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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청정한 전기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점유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

환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높은 인구밀도를 놓고 볼 때, 전력 생산의 최대 에너지원을 재생에

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량만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원

자력 발전량의 감축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겠다는 언급이 한국 정부의 로드맵에는 없기 때문이다.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안은 결국 화석연료인 것 같은데, 한국정부가 어떤 화석연료를 선택하느냐 하

는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그것이 최종 결정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통해 한 가지 재생에너지를 선택한다는 가정과 함께 두 종류의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세 가지 에너지계획과 비교 분석한 사항을 

바탕으로 원자력 에너지 외에 한국 정부가 선택할만한 에너지원의 타당성과 각 에너지 별 선택에 따른 제약사항

을 밝히면서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경제상의 필수적인 조건들을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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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발전 산업의 불확실한 미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원자력은 대한민국에서 청정에

너지 공급량의 대부분을 감당해왔으며 경제 발전의 기

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과 다

른 저탄소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의 좋은 점을 

놓고 격렬한 공론화 과정을 벌인 끝에 정부에서 지명

하는 시민판정단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한 여론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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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결정하였다. 

2017년 10월 20일, 판정단은 중단시킨 2기의 원자

로(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계속해서 완공하도록 결

정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려

서 원자력 발전량을 감축시키도록 권고하였다(국무조

정실, 2017). 

시민판정단의 이런 결정(법적 구속력 없음)에 따라, 

정부는 2017년도에 7%였던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는 목표를 담은 에너지 전

환 정책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에는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허가 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을 불허한다는 조항과 함께 2038년까

지 가동 원자로를 14기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모든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2017년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 24

기,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인 28기 대비; 산업통상

자원부, 2017).

그렇지만 이 로드맵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2015년 파리기

후협약에서 약속한대로 발전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

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감축된 원자력 발전량

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대에 제약적인 요소가 되는 한국의 물리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NRDC, 2015) 하는 점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량 30%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7% 

이외의 부족분은 거의 전적으로 화석연료를 통해 메우

고 있다(석탄 40%와 가스 22%). 만약 원자력 발전량

을 화석연료로 모두 대체한다면, 전력 생산에 의한 연

간 탄소 배출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현재 원자력 발전량 수준까지만 늘려서 대체

한다고 해도(최근 독일의 경우처럼, Amelang, 2017; 

Reed, 2017), 탄소 배출 감축이란 문제의 해결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탄소 배출량의 추세를 감안

해 볼 때, 한국이 감축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게 된다면 

전 세계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Normile, 2017). 

이런 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

리는 한국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로드맵

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선택될만한 세 가지 전

기 에너지믹스를 예측해보았다. 그런 다음 그 세 가지 

사례에 대한 타당성과 제약성, 그리고 필수 조건 등을 

다른 OECD 회원국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 문제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2014년도(최종 집계가 끝난 

마지막 연도)에 5억6천8백만톤으로 OECD 회원국 35

개 나라 가운데 미국(51억7천6백만톤), 일본(11억8천

9백만톤), 독일(7억2천3백만톤)에 이어 4위를 기록했

다(OECD, 2017). 이 배출량은 1990년도의 수준에 비

해 145% 증가한 것이다. 

한국 외에 OECD 회원국 가운데 1990년부터 2014

년 사이에 탄소 배출량이 100% 이상 증가한 나라는 

터키(142%)와 칠레(158%) 밖에는 없다(이와는 대조적

으로, 같은 기간의 25년 동안, OECD 회원국 가운데 

18개 나라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되었다). 

한국의 연간 1인당 탄소 배출량도 룩셈부르크(16.6

톤), 미국(16.2톤), 호주(15.8톤), 캐나다(15.6톤), 에

스토니아(13.3톤)에 이어 11.3 톤을 기록해 세계 6위

를 차지했다. 또한 1990년부터 2014년 사이에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1인당 탄소 배출량 증가율

(108%)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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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시켜 평상시 배출 수준을 851Mt CO₂eq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고 국제 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NRDC, 2015). 

한국의 배출 목표를 다른 OECD 회원국 EU(1990년 

배출량의 40% 이하)와 일본(1990년 배출량의 15% 이

하, 발전 분야 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외)의 목표 수

준과 비교하면, 한국이 제시한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80%를 상회하는 수준) 감축 목표는 분명하

게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만약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소극적인 감축 목표를 

선택한다면, 2050년이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

업화되기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상 상승할 것이다

(CAT, 2017). 

