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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전환, 탈원전

이필렬 (방송통신대)

1

코비드-19 대유행과 함께 탄소중립이란 말이 전세계의 유행어가 되었다.기후변화 

위기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던 일본과 중국이 2020년 10월 각각 2050년과 2060

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자, 한국도 바로 뒤이어서2050 탄소중립을 발표

했다.이 발표 후 한국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말은 에너지관련 정책이나 보도에 빠짐

없이 들어가는 지배적 단어가 되었다.이에 반비례하여 그때까지 문재인 정부의 유

행어였던 탈원전이나 에너지전환이란 말은 점점찾아보기 어려운 희귀 단어가 되어

가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말에는 탄소배출권거래라는 말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술수가 숨겨

져 있다.이 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똑같게 만든다는,즉 이산화탄소 배

출 순제로 (net zero)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순제로는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더

라도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제거해주기

만 하면 달성된다.마찬가지로 원자력발전을 크게 늘려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도 달성 가능하다.그렇기 때문에 셸이나 BP 같은 석유회사들도 2050년까지 탄소중

립을 하겠다고 하고,2019년에 순제로 계획을 발표한 영국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유

전개발을 하려는 것이다.이러한 순제로와 대비되는 말이 진짜제로(real zero)이다. 

진짜제로는 그야말로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한다.플러스 마

이너스 0이 아니라 처음부터 0인 것이다.진짜제로는 순제로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인데,이들은 순제로의 속임수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폭로한다.영국의 기

후변화 연구자 Kevin Anderson은 2019년 영국정부에서 순제로 계획을 발표했을 때

부터 진짜제로의 관점에서 이 계획을 비판해왔는데, 최근에는북해 유전개발에 대해 

언급하며 “순제로라는 아주 부패한 기후변화 프레이밍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We urgently need to escape the deeply corrupt net-zero framing of climate 

change)고 주장한다.

이러한 앤더슨의 주장에도 순제로를 통한탄소중립은 각나라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유행어가 되었고,2010년 10월부터 한국에서도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

리잡았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에너지정책의 핵심처럼 보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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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탈원전이었다.이미 기초공사가상당히 진척된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 

여부가당시 우리사회의 큰 관심사였고,이것이 탈원전의 시금석으로 여겨졌기 때문

이다.그러나 건설중단이 공론조사를 통해 거부된 후 탈원전이라는 말은 에너지정책 

지형에서 점차 사라지고 에너지전환이 지배적인 단어의 위치에 올라섰다. 이제 탄

소중립이 유행어가 되자 에너지전환도 찾아보기 어려운 말이 되어가고 있다.

탈원전,에너지전환,탄소중립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이다.탈원전이 성공

하려면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이고, 탄소중립도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달

성된다.그렇다고 해서 탈원전이나 탄소중립이 에너지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은 에너지전환으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 정도가 될 수 있을 뿐이지만,에너지

전환은 탈원전과 탄소중립의 충분조건이다. 에너지전환이 핵심인 것이다.

탄소중립은 탈원전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더 나아가서 원전을 크게 늘리는 것이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길일 수도 있다.최근에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원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원자력발전에 비판적인 유럽에서

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정책을 확대로 바꾸었고,영국에서도 탄

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상당히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980년 국민투표로 

2010년 탈원전을 결정했던 스웨덴에서도 원전을 건설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독

일에서조차 극우진영에서는 원전을 “깨끗하고 현대적”이라고 주장한다.한국의 상황

도 다르지 않다.우파는 말할것도 없고 초기에 탈원전을 선언했던 현정부와 민주당

에서도 원자력 기술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

2

사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탄소중립은 깊은 고민과 많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면이 있다.그렇기에 탈원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실패,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무리한 감사와 수사라는 역공을 받아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었다.사실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은 탈원전이란 말을 붙이기에

는 너무 미흡했다.마지막 원전의 폐쇄가 반세기가 훌쩍 지난 2080년경에나 이루어

지고,원전은 여전히 대통령까지 독려하는 수출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는 

탈원전과 어울리지 않는다. 2017년에 발표된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이라 할 3020계

획은 목표 달성만 가지고 평가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3020 계획은 2030

년까지 전력생산의 20%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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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이 계획에서 2022년의 목표는 부생가스등의 폐기물발전을 포함할 때는

10.5%,제외할 때는 7% 가량 된다.이 목표는 2020년의 폐기물 제외 재생가능 에너

지 비중이 5.6 % 정도이니 달성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산업부에서도 제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달성(함)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목표가 달성된다고 해서 탈원전,에너지전환이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

고보기 어렵다. 3020 계획이 에너지전환이라는 야심찬 정책에는 어울리지 않는 매

우 소박한 것이기 때문이다.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

너지 시스템을 100%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말

한다.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와원자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

만,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이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그러므

로 에너지전환의 성공을위해서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과감한 계획을세워야 한다.

동시에많은 시민들의 에너지전환을 향한 공감과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이

러한 공감과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세세한 정책들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전력생산량의 절반을 재생가능 에

너지로 충당하게 되었다.이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이끌어낼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독일의 에너지전환 초기의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 비중 변화를 보면 시

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알 수 있다. 2000년 재생가능 에너지법이 시행되

고 10만지붕 프로그램에 따라 태양광시설에 대한 100% 초저금리융자가 도입되자 

태양광발전은 급속히 증가한다.2000년에는 0.11GW였던 설치용량이 5년후인 2005

년에는 2.06 GW로 20배 가까이늘어나고,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보급 프로그램과 융

자가 끝난 후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또 한번의 5년이 지난 2010년에는18 

GW로 늘어나게 된다.5년 동안 다시 거의 10배 증가하는 것이다.그후 1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태양광 용량은 53.85 GW로3배늘어났고,전기생산량은 50.6 TWh에 달

한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태양광시설이 4.5 GW에서11.8 GW 로 

2.5배 정도 증가했다.태양광 발전량은 5.1 TWh에서 13.0 TWh로 늘어났다.상당히 크

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2.06 GW에서 18GW로 9배증가하는 데 5년이 걸린 독

일과 비교하면 증가속도가 3분의 1밖에 안된다.한국의 경우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의 비중이 40%로 독일 20%의 두배라는 점을고려하면 증가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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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의 1밖에 안된다고 볼 수도 있다.이는 태양광발전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발전량 

할당제와 REC 입찰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획기적인 개편을 하는 작업을 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어떻게 하면 에너지전환을 향한 과감한 정책을 통해 전국민 사이에 

에너지전환을 뿌리내리게 할지 고민하지 않고 기존 정책에 한국형 FIT 같은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하는 정도로 태양광발전의 확대를 꾀한 결과이다. 이는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에너지전환에 관심이 거의 없었던 박근혜 정부에서 태양광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2013년 태양광 발전용량은 1.56 GW에서 4.5 

GW로 3배 정도 증가했다.탈원전 에너지전환을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문재

인 정부 집권기간의 증가속도보다 더빨랐던 것이다.물론 절대적 수치는 그때에 비

해 2배 가량 늘어났다.또한 설치용량이 늘어날수록 증가속도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

려해야 하지만,그래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크게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

다.

