 교체를 위한 대형 부품 및 설비를 담당하는 등 원자로 사업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30)  풍력, 태양광(열), 바이오, 수력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31)  프랑스 FIP(Feed-in Premium)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 가격(도매 가격)에 매달 프리미엄을 부가하는 지원 제도임.

32)  2017년 2월 3일 일본 원자력연료주식회사(JNFL)와 Mitsubishi 중공업(MHI)은 AREVA의 신규 자회사인 NewCo의 지분을 총 10%(각각 5%) 보유하기 위해 

2.5억 유로를 각각 투자하기로 Areva와 합의함.

33)  RTE, Generation Adequacy Report on the Electricity Supply-demand Balance in France: 2016 Edition, 2016.

은 올킬루오토(Olkiluoto) 3호기 건설 계약을 체결해 

2009년 완공을 목표로 2005년 착공에 들어갔으나, 반

복된 건설 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일정에 차

질이 발생하였다. 현재 올킬루오토 3호기의 완공은 

2019년 5월로 늦춰졌으며, 총 건설 비용도 약 85억 유

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2년에 완성이 목표였던 플라망빌 3호기 역시 지

속적으로 건설 일정이 연기되어 2020년 이후의 완공

으로 일정이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건설 비용은 당

초 계획보다 약 60억 유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 원자력산업의 구조 재편과 주요 원자력 기

업인 AREVA의 자금난 타개를 위해 EDF가 AREVA

의 자회사인 AREVA NP29)의 원자로 사업 부문을 

인수하였다. 또한 AREVA는 2016년 9월 자회사인 

NewCo를 설립해 핵연료 주기 사업을 이관하고 지분 

해외 매각30) 및 유상 증자를 실시하는 등 기업 경영

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최근 구조 조정을 통해 

원전 설계 및 부품 개발을 담당하는 FRAMATOME과 

핵연료주기 및 원전 해체 분야를 담당하는 ORANO로 

분리되었다.

4.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발전차액 지원 제도(FIT)31) 재편, 프리미엄 제도

(FIP)32) 운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장려책을 바탕으

로 201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꾸준

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태양열과 풍력 발

전 설비용량은 각각 2012년 대비 약 2.7배, 2.3배 증

가될 것으로 예측되고33)(<그림 6>),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2009년 9%에서 2014년 14.6%

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발전 

비중 중 태양열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5.46%에 

그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프랑스는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 주

도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이행해 왔고, 

1990년대 이후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국내 에너지 정책에 반영해왔다. 에너지법 및 그르넬 

환경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여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랑드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과 국내 에너지 및 환경 

현황을 반영해 에너지전환법 및 중장기 에너지계획을 

발표하였다. 

에너지전환법은 국가의 미래 에너지믹스에 국한되

지 않고,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의 계

속적 유지와 고용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에 대응 및 주도적 역

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산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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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국제적 환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에너지전환법이 75% 수준의 높은 원자력 발전 비중

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측면에서 기존 프랑스의 에

너지 정책과 다소 다르다 할 수 있으나, 에너지전환법

의 궁극적 목적이 에너지 안보 유지와 에너지 효율 증

대, 기후 변화 대응으로 기존의 에너지 및 환경법의 연

장선이라 볼 수 있다.

한편, 2010년대부터 재생에너지 산업이 꾸준히 성

장하고 있지만, 최근 프랑스 고위 인사들이 에너지전

환법에 명시된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를 통해서는 온

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바, 기후 변화 대응에 가치

를 두고 있는 프랑스 에너지정책상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지연 가능성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속도와도 관련이 높을 것으로, 향후 프랑스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프랑스에서 신재생에너지 산

업 성장과 연계하여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의 정책이 

어떻게 이행될지는 우리나라에게 의미하는 바가 클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랑스가 국가 원자력 산업 경쟁

력 확보와 세계의 기후 변화 대응 선도 등 에너지 정책

의 중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나갈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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