그러나 한국 이외의 OECD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제

안한 탄소 배출 감축안대로 시행된다 해도 지구의 평

균 온도 상승을 파리협약에 명시한 수준(섭씨 1.5-2

도)으로 억제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현실로 닥쳐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재

앙적인 수준의 환경 문제와 이에 따른 경제적 문제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더욱 더 많이 좀 

더 신속하게 감축할 필요가 절실하다(Figueres et al, 

2017).

따라서 우리는 최대 탄소 배출 국가 중 하나인 대한

민국이 국제적인 배출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보

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채택할 것을 주

장하고자 한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이 탄소 배출 없이 

전력 생산에서 기저부하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전력 생산용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을 제외시

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래 전력 생산 에너지원의 구성

대한민국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안에 따르

면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2038년도에는 수요

가 113.5GW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통상

적인 전력예비율 22%를 감안하면 최대 발전용량은 

138.5GW가 되어야만 한다. 

또한 최대 수요까지 도달하는 전력 수요의 증가율

과 비례하여 연간 발전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한국의 

연간 전력 수요는 2016년도의 543 TWh에 비해 2038

년에는 609 TWh에 달하게 될 것이다(KESIS, 2017).       

그렇지만 이 수요 예측은 교통수단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전력량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

해야 한다(2016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 498 TWh). 

한국 정부의 로드맵이 제시한 최상의 목표는 2030

년도까지 재생에너지의 점유율 20%를 달성하고, 

2038년도까지 원전의 발전용량을 16.4 GW로 제한(산

업통상자원부, 2017)해서 최종 에너지 136 TWh를 생

산(설비이용률 90% 추정)해 내는 것이다. 

한편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이 2030년도 이후에도 같

은 비율로 증가한다면 2038년도에는 30%(183 TWh)

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과 재

생에너지만으로 연간 전력 수요의 대략 절반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을 늘리지 않으면서 나머지 절

반의 전력 수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와 

같은 에너지시장 상황에서 유일하게 실현 가능성이 높

은 옵션은 두 가지 화석연료(천연가스와 석탄)를 사용

하면서 그에 추가적인 재생에너지를 더하거나 아니면 

에너지원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뿐이다(도표 1).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할 경우 

아래와 같은 2가지 극단적인 사례에서 발생할만한 개

+ 대한민국 발전산업의 불확실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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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이 상당히 높은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를 조명하고자 한다.

<그림 1>에서 Case 1(현재의 독일과 유사한 방식)은 

연간 석탄 발전량이 현 수준(214 TWh)을 유지하면서 

가스 발전으로 최대 전기 수요량을 감당하게 하는 방

식이며, Case 2(영국이 거쳐온 과정과 유사한 방식)는 

가스가 석탄 발전량을 대체하여 전력 생산의 주 에너

지원(290 TWh)이 되는 방식이다.

만약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시키면서 탄소 

배출량까지도 감축하겠다면, 대한민국 전기 에너지믹

스에서 에너지원은 가스와 재생에너지 두 가지만 남게 

될 것이 분명한데, 가스 발전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

한다면 석탄 발전이 차지하던 몫은 온전히 재생에너지

를 늘려서 대체해야만 한다. 

Case  3(스위스와 스웨덴이 택한 방식은 재생에

너지가 전력 생산의 주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352 

TWh), 가스 발전량을 현재 수준(121 TWh)으로 유지

하는 방식이다.

만약 기존의 원전에 대한 가동 연한의 연장이 금지

되고,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호기와 6호기가 완공

(2022년 예정, 가동 연한 40년)된 이후 새로운 원전을 

짓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이 없는 

전기 에너지믹스를 2062년까지 달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장기적 전력 수요 예측은 인구의 변동과 

<그림 1> 대한민국의 미래 전력생산 방식의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는 전력 생산량(TWh) 점유율(%). 에너지원을 원자력, 

재생에너지, 석탄, 가스로 구성할 경우 OECD 자료에서 유추한 2개의 예상 시점(2038년과 2062) 별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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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의 변화, 그리고 산업적, 기술적 요인 등 사

회경제적인 변화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미래 인구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Raftery, Li, Sevcikova, Gerland 

& Heilig, 2012)되기 때문에(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되

지만 않는다면)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

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인 전력 수요가 2038년도 수

준(609 TWh)에서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수적인 가

정 위에서 이번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수준의 전력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2062년까지의 미래 전기 에너지믹스에서 세 가지 가

능성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하였다(괄호 안에 표기한 

OECD 회원국들과 가장 유사하면서 걸맞는 사례를 선

택함).