3

한국의 에너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발전이 크게 확대되

어야 한다.육지에 풍력발전기 설치할 곳이 거의 없고 태양광도 국토면적이 작아 한

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해상풍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그러나 해상풍력의 경

우 어민들의 저항이 거세고 계획부터 완공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30년경까지는 태양광발전이 대대적으로 확대되어야 에너지전환이 크게 동력을 

얻을 것이다.문제는 태양광 발전을 어디에 할 것인가이다.건물,산지,농지,호수가 대상

이 되는데,이 중에서 가장 잠재량이 큰 곳이 농지이다.실제로 지난 4년간 태양광발

전 신규설치용량의 40%정도는 농지에 건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변재연, 2021>.

그런데 이것들은 대부분 농지를 파괴하고 건설된 것으로 그만큼 농토가 감소했고,

농업인이 참여한 곳이 거의 0에 (약0.1% 미만) 가깝기 때문에 많은 반발과 부작용

을 가져왔다.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농지를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농형 태양광

이 있지만,이것도 4년간 설치갯수는 약 35개, 설치용량은 3.8MW로 미미했다.

한국정부에서 2000년대 초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는 독일과 

같은 고정가격구매제도(발전차액지원)였다.이 제도는2011년에 폐기되고 대신 현재 

시행되는 RPS가 도입되었다.주된 이유는 태양광발전소가 너무빠르게 증가하고 이와 

함께차액지원금도 해마다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었다.차액지원

금은 2007년 266억원에서 2011년 3689억원으로 증가했는데,이것은 모두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지출되었다.그런데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은 2011년에 거의2조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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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해 발전차액지원금으로 지출된 돈은 그 20%에도 미치지 못했다(2019년 약 3조8

천억원).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던 것이다. 만일 이 제도가 존속했다면 2012

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된 독일의 지원금을 준용했을 때, 2019년 모든 태양광발전

에 대한 지원금액은 대략 4500 억원 정도로 계산된다.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전력기

금으로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재생가능전기 구매보조금은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된다.재생가능 발전

량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이다.재생가능에너지법 도입 후 재생가능 

발전량이 크게 늘어났고,보조금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보조금은 2000년에 이

미 1조원이 넘었고, 2011년에는 23조원에 달했다.2021년에는 40조원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은 대략 15조원 정도 될 것이다.이러한 고정가

격구매제도(FIT)에 힘입어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2020년에 45.4%

로 증가했다.이 수치는 2010년 독일환경부 시나리오의 예상(40%)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물론 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전기요금도 올랐는데, 2001년 15센트였던 것이 

2021년에는 30센트(약 400원)를 넘어섰고,이중에서보조금의 비중은 22.7%를 차지했

다.독일의 사례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의 핵심조건인 에너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을 세우고 상당한 액수를 지속적으로투자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시스템의 전력화를 요구한다.에너지전환이성공하려면 에너지

가 투입되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기존 에너지가 전기로 대체되어야 한다.교통,난방,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대부분 전기,재생가능 전기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다.교통 부문에서는현재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운송수단이 전기자동차, 그린수

소로 운행되는 수소차,전기로 만든 액체연료 (power to liquids)로 움직이는 비행기

와 선박으로,난방도 주로 고효율 히트펌프에 의존하는 것으로,산업 부문에서 필요한 

열에너지는 그린 수소나 전기로 공급되도록 바뀌어야 한다.물론 모든 부문에서 에

너지 효율이 크게 높아져서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한다.그렇다 해도 에너

지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기의 양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국제재생가능에너지기

구(IRENA)에서는 2050년까지 전세계 전기생산량이 2배 정도 증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에너지전환,탄소중립을 하려는 개별 국가의 예측도 다르지 않다.영국은 

2019년 약 260 GWh에서 2050년 약 620 GWh로 거의 2.5배,독일은 2020년573 

TWh에서 2050년 1400 TWh로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일차에너지 소비

는 영국의 경우 2019년 대비 10% 정도, 독일은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30%, 

2050년까지 50%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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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독일은 산업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소비 감소폭도 상당히 다르게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도 독일과 유사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수요가 기술발달과 산업생산에서의 효율향상을 통해 2019년 대

비 5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2050년 에너지수요는 2019년 

3436 TWh의 절반인 1718 TWh가 되고,이것이 모두 전기를 통해서 조달되어야 한

다. 2019년 전력생산량이 약 540 TWh였으므로 그것의3.2배인데,거의 모두 태양광

발전과 해상풍력에서 나오는 전기로 공급해야 한다.

