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년 7 월 13 일의 생명탈핵 실크로드 보고회에서 [원전이 없어도 전력

부족이 없었던 일본] 이라는 내용으로 얘기해주신 카네사키 히카루씨께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셨습니다. 

쇠퇴하는 원자력산업에 시민의 손으로 마지막 일격을 ! 

                                                     카네사키 히카루

원전이 없으면 전기가 모자라게 된다는 거짓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일본 전력공급은 27%를 원전이 차지했

었습니다.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 후로는 일본전국에서 2 년 동안 (큐슈에서는 3

년 동안) 모든 원전이 멈췄었는데, 전력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력의 절반은 화력발전에 의존했었는데, 나머지 절반 중 절

전이 3/4,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이 1/4 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 전력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비판이 쏟아지는 일본의 전력공급 패턴 

2018 년 일본 전력공급은 원전이 6.6%, 화력이 74%(석탄 30%, LNG, 석

유가 70%), 재생에너지가 18%였습니다.

일본정부의 방침은 2030 년에 원전이 20~22%, 화력이 56%(석탄 26%, 

LNG, 석유가 30%), 재생에너지가 25%입니다.

즉, 여전히 원전에 의존하고 화력(특히 석탄)에 의존하는 방침이며, 후쿠

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전에 의존하려는 자세와 지구온난화 속에

서도  석탄화력에 의존하려는 자세가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력공급 : 원전이 크게 후퇴하면서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이 늘

고 있음 

  세계에서는 2018 년 원전에 의한 발전은 9%(1996 년은 17.5%였지만),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은 40%입니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시대임을 분명

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원전 



세계에서는 KW 당 발전비용이 지역에 따라 변동이 있긴 하지만 재생에너

지가 1/2~1/4 이 되어있습니다. 단 일본만은 예외로, 재생에너지의 비용은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전력회사가 송전선이 포화상태라는 등의 이유

를 대고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일 겁니다. 원전건설 비용 또

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대책 때문에 크게 올라, 그 이전까지 2,000 억

엔 이하였던 것이 이제 구미(歐美)에서는 1~3 조엔으로 뛰어 건설연수도 

4~10 년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국적인 원전수출이 베트남, 터키, 영국에서 실패한 것도 비용 

면에서 이제는 원전이 재생에너지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계점에 이르게 된 세계의 원전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54 기가 가동했었는데 그 중 21 기가 

이미 폐로가 됐고 지금 9 기가 가동 중입니다. 세계에서는 2018 년 현재 미

국 98 기, 프랑스 58 기, 중국 46 기, 러시아 37 기, 한국 24 기, 인도 22 기 

등입니다만,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증설 경향은 멈추었고 차라리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률로 원전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오스

트리아,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입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신설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은 2022 년까지 원전 전폐를 결정했습니다.

원전을 대신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발전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입니다. 독일은 40%, 스페인은 38%, 이탈리아는 35%입니

다. 일본은 확연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조

정하려면 광역적인 송전망이 필요한데 일본의 지역독점체인 전력회사 시스

템이 광역적인 전력조정을 막고 있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CO₂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은 이제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

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비용과 설비건설의 신속성이라는 면에서 원

전은 재생에너지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멀지 않아 바다 속으로 휩쓸리게 될 원전들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100 년 이내로 남극의 대륙 빙하는 녹아

서 사라지고 해수면은 58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원전은 냉각



수나 온배수의 필요성 때문에 바다나 하천 근처에 세워져 있는데 그런 원

전들이 결국 바다 속으로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플루토늄을 잔뜩 모으고 있는 일본

일본은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플루토늄의 보유국이며, 핵무기 원료가 

될 플루토늄을 이렇게 많이 보유한 일본은 핵무장의 용의가 있는 게 아닌

가 라는 세계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자민당 정치인들 중에는 분명하게 

원전도 필요하고 거기서 추출되는 플루토늄도 필요하다, 핵무장의 담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를 겪은 일본이야말로 원

전을 중단하고 플루토늄 보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늘기만 하는 사용후연료(죽음의 재)

일본이 원전을 가동시킴으로서 만들어지는 사용후연료(죽음의 재)는 히로

시마형 원폭으로 환산하면 이 반세기 사이에 200 만발을 넘는 양이라고 평

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해한 것으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지하 300m 위

치에 10 만년간 저장하겠다는 등 말하지만, 4 개의 지각 플레이트가 모여 

있는 일본열도에 10 만년 동안이나 안전적인 지층은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만들어낸 죽음의 재를 우리 후손에게 떠넘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재를 만들어내는 일은 그만하고 원전 재가동을 그만하고 

당장 폐로로 만듭시다. 지금 우리들 시민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야할 때입

니다.

(이상은 잡지 [세계] 7 월호의 <원자력산업의 종언> 을 토대로 제 의견도 

넣고 2019 년 7 월 13 일의 시모노세키 모임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