• Case 1 (호주) : 석탄 발전이 원자력 발전을 대체

하지만 가스 발전량은 2038년 수준을 유지.    

• Case 2 (일본) : 가스를 전력 생산의 주에너지원

으로 선택.  

• Case 3 (뉴질랜드 또는 오스트리아)  재생에너지

가 전력 생산의 주에너지원이 되면서 최대 전력 수요 

발생 시에는 부족한 전력을 가스 발전으로 보완.

Case 1

독일 방식을 거쳐 호주 방식으로

이 로드맵은 2022년까지는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의 점유율을 80%로 끌어

올린다(Amelang, 2017)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Energiewende’)과 목표가 유사하다. 

참고로, 현재 독일에서 재생에너지는 연간 발전량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은 각각 14%와 44%를 생산하고 있으며(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7) 풍력 발전이 재생에너지의 가

장 큰 몫(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0%)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수력 발전(12%) 및 바이오매스/폐기

물 연소 발전(28%) 등이 재생에너지의 적지 않은 부분

을 감당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의 활용 비율을 늘리기 위해 독일은 

2000년 이후 1,890억 유로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투

자했지만, 석탄 발전의 점유율은 낮아지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2050년까지 발전용 에너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계속 차지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Amelang, 

2017; Reed, 2017).

2015년도 호주에서는 석탄(63%)이 전력 생산의 가

장 큰 에너지원이었고, 가스(21%)와 재생에너지(14%)

가 그 뒤를 이었다. 호주의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이 사

례 1에서 가정한 2062년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점유율

보다 낮았지만, 호주는 석탄 발전과 가스 발전의 높은 

점유율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Case 1에서 나타난 에너

지원 비율을 흔들림 없이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호주의 발전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농

도는(755kg MWh, 2015) 한국의 발전부문 배출 농도

(526kg MWh, 2015; IEA, 2017)보다 40% 이상 높다. 

그 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의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되므

로 원자력 발전에 비해 훨씬 높은 대기 오염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위험 요소가 가중

됨은 물론이고 수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

다(Hansen et al., 2013).

최신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비하면 가스발전소

나 재래식 석탄발전소의 건설 비용이 더 낮은데다 건

설 기간도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석연료를 쓰는 발

전소가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 당연히 더 용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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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점차 증가하는 탄소 배출이 Case 1의 가장 

큰 문제이며 이 점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동의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남아있다(Leung, 

Caramanna & Maroto-Valer, 2014). 

그에 더해 석탄 발전으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게 

되면, 현재 한국에서는 원자력이 가장 싼 연료라는 점

(KESIS, 2017)을 감안해 볼 때, 전기요금이 상당히 오

르게 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용은 

태생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비

율이 높아질수록, 특히 전력 생산 수단의 균형을 유

지하고 전력 저장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진다는 측면

에서 고려해볼 때 전기 가격은 인상될 것이 분명하다

(Alexander, James & Richardson, 2015).

Case 2 

영국 방식을 경유해서 일본 방식으로  

영국의 전력 생산에서 가스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대처 수상에 의한 탄광 폐쇄 조치와 북해에

서 원유와 가스 채굴이 확대된 이후 빠르게 증가되어 

왔다. 2015년도까지 원자력 발전이 21%를 차지한 반

면에 가스 발전의 비율은 30%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영국의 석탄 발전 의존율은 Case 2(2038

년도 한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화석

연료 및 원자력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비율이란 측면

에서 보면 2015년 현재 영국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을 

비롯 화석연료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가스 발

전의 의존율을 높여서(현 상황의 전력 생산 방식에서 

가스 발전의 점유율은 40%, 전체 에너지원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73%), Case에서 나타나게 될 

2062년 한국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가스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Case 2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간 가스 발전 비

율보다 훨씬 낮다(2016년 기준 22%). 그러나 매우 낮

은 가동률(2016년 기준 41%)을 보이는 한국 가스발전

소(KESIS, 2017)의 현 상황과 원전에 비해 짧은 건설 

기간과 낮은 건설 비용이란 가스발전소의 이점을 감

안하면, 복합가스발전소를 건설해서 원전에서 벗어나

겠다는 미래의 목표(2038년도 가스 발전 및 원전 각 

38%, 2062년도 가스 70%)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가스 발전은 석탄(970g CO₂e kWh; IPCC, 2006/ 

98.3t CO2 TJ; NREL, 2017)보다 온실가스 배출 밀

도가 낮다(470g CO₂e kW/자연 상태의 배출, 64.2 t 

CO₂e TJ/발전용 연소 과정 배출). 