남북관계 같은 대외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2050년의 전력수요 1718 TWh 중 40%를 

태양광발전, 60%를 해상풍력을 통해서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면적은 약 3,000 km2 (서울의 5배), 해상풍력의 경우 약 10,000 km 이다.매우 넓은 

면적이지만 확보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전국의 농지나 시설을 이용할 경우 태양광 

설치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수심 100미터 정도까지 부유식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해상풍력도 가능하다.전국의 농지는 15,500 이다.이 중에서 20%에 영농형 태양광발

전기를 설치하면 농사를 병행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4

이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 기반한 에너지전환을 이룩하려 할 때 어떻게 접근해

야 하는지 생각해보자.당연한 것이지만 먼저 위에서도 언급한과감하고 장기적인 계

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그런데 이때 모호함,과장,꼼수를 배제하고 정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들어 탈원전을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한다거나 소형원자로 연구에 

수천억을 지원하는 이중성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신규원전건설은 하지 않지만 원자

력이 에너지전환완성까지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인정할 것은 하자는 

것이다.그리고 수출이나 소형원자로 연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또는 원자력 

기득권 세력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행한다는 식의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과장과 관련해서는 달성도 못할 목표를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지금까지 한국정

부의 전력관련 예측이나 목표는 제대로 맞거나 충족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실제 

전력수요는 예측치를 대부분 상회했고,재생가능 에너지 목표는 거의 달성하지 못했

다.얼마전에 발표된 탄소중립시나리오나 2019년에 발표된 수소경제로드맵도 이에 

해당된다. 숫자는 야심적이지만 거의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꼼수 관련된 대표적 사

례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신재생 에너지 

정의이다.이 꼼수는 2019년에 재생에너지로부터 비재생폐기물을 제외하기로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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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일부 고쳐졌다.그러나 여전히 신에너지라는 이름은 살아있고,통계에도 종종 들어

간다.이에 대해 통계청은꽤 신랄하게 비판한다.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끌어내기 

위해서도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예를들어 제대로 된 모범사례를 발굴하거나 만

들고, 이것을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포상해야 한다.독일의 펠트하임,셰나우,덴마크의 

삼쇠섬 같은 곳은 그 나라의 에너지전환 바람이 확대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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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한국의 에너지전환의 정책과 현실 앞에서 나누는 질문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문 정부의 탈원전과 탄소중립 정책 모두가 깊은 고민이나 단단한 지반 없이 출발했

고,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는 기만과 과제 회피형 시나리오를 노정하게 되었으며 탈

원전 정책 역시 여권 내부에서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는 이필렬 선생님의 진단에 크

게 동의합니다. 

실제로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행정부 내에서도 에너지전환 담론은 실종 상태이며, 

내년 대선을 앞둔 후보의 캠프에서도 탈원전 이야기는 공연한 긁어 부스럼 만들기

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야당 진영에서는 가짜뉴스와 현 정부의 인기 하

락, 탄소중립 과제를 등에 업고 탈원전 때리기를 현 정부와 여권 후보 때리기의 수

단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 여론과 국제 사회의 흐름입니다.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 여

론이 특히 젊은 층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나며, COP26을 전후하여 유럽 택소노미 

설정에 핵산업계가 로비 역량을 쏟아붇고 있고 영국, 프랑스 등 핵발전 국가의 집

권세력도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SMR에 대한 개별 국가의 정책이나 중국이 

150기의 원전을 추진한다는 블룸버그의 보도는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에너지시장의 판도와 핵발전-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 및 경제성의 요소들은 국내외

를 막론하고 핵산업계와 친원전 세력의 의도대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기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해 필수적인 에너지전환이 지체되고 그나마의 

에너지 시민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일 터입니다. 

발표문에 대해 공감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을 몇 가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원전 활용론과 탄소중립의 실상

원전은 너무 위험하고 더러울 뿐 아니라, 너무 비싸고 느리기 때문에 유효한 탄소 

감축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반핵운동 네트워크 뿐 아니라 최근 WNISR(세

계 핵산업 현황보고서)의 주장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간헐성 변동성과 원전의 경

직성 사이의 기술적 충돌 같은 문제도 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에너

지전환 논의에는 이런 측면들이 대체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원전 진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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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신한울 3,4호기 재개 말고는 이렇다 할 복안이 없는 형편입니다. 탄소중립 정

책에서 이런 원전 활용론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 전면적으로 점검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2. 실제로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발표문은 2050년 대략 1718TWh의 전기 생산이 필요하며,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

광을 주요 잠재 자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산업부와 한전의 에

너지 공급 정책의 문제 중 하나는 블랙아웃을 예방하는 충분한 설비 용량 확보를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았던 것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 

설비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유연한 공급과 백업 전원 대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전력 수요 대응 수단도 더 많아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총 설비나 예비

율은 더 기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피크 시간대를 옮긴 태양광 발

전량, 반면에 급전지시나 양수발전을 수급 조절 수단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정부

의 모습은 대조가 됩니다. 

재생가능에너지와 다양한 기술적 특성을 가진 백업전원의 결합, 그리고 수요조절을 

위한 제도적 수단을 결합한다면 실제로 필요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종류별 총 설비 

공급과 운용 전략을 다른 틀거리에서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3.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제도의 재설계

폐지된 FIT, 재생가능에너지 확충에 제대로 된 도움을 못주고 있는 RPS 제도, 에너

지전환과 효율화에 긍정적 자극을 못 주는 전기요금 제도, 한전 독점의 공급망 등 

여러 문제가 얽혀서 답보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 운동에서도 이를 풀 일목요연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로 보입니다. 단기-중기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차기 정부에 바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 One Kepco와 시민발전 사이에서

지난 정부들과 현 정부까지 에너지전환이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방향타가 흔

들리면서 에너지전환 운동에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전 재통합으

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발전 협동조합으로 상이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러나 이것이 양자 택일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공 부문과 민간 및 시민 부문의 하이

브리드 접근과 대안이 가능한 것인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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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전환과 정부(정치)

이필렬 선생님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제대로 탈원전 에너지전

환이 되려면 에너지전환의 의지가 확실한 진보 정부가 20년 이상 집권하면서 흔들

림없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해오셨습니다. 그러나 특히 한국의 정치 상황과 

제도는 그런 프로세스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에너지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대

응을 소화할 수 있는 정치 제도와 정치 전환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채 집

권 세력이나 집권자 개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무망한 노릇이 아닌가 합니다. 2050년

까지를 내다 보며 지금이라도 개헌까지 포함하는 에너지 정치 전환 운동을 시작해

야 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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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한국의 에너지전환, 탈원전(이필렬,(방송통신대)에 대하여 

김해창(경성대)

1.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 동의

첫째, 탄소중립, 배출 순제로가 아닌 진짜제로(eal zero),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없

애야 한다. 그린워시(Green Wash)를 경계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전환은 탈원전과 탄소중립의 충분조건이다.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100%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은 깊은 고민과 많은 준비가 부

족한 상태에서 나온 면이 있다. 에너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

고 과감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모호함, 과장, 꼼수를 배제하고 정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에너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발전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

다.

