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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핵운동

➢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

• 1970년대 후반, Wyhl 원전 부지 점거운동, Brockdorf, Grohnde 원전 건설

반대 운동, Kalkar 고속증식로 건설 반대 운동

➢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반대 운동

• 재처리공장 건설 반대(1970년대 Gorleben, 1980년대 Wackersdorf)

• Gorleben 최종처분장 반대 운동

• CASTOR 운송 저지 운동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등을 둘러싼 갈등

➢ 외부 사고에 의한 반핵운동 심화

• 1979년 쓰리마일,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2. 정치가 반응하다.

➢ 앙케트위원회(Enquete-Kommission)

•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연방의회

(주 의회)에서 앙케트위원회 설립

• 의회의 정치적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층연구조사

• 사회적 합의 모색

• 연방의회 의원의 1/4의 동의에 의해 설립

• 원내 정당의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능하면 의회

회기 내에 연구조사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 1971년 첫 앙케트위원회 설치된 이후 2016년까지 총 27개의 주제에 대해

27번 앙케트위위회 구성됨



기간 주제 구성 집권당 원자력 논쟁

1979 ~ 

1983

미래

원자력

정책

국회의원 7명 + 

전문가 8명

• 사민당+자

민당

• 기민/기사

당+자민당

• 4개 시나리오 (~2050년)

•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 

원자력 탈피 가능 시사 (12명)

• 1990년에 원자력 이용 여부 판단

• 고속증식로 운영 긍정(보수연립정부)

1987 ~ 

1990

지구 대기

보호 방안

국회의원 11명

+ 전문가 11명

• 기민/기사

당+자민당

• 원자력발전 확대하여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감축

• 전력수요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 필요

vs.

• 기후변화와 원자력 위험 모두 감소시켜야 함

2000 ~

2002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

국회의원 13명

+ 전문가 13명

• 사민당+녹

색당

• 기민/기사당: 2010년 이후 원자력 신규 건설

(2050년까지 50~60기 추가) (원자력+화석연

료 mix  시나리오 구성)

vs.

• 원전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회적 수

용성 문제,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 테러공

격 등



3. 정치적 정당성 위기

• 1970년대 반핵운동에서 녹색당 태동

• 1983년 녹색당 연방의회 진입

•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사민당(SPD) 반핵정당으로

돌아섬

• 원자력 문제, 연방의회 내 주요 정당인 기민당(CDU)와 사민당

(SPD)의 주된 정치적 균열 라인으로 등장함. 

• 1998년 ‘적-녹(사민당-녹색당)’ 연정 탄생으로 의회에서 반핵

정당이 다수를 차지함. 



4. 원전 폐쇄 합의 과정

① 2000년 ‘핵합의(Atomkonsens)’: 1차 원전 폐쇄 결정 (적-녹

연정)

• 신규 원전 건설 금지를 원자력법에 명시

• 당시 운영 중인 19기 원전에서 2000년부터 생산할 수 있는

잔여 전력량을 원자력법에 명시

• 발전업체의 원전 전략적 운영: 2000~2010년 동안 2기만 폐쇄

② 2010년 원전 수명 연장: 17기 평균 12년 연장



③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차 원전 폐쇄 결정

(보수연립정부)

• 수명연장정책 철회

• 윤리위원회(연방총리에 의해 설립)의 권고안: 10년 내

로 원전 폐쇄 가능

• 오래된 원전 등 8기 폐쇄

• 나머지 원전 9기의 최종 폐쇄 시점을 원자력법에 명시



5. 탈원전의 윤리적 토대

➢ 윤리위원회(Ethik-Kommission Sichere Energieversorung) 

보고서(2011. 5)에 나타난 윤리적 판단 근거 : 두 가지 입

장 고려

① 원자력 위험의 정언적 판단(kategoiales Urteil): 원자력

위험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

② 원자력 및 대안 에너지원의 위험과 기회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입장



• 두 가지 판단 기준의 ‘결합’ (①+ ② 의 결합)

: 병렬적 관계의 결합이 아님. 

• ①의 정언적 판단에 따라 원자력의 잔여위험에서 벗어

나야 한다는 정책규범을 도출하고, 그 원자력의 잔여위

험에서 탈피하는 속도를 ②의 기준에 따라 판단함. 



➢ 원자력 위험의 정언적 판단 근거

• 잔여위험(Restrisiko): 원자력기술의 불확실성 문제

• 자연적 재난이나 테러 공격 등 인위적 사고에 의한 재난

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 잔여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 적용: 최대한 빨리 원

전에서 탈피



원자력발전소
잔여전력량

(GWh)(2000년 1월1일 시점)

13차 개정 원자력법
에 규정된 폐쇄 시점

원전 폐쇄

1 Biblis A 62,000 2011 2011

2 Neckarwestheim 1 57,350 2011 2011

3 Biblis B 81,460 2011 2011

4 Brunsbüttel 47,670 2011 2011

5 Isar 1 78,350 2011 2011

6 Unterweser 117,980 2011 2011

7 Philippsburg 1 87,140 2011 2011

8 Grafenheinfeld 150,030 2015 2015

9 Krümmel 158,220 2011 2011

10 Gundremmingen B 160,920 2017 2017

11 Philippsburg 2 198,610 2019

12 Grohnde 200,900 2021

13 Gundremmingen C 168,350 2021

14 Brokdorf 217,880 2021

15 Isar 2 231,210 2022

16 Emsland 230,070 2022

17 Neckarwestheim 2 236,040 2022

18 Obrigheim 8,700 2005

19 Stade 23,180 2003

20 Mülheim-Kärlich 107,250 1988

❖ 2018년 7기 원전 운영, 원자력 전력비중 약 11.72%



6. 독일 탈원전의 시사점

➢ 원자력 정치의 중요성(원자력 문제 공론화의 중요성)

• 시민 운동에 반응하는 정치

• 대안 정책 마련을 위해 논쟁하는 정치

• 30여 년 이상 지속된 원자력 찬반 논쟁: “독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장 거세게 논란이 된 이슈” (독일 역사학자 Radkau 교수)

• 위험에 대한 최대의 방어와 해결책은 위험을 드러내놓고 논쟁하는

것(사회학자 Ulrich Beck)

• 정치적 논쟁: 녹색당에 의해 촉발되고(1970~80년대) 사민당이

Veto-Player 역할 수행함(1990년대)

• 국외 원전 사고와 독일 국내 원자력 갈등의 연계: 정치적 결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