원자력은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전혀 없

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원자력 발전에서 가스 발전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력 생산 상의 온실가스 배출이 순수 

증가할 것이다(예를 들면, 2015년도 영국의 경우 한국

보다 낮은 원전 및 석탄 비율, 그리고 높은 가스 비율

을 유지해 한국의 배출량 526kg MWh 에 비해 349kg 

MWh을 기록).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

본은 한국보다 약간 높은 온실가스 배출 농도(540kg 

MWh)를 기록하였다. 한국보다 높았던 가스 발전 점

유율 덕분에 더 낮은 원자력 발전의 점유율에도 불구

하고 온실가스 배출 농도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반핵운동의 중요한 이유 가운

데 하나는 원전의 사고와 그에 따르는 인체에 유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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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이다. 그러나 가스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더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 아직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기록한 적이 

없는 원전 사고에 비해서, 대구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는 1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던 것이다(연합통

신, 1995). 

뿐만 아니라 가스연료 발전소의 균등화된 발전 비

용에서 심대한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천연가스의 가

격 변동성 때문에 전력 가격의 변동폭 역시 매우 커지

게 되고 이는 가스연료 전력 생산 시스템의 가장 큰 경

제적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van de Ven & Fouquet, 

2017). 

영국은 전체 가스 수요의 45%를 국내에서 조달

(British Gas, 2016)함으로써 가스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일본은 가스 수입원

을 다변화하는 대책을 쓰고 있다(EIA, 2017). 보유하

는 가스전도 없는 한국은 전력 생산용 가스 수요를 전

량 수입에 의존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한 가지 에너지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경제 조건의 불확실성이 증가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Case 3 

스위스나 스웨덴 방식을 거쳐서 

뉴질랜드 또는 오스트리아 방식으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캐

나다,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일부 OECD 회원국은 재

생에너지의 비율이 60%를 넘고 있다. 수력 발전을 제

외할 경우에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비율은 덴마크의 

57%이다.       

Case 3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과 재생에너지가 차

지할 비율(2038년도 58%, 2062년도 80%)을 감안할 

때, 중간 단계인 2038년에 한국의 전형이 될 나라는 

스위스 또는 스웨덴이며 2062년도에 한국의 본보기가 

될만한 나라는 뉴질랜드나 오스트리아일 것 같다.  

수력 발전은 오스트리아(전체 소비 전력의 69%)와 

뉴질랜드(56%)의 주 재생에너지원이다. 한반도 남쪽

에 자리잡은 대한민국에서 Case 3의 가장 큰 장애물

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기술적(혹은 지리적) 여건상의 

실현 가능성이다. 

수력 발전, 풍력, 태양광, 생물에너지 등을 망라한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연

간 최대 발전량은 사전 모델링 작업을 통해 산출한 결

과 단지150 TWh에 불과하였다(Hong, Bradshaw & 

Brook, 2013). 더구나 기술 발달로 수력 발전을 제외

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이 대폭 상승한다 해도(예: 

2013년까지 33%), 연간 최대 전력 공급량은 200 TWh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2062년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목표치 

80%(즉 487 TWh)는 물론, 2038년도 목표치인 58%의 

달성도 한국 내의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그리고 수

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원만을 가지고는 실현될 가능

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외국의 원료를 수입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순수 온실가스 배출의 측면이

나 토지 활용도 문제,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할 때 환경 친화적인 수단으로 간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Manning, Taylor & Hanley, 2015).

또한 지리적인 제한이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고 가정해도,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비율이 높

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가동 단축, 주파수 조정, 전압 

관리 및 예비전력/전력저장 비용 등에 의해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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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력 공급망 관리 및 전력 부하 분산에 소요되는 경

비를 대폭 늘어나게 만들 것이다(Brouwer, van den 

Broek, Zappa, Turkenburg & Faaij, 2016).