다섯째,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모범사례를 발굴하거나 만들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포상해야 한다.

2.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첫째, 탈원전에너지전환 문제는 핵발전의 비중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에너지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에너지절약형 생

산소비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둘째, 대기업에 원가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왜곡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인

상을 통한 전기생산성을 높이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OECD 절반 수준인 국내 전기

요금을 에너지절약 인센티브와 연계해 수요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에 재생에

너지부과금을 신설하되 전기소비 취약층 보호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셋째, 지자체가 에너지분권에 앞장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 

및 투자에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나 기업 등이 연대 또는 협력해 지역의 에너지 자

립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혁신적이고 모델성이 높은 재생가능에너지 비즈니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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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공모해 자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지역자산화가 가능하도록 재

생가능에너지 생산에 지역주민이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도농복합지역에는 ‘에너지영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되살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풍력, 태양광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과 같은 ‘변동형 전원’도 기존의 전력계통과의 연계 접속이 중요한 열쇠이다. 

이들 변동형 전원’도 모두 전력계통에 넣어 ‘변동하는 기저전원’ ‘즉응하는 피크전

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송전계통에 재생에너지를 다른 전원보다 우선해 

접속하는 ‘우선접속’ 원칙 확립이 절실하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구축해 전

기사용량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운수 에너지 산업 차원의 에너지 절

감 노력과 함께 소비 부문에서의 현명한 선택이 바탕이 돼야 한다. 가정에서도 에

너지절약, 자원절약 등 생활행동 변화를 위해 효율 좋은 에너지 소비 기기를 선택 

보급하게 하고,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실천도를 자가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

3. 에너지전환은 마인드 전환에서부터-인식과 실천, 제도화 조화 이뤄야

 에너지전환에 앞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탈원전에너지전환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 생활양식, 제도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중

에서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것이 생활양식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위한 마인드로는 모든 것은 소멸한다는 엔트로피법칙을 이해

하는 게 중요하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의 상대이며, 우리 인간은 자

연의 일부임을 잊어선 안 된다. 종교적으로는 ‘물아일체(物我一體)’ 또는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국 환경경제학자 E.F. 슈마허(Schumacher)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마인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석유 등 자원고

갈에 대한 인식 및 절약정신, 원자력의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적정기술 또는 

대안기술 추구, GDP숫자에 치중하는 성장주의에서의 탈피, 농업중시, 그리고 단순

소박한 삶의 추구가 그 핵심이다.  오늘날 대량생산․유통․대량소비 등 우리들의 삶

과 우리사회의 현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위한 생활양식은 우리들의 의식주 생활에서 우리들의 행위를 

반성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우리들의 소비행위를 보면 ①자원 아끼기 ②오염 줄이기 ③친환경 습관 갖기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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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눠볼 수 있겠다. 자원 아끼기는 무엇보다 전기, 물, 종이 등의 자원을 절약하

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오염 줄이기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쓰레기

오염 등이 있는데 자동차 이용 억제, 온실가스 배출 억제, 합성세제 적게 쓰기, 농

약 및 화학비료 적게 쓰기, 일회용품 적게 쓰기의 실천이 중요하다. 친환경 습관 갖

기는 환경가계부 쓰기, 탄소발자국 계산하기 등 생활에서 환경실천 일기를 쓰거나 

환경 장보기, 자동차에 억매이지 않는 생활, 환경적인 여가 보내기, 환경단체 회원 

가입하기도 좋은 실천이다.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개선책으로는 ①인센티브와 ②패널티적 

요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먼

저 오염을 줄일 경우 지불하는 실적보조금이나 세제상 혜택 조치, 가정이나 상가에

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혜택을 주는 탄소포인트제 

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인구의 농촌이주를 유

도하는 ‘농어촌 이주자 대상 기본소득’ 실시도 고려할 만하다. 배출부과금이나 벌과

금 등 패널티적인 제도도 확실히 실행해야 한다. 쓰레기가 될 상품의 경우 폐기물 

수거 및 처리까지 사전에 고려한 확대생산자책임제도가 있듯이 원전의 경우 폐로비

용이나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도 실질적으로 발전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환경세를 

제대로 도입하고, 화석연료나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를 할 필요가 있

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비용을 적절히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해 시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통신비는 10년 사이에 몇 배나 올랐음에도 사회적 저항이 별로 없는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가 요금 현실화에 너무 경직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양식, 그리고 제도

가 서로 맞아야 한다. 전체적인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각성과 

교육제도의 혁신, 그리고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양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을 비롯한 환경교육의 강화, 정부의 대국민 캠페인의 

강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 시행, 국민과의 끝없는 소통 

등이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미래에 대해 예측을 많이 한다. 그러나 미래는 객관적

이라는 이름의 예측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탈원전에너지전환은 남의 나라이야

기나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의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

리 스스로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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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 시장 및 정책 

김대경(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요약

에너지 시장

2021년 글로벌 총 투자는 2020년보다 약 10% 증가한 1.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전통적인 연료 생산 중심에서 전력과 최종 소비자 부문 중심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즉 에너지 시장의 중심 축은 공급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2021년 전력부문 투자는 2020년 대비 5% 상승한 8,200억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예측되며,전력생산 부분에 투자된 5,300억 달러 중70%가 재생에너지투자임 

(원전 투자액은 440억 달러로 전력생산 부분 투자의 8.3%, 전체 전력부문 투자의 

5.4%수준)

2021년 청정기술 투자는 7,5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중심 기술은 

재생에너지 (3,670억 달러)및 에너지효율 (2,950억 달러)이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청

정기술 투자가 전체 에너지 시장 투자의 40.7%에 이를 것으로 예측 (원전 투자액은 

440억 달러로 전체 청정기술 투자의 5.8% 수준)

에너지 정책

미국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기후변화 및 환경정의 계획” 발표

2025년까지 발전부분 탄소 제로

2050년까지 Net Zero 달성

에너지 정책 목표:Net Zero by 2050

전력수요는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

2050년까지 발전설비 용량은 52~84% 증가,중심은 태양광,풍력 및 천연가스  

        (천연가스의 가격에 따라 천연가스의 비중에 큰 변동 예상)

2050년 발전원 구성

재생에너지: 42%

원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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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19년 12월 EU Green Deal 발표

2050년 Net Zero

자원사용과 경제성장의 디커플링

정의로운 성장

에너지 정책 목표:Net Zero by 2050

전력 수요는 2020년 대비 약 2배가 될 것으로 예측 (전체 에너지의 21% 수  

       준에서 36~39% 수준으로 증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40%

2021년 7월 “Fit for 55” 발표

2030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55% 이상으로 상향 (당초 30%)

관련 법률 수정 및 보완 착수 

중국

2021년 3월 “제14차 5개년 계획 (2021-2025)”발표

2030/2060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경제 지속

에너지 정책 목표: Net Zero by 2060

2050년 발전원 구성 (칭화대 ICCSD 시나리오)

재생에너지: 75%

원전:15%

일본

2021년 6월 “Green Growth Strategy” 발표

2050년 탄소중립 및 국민생활 편익 실혀

에너지 정책 목표: Net Zero by 2050

2050년 발전원 구성

재생에너지:50~60%

원전:20~22%

한국

2021년 1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에너지 정책 목표: Net Zero by 2050

2050년 발전원 구성

재생에너지: 60.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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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6.1~7.2%

종합

정책 전망

글로벌 에너지 정책은 Net Zero로 수렴

대부분의 지역에서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

기술 전망

전력 생산 부분의 경우 재생에너지 기술이 중심

화력,원자력 등의 유연성이 부족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20%를 넘  

        는 시점부터 경제성을 잃고,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어날수록 더욱 경제성이  

        악화될 것임

수소 등의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유연성 발전 자원의 증가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유연성 자원으로써 에너지저장 기술이 확대될 것으  

       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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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
- 전력을 중

김대
아시아개발은아시아개발은

시장과 정책
중심으로 -

대경
은행 컨설턴트은행 컨설턴트

목목

I. 에너지 시장

II 에너지 정책II. 에너지 정책

III. 종합III. 종합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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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너지
에너지 투자 2에너지 투자
부문별 에너지

청정에너지 투자
전력부문 투자

시장시장
2017-2021

공급 투자
자 2017-2021

2011-2021

에너지 투자에너지 투자

From: World Energy Inve

2017-2021

vestment 2021, 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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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에너지 공급

From: World Energy Inve

급 부문 투자급 부문 투자

vestment 2021, IEA, 2021

청정 에너지 투청정 에너지 투

From: World Energy Inve

투자 2017-2021투자

vestment 2021, 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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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문 투자전력부문 투자

From: World Energy Inve

자 2011-2021자

vestment 2021, IEA, 2021

에너지에너지
미국
EUEU

중국
일본일본
한국

정책정책
국

국
본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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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바이든 대미국 바이든 대

기후변화 및 환

2035년까지 발전부

2050년2050년

대통령 선거 운동대통령 선거 운동

환경 정의 계획

부분 100% 탄소 제로

년 Net zero년 Net-zero

미국 - 발전원미국 발전원

발전원 구

From: Annual Energy

원 구성 전망원 구성 전망

구성 전망
(단위: 1,000 TWh)

y Outlook, EI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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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그린딜린딜

EU 그린딜

값싸고, 안정적
통합, 연계, 디지털

에너지효율 및에너지효율 및

연계된 에너지연계된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절약 및
가스부문가스부문

소비자에게 권한 부여
EU 표준 및 기술을 글

EU의 행상풍력 잠재

From: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

EU의 행상풍력 잠재

딜 (에너지)딜 (에너지)

딜 - 에너지

인 에너지 공급
털화된 에너지시장
및 재생에너지및 재생에너지

지시스템 구축지시스템 구축
현대화

및 친환경 제품
문 탈탄소문 탈탄소
여 및 에너지 빈곤 해결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
재력을 최대로 개발

9-2024/european-green-deal/energy-and-green-deal_en

재력을 최대로 개발

EU - Fit

이전 Fit for 55 (

온실가스 저감
20% by 2020
30% by 203030% by 2030

재생에너지
20% by 2020

2030년 온실
목표를 55% 이

20% by 2020
32% by 2030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EU
수정 및 보

에너지효율 향상
20% by 2020

32.5% by 2030

From: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

t for 55

(July 2021) 이후

정하 사회적실가스 저감
이상으로 상향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U 법률
보완 착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글로벌 기후대응 선도글로벌 기후대응 선도

icies/green-deal/eu-plan-for-a-green-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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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기후 및중국 기후 및

From: An Energy Sector Roadmap to 

및 에너지 정책및 에너지 정책

Carbon Neutrality in China, IEA, 2021

중국 - 발전중국 발전

발전원 구성 시

From: Getting to Net Zero – China Report

전원 구성전원 구성

시나리오(2050)

rt, California-China Climate Institut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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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녹색일본 녹색

From: Green Growth 

색성장전략색성장전략

h Strategy, METI,2021

일본 - 발전원일본 발전원

발전원

From: Japan’s 2050 goal: A carbon-neutral socie

원 구성 전망원 구성 전망

원 구성

ety,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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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2050 탄소한국 탄

배출

구분

배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환 업 물 수송 폐기

2018 269.6 260.5 52.1 98.1 24.7 17

1 안 0 51.1 6.2 2.8 15.4 4.

2 안 20.7 51.1 6.2 9.2 15.4 4.

From: 2050 탄소중립

소중립 시나리오중립 시나리

흡수 및 제거

(단위: 백만톤 CO2eq)

흡수 및 제거

배출량

기물 수소 탈루 흡수원 CCUS DAC기물 수 탈루 흡수

7.1 - 17.1 -41.3 - - 686.3

.4 0 0.5 -25.3 -55.1 - 0

.4 9 1.3 -25.3 -84.6 -7.4 0

립 시나리오안, 2021

한국 - 발전원한국 발전원

발전원

From: 2050 탄소중립

원 구성 전망원 구성 전망

원 구성
(단위: TWh)

립 시나리오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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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종합
정책 전
기술 전

합합
전망
전망

정책정책

글로벌 동일 정책 목표: 탄소 중립

미래는 재생에너지 중심 - 특히 태양

전망전망

광이 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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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술

From: Toward a 100% Renewable

전망전망

e Energy Future, WARTSILA, 2020

감사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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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대경 박사의 발제문 [세계에너지시장과 정책동향]에 대하여 

이원영(수원대 교수, 본학회 부회장)

발제자의 발표에서 요점을 정리하면, 

1. 2021년 글로벌 총 투자는 2020년보다 약 10% 증가한 1.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전통적인 연료 생산 중심에서 전력과 최종 소비자 부문 중심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즉 에너지 시장의 중심 축은 공급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동

하고 있다.