송전망 전반에 대한 전압 관리와 주파수 조정이 부

실하게 되면 전력 공급망 전체에 걸쳐 재앙적인 정전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런 우려는 실제로 2016

년 9월28일에 호주 남부에서 발생한 정전사태로 생

생하게 증명되었다(AEMO and Manitoba HVDC 

Research Centre, 2017).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에너지

원을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다

양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소비가 오히려 감소되

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전력 공급 상의 미스매치 때

문이었다(Steinke, Wolfrum & Hoffmann, 2013). 

현재 시장에서의 보급률이 높은 일부 재생에너지원

의 비싼 관리 비용, 낮은 설비 이용률, 그리고 높은 균

등화 비용 등 전체적으로 과다한 시스템 관리 비용 때

문에 Case 3의 방식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평균 전력 

가격은 인상될 것이 거의 틀림없다. 

문제가 없는 발전 방식은 없다

전반적으로 볼 때, Case 1은 높은 온실가스 배출과 

해당 지역의 대기 오염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환경적인 

폐해가 심각하다. Case 3보다는 전력 공급의 유연성

은 높겠지만, 현재의 상황보다 높아질 재생에너지 비

율은 Case 1의 큰 문젯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Case 2는 Case 1보다 온실가스 배출은 적다. 그러

나 이 두 가지 사례의 방식을 택한다면 한국은 발전산

업의 탈탄소화에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제적으

로 약속한 기후변화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가스 발전의 비율을 높이면 전력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고 Case 2에서 나타나는 균형의 문제를 감소시

킬 수는 있다. 2038년도 기준으로(지금으로부터 20년 

후) 3가지 사례 가운데 Case 2의 가스발전소 건설 비

용에 대한 투자가 가장 낮아 보이지만, 수입해야 하는 

가스의 가격 변동성은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젯거리가 

될 것이다. Case 3은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이지만, 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한국

의 지리적 제약은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며 이 문제

는 현재의 기술적 혁신이나 경제적인 수단으로도 해결

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2016년도에만 약 1,792 PJ(498 TWh)에 달

했던 교통수단 부문의 최종 에너지 수요 자체가 수요 

예측에 포함되지 않았다(KESIS, 2017).      

만약 한국이 교통수단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게 된다

면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자동차 연료 부문은 

수소연료전지 아니면 배터리로 바뀌어야만 한다. 이

를 위해 수소를(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하거나 배터

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

이 분명한데, 8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에는 이에 따른 

전력 수요의 증가가 초래할 문제에 대한 평가사항이 

전혀 없다. 

우리가 검토한 모든 사례에는, 수요 측면의 강력한 

에너지 효율 관리 조치(기술적 개선책, 경제적 장려대

책 등)를 도입해 미래의 전력 수요 증가를 억제할 필요

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론상으로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평가한 모델링 연구(Hong et al., 2013) 결과에 따르

면, 연간 최대 전력 생산량은 150 TWh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활용 가능한 땅은 제한적이고 인구

밀도는 높지만, 해안선이 긴 한국으로서는 해상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만한 가능성은 상당하므로 이를 

위한 연안의 지도 제작과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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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분야는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여 높

은 효율성과 낮은 설비 및 관리 비용을 달성하게 되었

다(Rubin, Azevedo, Jaramillo & Yeh, 2015).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기는 바

람이 잦아들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며, 태양 전지판

은 밤이나 구름이 잔뜩 낀 날에는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한편, 전력 저장 기술을 활용하면 많이 보급된 기존

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망의 부하 제어, 수요 

관리, 전압 조정 및 주파수 조정 같은 많은 이점을 공

유할 수 있다(Luo, Wang, Dooner & Clarke, 2015). 

적정 규모와 관련된 조건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 때

문에 현재까지는 양수 발전 시스템만이 전력 공급상 

주요한 전력 저장 및 활용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다

(Department of Energy, 2015). 

그런데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용이한 여건 덕분에 한

국은 수력 발전과 더불어 이미 양수발전소를 널리 활

용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재래식 수력발전소에 양수 

발전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여 그 규모에 맞는 경제적 

효율성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큰 규모의 전기화학적 전력 저장 시스템이 

상용화될 수도 있겠지만, 규모에 맞는 경제적 타당성

은 아직 입증되지 못한 상태이다(Luo et al., 2015).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비핵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서는, 결국 대한민국의 에너지믹스는 주로 수입산 화

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형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 같은 일부 첨단 석탄발

전소는 재래식 석탄발전소에 비해서 발전 효율이 높기

는 하다(Hoya & Fushimi, 2017). 