2. 2021년 전력부문 투자는 2020년 대비 5% 상승한 8,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전력생산 부분에 투자된 5,300억 달러 중 70%가 재생에너지 투자다. (원

전 투자액은 440억 달러로 전력생산 부분 투자의 8.3%, 전체 전력부문 투자의 5.4% 

수준) 

3. 2021년 청정기술 투자는 7,5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중심 기술은 재

생에너지 (3,670억 달러) 및 에너지효율 (2,950억 달러)이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청

정기술 투자가 전체 에너지 시장 투자의 40.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원전 투

자액은 440억 달러로 전체 청정기술 투자의 5.8% 수준)

4. 미국은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기후변화 및 환경정의 계획” 발표하였

는데, 2025년까지 발전부분 탄소 제로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Net Zero 달성하겠

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 정책 목표: Net Zero by 2050다. 전력수요는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50년까지 발전설비 용량은 52~84% 증가하는데, 중심은 태양광, 풍력 및 천연가

스다. (천연가스의 가격에 따라 천연가스의 비중에 큰 변동 예상) 2050년 발전원 구

성은 재생에너지 42%, 원전11% 다.

5. 유럽은 2019년 12월에 EU Green Deal을 발표했다. 2050년에 Net Zero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자원사용과 경제성장의 디커플링을 통해 정의로운 성장이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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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발전원 구성전망
을 세웠다. 

전력 수요는 2020년 대비 약 2배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전체 에너지의 21% 수준

에서 36~39% 수준으로 증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40%다.

2021년 7월 “Fit for 55” 발표하였는데, 2030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55% 이상으

로 상향 (당초 30%)하였고 관련 법률 수정 및 보완에 착수했다.

6. 중국은 2021년 3월에 “제14차 5개년 계획 (2021-2025)”를 발표했다. 2030/2060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경제를 지속하면서 에너지 정책 목표 Net Zero는 

2060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다. 2050년 발전원 구성 (칭화대 ICCSD 시나리오)은 재

생에너지 75% 원전 15%다.

7. 일본은 2021년 6월에 “Green Growth Strategy”를 발표했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국민생활 편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Net Zero는 2050년까지. 2050년 발전원 구성

은 재생에너지 50~60% 원전 20~22%

8. 한국은 2021년 1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에너지 정책 목표는 Net 

Zero by 2050다. 2050년 발전원 구성은 재생에너지 60.9~70.8% 원전 6.1~7.2%다.

9. 종합: 

정책 전망은 글로벌 에너지 정책은 Net Zero로 수렴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전망은 전

력 생산 부분의 경우 재생에너지 기술이 중심이 된다. 화력, 원자력 등의 유연성이 

부족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20%를 넘는 시점부터 경제성을 잃고, 재생에너

지 비율이 늘어날수록 더욱 경제성이 악화될 것이다. 수소 등의 청정에너지를 이용

한 유연성 발전 자원의 증가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유연성 자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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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 기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발제자의 전망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컨설턴트로서 최신 자료를 근거로 전망

한 것이다.

참고로 Net Zero 는 대기로 유입되는 온실 가스와 배출되는 온실 가스 사이의 균

형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욕조에 있는 물의 양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

려면 입력과 출력이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것과 같다. Net Zero에 도달하는 것은 더

하는 것이 빼는 것보다 더하지 않을 때 도달한다. 이 상태가 탄소 중립이다. Net 

Zero는 전체 배출량을 살펴보고 항공이나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불가피한 

배출량을 제거할 수 있다. 온실 가스 제거는 나무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때 자연을 통해, 또는 신기술 또는 변화하는 산업 공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발제자의 마지막 종합부문 발언에서와 같이 “화력, 원자력 등의 유연성이 부족한 발

전원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20%를 넘는 시점부터 경제성을 잃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어날수록 더욱 경제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올해 8월 이필렬 전영환 두분 교수가 나눈 대담이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를 토론문에 소개한다.

이필렬 – “빨리 해야한다. 그런데 빨리 하려면 개혁적 정권이 지속돼야 한다. 문재

인 정부가 처음 탈원전 선언했을 때 개혁적인, 진보적인 정권이 20년은 집권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었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차기정부가 이어받아 끊임없이 

밀고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만 2050년 목표의 60~70%라도 다가갈 수 있다. 

탄소중립 선언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시나리오 1,2안은 탄소중립을 포기한 것이란 

비판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이라도 달성한다면 대성공이다. 1,2,3안이든 또는 

4안이든 시나리오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

렇게 하려면 진보정권아래 아주 정교한 연구와 시나리오, 로드맵이 계속 만들어지

고 시행돼야 한다. 영국과 독일을 비교해보면, 독일은 산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하고 

영국은 거의 서비스다. 그런데 영국은 에너지전환을 독일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으

나 지금 거의 같은 단계다. 독일이 46%, 영국은 40%이다. 영국은 해상풍력을 밀어

붙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높였다. 그건 산업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독일은 워

낙 제조업이 크고 전기소비량도 많다. 우리도 빨리 시작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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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독일의 속도로 늘려도 2050 탄소중립이나 에너지전환 달성이 굉장히 어렵

다. 이런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미

래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제 밸류체인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위치가 있다. 

결국은 에너지전환은 운동성을 가져야 한다. 다시 독일로 돌아가면 에너지전환 가

장 큰 동력은 시민운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을 반대하고 에너지전환 시민운

동에 참여해 정치권을 바꿨다. 그래서 사민당이 정권을 잡고 정책을 밀어붙였다. 시

민부터 시작했다. 물론 기업도 운동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동성이 별

로 없다. 창조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 그게 하나의 운동성을 갖고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무리 에너지전환이 급하고, 위에서 쏟아 붓는다 해도 밑에서 받쳐

주지 못하면 쉽지 않다.”

전영환 – “우리국민은 현명하다. 탄소국경세나 RE100을 달성하지 못해 기업들이 해

외로 나가면 고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는 순간 국민들의 의식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 일이 일

어나지 않도록 바꿔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위기가 와야 바뀌지 않을까 우려

된다. 여러 위기 정황이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는 분들이 많다. 당장 RE100을 선언

한 기업들은 2030년까지 약 6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현재 상태론 어렵

다. 망하지 않으려면 해외로 가야할거다.”

이필렬 – “RE100이 활성화되려면 전력시장개방은 필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

력산업 시스템에선 그게 어렵다. 시장이 폐쇄돼 있으나 한전을 통한 중개사업만 겨

우겨우 일어나고 있다.”

전영환 – “지금 당장해야 할 일은 첫째가 재생에너지 건설, 두 번째가 송전선로 건

설, 세 번째가 운영시스템 확보, 네 번째가 시장제도다. 이 네가지 없이는 가기 어렵

다. 차기 정부가 딱 하나만 해야 한다면, 시장제도를 건드려야 한다. 이건 정치권에

서 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게 어렵다고 피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 야당 쪽

에선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원전을 하겠다는 거다. 그

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오히려 악화될 거다. 여당은 기존 에너지전환정책을 계승

해 가겠지만, 가장 어려운 제도에 대해서 진짜 필요성 인식 못한다면 3020도 달성

하기 어렵다.”

이필렬 – “정부 정책차원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전력시장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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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개방하는 게 더 급하다. 획기적으로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면 그렇게 가야한다. 

물론 노조도 반발하고 어려울 거다. 강하게 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는 분들은 민영화

라고 얘기하지만, 전 민영화는 필요 없고 한전을 공기업 형태로 얼마든지 남겨두더

라도 시장만은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전영환 – “조금 부연하자면 시장 시그널을 만들어줘야 한다. 바로 가격신호다. 그 

신호가 있어야 수요도 반응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게 수요조정 역할이다. ESS는 설비라서 계속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지만, 시장시

그널은 수요가 반응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된다. 특

히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시대엔 시장의 가격신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전을 어

떻게 하자가 아니라 그대로 두고 판매시장을 개방하고 가격신호를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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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의 경제성 분석-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김해창(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Abstract

 대선공약으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 사회는 보수

언론과 야당의 ‘원전유지’ ‘탈원전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에너지전환에 제동이 걸려

왔다. 더욱이 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국정과제인 탈원전정책 추

진과정을 문제 삼아 청와대와 대립하다 중도에 공직을 사퇴하고 야권 정치 지도자

로 변신해 ‘탈원전 반대’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치 지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이들의 인식과 공적 발언은 검

증이 필요하다. 언론에 비친 이들 야권 정치인은 핵발전으로 인한 편익은 중시하되 

사고로 인한 천문학적 피해 비용은 무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흐름인 탈핵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원전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 더 나아가 탄소중립시대에 원전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다. 이들 정치인은 원전을 평가할 때 경제성, 안전성, 대체성, 주민수용성 등을 고

려한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함에도 애써 경제성 하나만 붙들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정치이데올로기화된 ‘탈원전 반대’는 냉전시대 반공이데올로기와도 닮았다. 이같은 

정치 지도자의 인식은 일반 국민의 인식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전업계‧친원전학계나 보수언론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우선하는 정치 지도자의 인식이 절실하다. 이에 원전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

용에 대한 논의와 나아가 탈핵에너지전환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경우 친원전학자들은 원자력발전이 경제성이 있다고들 한

다. 그러나 이것은 원자력발전 단가시산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결과이다. 이용률과 

내용연수의 조작, 국제원전발전단가 비교의 허점, 외부비용의 제외 및 축소 등 보이

지 않는 비용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는 탈원전의 비용

과 편익도 다뤄야 한다. 오시마 겐이치의 연구에 따르면 탈원전의 편익은 탈원전을 

추진하면 원전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이 절약되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처리비용 

및 사용후핵폐기물처리비용이나 사고위험이 줄어든다. 또한 원자력정책 추진을 위

한 재정지출도 절약할 수 있다. 탈핵은 종래 ‘원전마피아’를 공고히 해온 구조적인 

문제를 깨뜨리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향후 제대로 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으로 정책의 지속성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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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에너지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에너지절약형 생산소비구조

를 만들어가야하며, 대기업에 원가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왜곡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인상을 통한 전기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자체도 에너지분권에 앞장서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 및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구축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

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

히 재생가능에너지를 전력계통에 포함시키는 전력개혁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들어가며

  ‘탈원전에너지전환 vs 탈원전 반대’가 정치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대선공약으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수언론과 야당은 

‘원전유지’ ‘탈원전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 와중에 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과 감사원장이 국정과제인 탈원전정책 추진과정을 문제 삼아 청와대와 대립하다 중

도에 공직을 사퇴하고 야권 정치 지도자로 변신해 ‘탈원전 반대’ ‘정권교체’를 외치

고 있다.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렬 전 검찰총장은 2021년 8월 4일 <부산일보>와

의 인터뷰에서 “부울경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밀집지역이고, 원전확대에 대한 우려

가 있다”는 질문에 “후쿠시마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해일이 있어서 피해

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답해 원전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원전이 경제적이고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이며, 과학적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같은 날 출마 선언문에

서 “월성1호기 폐쇄를 비롯한 탈원전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고민도 없

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며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 감사’ 결과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

성, 수용성을 고려한 종합적 결정으로, 경제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결

과만으로는 월성1호기 폐쇄결정의 타당성을 올바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최 전 원장이 “월성1호기 폐쇄가 적합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밀어붙이기 

정책결정”이라며 반복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2021년 8월 18일 ‘월성1

호기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는 수사심의위 권고가 나왔다. 정치 지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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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있기에 이들의 인식과 공적 발언은 매우 중요하기에 검증이 필요하다.