현재 한국에서는 300 MWe 규모의 석탄가스화 복

합발전소가 이미 가동 중에 있고, 400 MWe 규모의 발

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이런 최신 석탄발전소

들은 높은 발전 효율 덕분에 가동 중에 배출하는 탄소

의 양이 다소 낮을 수는 있지만(재래식 석탄발전소 배

출량의 약 85%),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없애버린 상황

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켜서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시켜야만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탄소 포집 및 저장 기

술 앞에 버티고 있는 기술적·경제적 난제(이에 더해 

사람들의 우려)를 놓고 볼 때(Leung et al., 2014), 예

측이 가능할 만큼 가까운 미래에 상업적인 가동이 현

실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만약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갖춘 석탄발

전소의 상용화가 적기에 실현되지 못한다면, 한국이 

전체 발전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이루려는 계획은 사실

상 장기적으로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은 정책결정자들과 국민들의 지

원을 얻어내기만 한다면, 재생에너지 기술이나 탄소 

포집 기술, 그리고 탄소 격리 기술 등이 겪고 있는 거

의 모든(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설비이용률 95% 이상)과 어떤 에너지원에 비

해서도 탁월한 안전성(사망자 제로)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가장 저렴한 발전 비용(원전 폐쇄 비용과 

사용후연료 관리비용을 포함시켜도 한국에서는 수입

해야 하는 석탄보다 싸다), 그리고 최저 수준의 온실가

스 배출량(자연 상태 배출량 40g CO₂e kWh, 가동 중 

배출량 0 t CO₂ TJ; Hong & Brook, 2018)이란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다른 서

구 여러 나라의 원전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2010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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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Kwe당 US$ 3,000 이하) 이는 표준화된 공정과 신

형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Lovering, Yip & Nordhaus, 2016). 

원자력 발전 분야의 눈부신 기술적 발전 덕분에 재

생에너지원과는 대조적으로 원자력에너지는 신뢰할

만 하고, 안전하며, 청정한 에너지로서 전기와 열 그

리고 파생적인 합성연료(예: 수소연료; Brook, Blees, 

Wigley & Hong, 2018) 등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발전산업

한국의 발전산업은 지금 원자력 발전으로 향하는 길

을 포함한 4갈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 중 한 갈래(원자력 발전을 대폭 확장하는) 길은 지

금 막 막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2017년도에 발표한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에는 장기적인 에너지원 배치의 지향점에 대한 

구상이 들어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밖

에 없는 재생에너지의 불리한 지리적 조건과 더불어 

이웃 국가와는 고립된 전력 연결망, 높은 인구밀도, 그

리고 집중되어 있는 경제 활동 등의 여건은 재생에너

지의 비율을 높이려는 길이 매우 험난하고 위험한 운

명에 처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또 그 길로 가게 되면, 한국은 석탄과 가스같은 화석

에너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어찌되었건, 그러한 결정은 온실가스 배출

과 대기 오염을 증가시키고, 수입 에너지원에 대한 의

존도를 심화시켜서 앞으로 국가의 환경적·경제적 그

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더욱 더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대한민국은 아직 그와 같

은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향후 수십 년 동

안 원자력 발전을 확대시키기에 알맞은 환경 속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전문성, 경험 및 자체적 제조 설비 

등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이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을 장기적으로 확장,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국민의 수용이란 문제의 벽

을 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가능성은(매우) 낮지만 발생하면

(경제적, 심리적) 미칠 영향이 막대한 원전 사고 때문

이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발생한 소련과 일본에서의 원

전 사고는 지금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

림돌이 되고 말았다(Chung, 2018; Hasegawa et al., 

2015; Miyazaki & Hayano, 2017). 

신고리 5,6호기를 놓고 벌어진 공청회는 원전에 대

한 국민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교육의 중요성

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이 좀 더 유리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논리와 적

절한 비유 그리고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

들과 국가의 미래 에너지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소통

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

하다. 

정부에서 발표한 로드맵을 되돌리기에는 지금도 늦

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얼마든지 에너지 전환

의 로드맵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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