 첫째, 이들 정치인은 ‘멀쩡한 원전을 조기폐쇄했다’는 말을 공연히 한다. 원전사고

의 괴멸적 피해와 이로 인해 입게 될 국민의 고통에 대한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2010년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가 IAEA(국제원자력기

구)가 인정하는 최악의 원전사고로 그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둘째, 이들 정치인은 세계적 흐름인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원전

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WINSR(세계원자력산업동향보

고서)2020‘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세계 원전 수는 2020년 7월 408기로 30년 전

인 88서울올림픽 직후보다 10기나 적다. 후쿠시마사고 이후 일본이 21기, 미국 10

기, 독일 11기, 영국 스웨덴 각 4기, 프랑스가 2기를 줄였고 중국 37기, 러시아 6기, 

인도 4기, 우리나라와 파키스탄이 각 3기를 늘린 게 팩트다. 2020년 현재 전 세계 

폐로원전 189기의 평균 폐로수명은 26.6년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세계는 2050~60

년이 되면 원전이 제로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고리5‧6호기의 경우 

2080년대 초까지 가동되게 돼 있다. 원전증설을 추진하는 중국조차 원전보다 10배 

이상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게 팩트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한 

원전의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SMR은 기존 원전보다 4~5분의 1 규모로 경제성이 낮

은데다, 안전성면에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으며, 사용후핵연료처리문제를 그대로 갖

고 있는 불안정하고 비효율적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이들 정치인은 탄소중립시대에 원전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2050년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80~100%로 잡고 있다. 2020년 현재 지난 10년간 균등화발전단가(LCOE)를 보면 태

양광발전은 MWh당 359달러에서 41달러, 풍력발전은 135달러에서 40달러로 낮아진 

반면, 원자력발전은 123달러에서 155달러로 늘어났다. 선도적인 글로벌기업은 제품

생산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RE100’에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이

나 LG같은 대기업도 발등의 불이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전환에 원전이 오히려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원전은 일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을 배출하며, 가동 때 이산화탄소

가 나오지 않지만 우라늄 채굴과 정제, 운반, 발전소 운영, 폐기물 관리 및 처분 전 

과정에 걸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막대한 양의 온배수를 바다로 방류해 해양생

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유연성 전원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

력시스템 내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발전의 존재는 전력의 품질 저하, 계통상 위

험 가중 가능성이 커진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만으로 에너

지전환을 충실히 이뤄내고 있고, 실제로 EU는 지난해 그린뉴딜에서 석탄발전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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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넷째, 이들 정치인은 원전을 평가할 때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대체성, 주민수

용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경제성 하나만 붙

들고 있다. 이러한 정치 지도자의 안이한 인식은 원전을 이고 사는 원전 입지 주민

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원전정책에 대해 불안하기 그지없다. 원전 전력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사용하면서 원전입지 지역에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에너지부정의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정치이데올로기화된 ‘탈원전 반대’는 냉전시대 반공이데올로기와 닮

아있다. 21세기 탄소중립시대, 환경의 세기에 이 같은 반생명적 반지구적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원전업계‧학계나 보수언론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

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치 지도자의 인식이 절실하다. 한편 원전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와 나아가 탈원전에너지전환의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2,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단가시산의 문제점

(1) 이용률과 내용연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최근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의 발전비용은 원자력발전대비 1992년에는 133%였지만, 

2005년에는 102%로 차이가 크게 줄었다. 2000년 중반에는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

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원자력발전대비 발전비용이 217%

로 높아졌다. 가스화력도 1998년에는 원자력발전비용과 차이가 138%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291%로 크게 높아졌다. 즉 화력발전대비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은 최근 

들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화력발전은 연료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료비의 등락

에 따라 직접비용에 따른 발전비용이 변동한다. 따라서 연료비의 변동이 적은 원자

력발전의 경제성이 최근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발전원별 발전비용을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은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허가형은 지적한다. 연도별 균등화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8년도에는 발전소의 이용률을 당시 기저발전소의 

평균 이용률을 적용하여 75%로 산정한 반면 2005년과 2010년에는 이용률을 높여 

85%로 적용한 것이다.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설비투자비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설비투자비가 높은 발전원의 발전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

다. T.프라이스(1987)은 1987년 미국에서 가장 높았던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이 

-38-



90%였지만 전체 평균 이용률은 겨우 60%였으며 같은 해 핀란드의 경우는 91%, 스

위스는 84%, 그리고 일본은 79%였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가스화력과 같이 연료

비의 비중이 큰 발전소는 이용률과 발전비용의 관계가 연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잦은 고장으로 인해 2012년과 2013년에는 

365일 가운데 절반을 가동하지 못하고 중지돼 있었다. 이러한 것이 원자력발전 발

전단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표 1>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원별 계획발전원가를 한번 검토해보기로 한다.

<표 1> 발전원별 계획 발전원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허가형,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

점과 과제’, 2014.3, p.28에서 재인용.

 2013년 2월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사용된 발전원별 발전비용에서는 가

장 최근에 건설된 신형 발전소를 기준으로 균등화 발전비용평가법(LCOE)을 적용하

여 2012년 불변가를 기준으로 6%의 할인율과 90%의 이용률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발전비용은 ‘원자력발전< 석탄화력< 가스화력’의 순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놀

라운 사실은 원전의 이용률을 90%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1400MW급 원전의 발전

비용은 kWh당 41.9원, 1400MW급 석탄발전이 61.9원, 800MW급 가스화력이 117.8

원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에는 발전소의 이용률을 당시 기저발전소의 평균 이용률

을 적용하여 75%로 산정했다가 2005년과 2010년에는 이용률을 높여 85%로 적용

하고, 2012년에는 이용률을 90%로 잡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실

적치’를 통한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내용연한은 현재 대부분 원전의 설계수명연한인 40년을 잡고 있다. 이는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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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원자력발전 사회적 비용 산정에서도 신고리 3·4호기와 같은 1400㎿ 규모 원전

을 지어 40년간 연평균 80%의 가동률로 운영한 뒤 폐로한다는 가정 아래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화해 가동 기간 중 생산할 전력량에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

로 계산됐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2) 국제원전발전단가 비교의 허점

 허가형(2013)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국제비교를 위해  발전원별 경제성을 비교

하기 위해 회원국으로부터 발전원별 건설비와 운영비, 연료비 자료를 제출받아 5년

마다 국가별 발전비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IEA는 발전단위당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균등화비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IEA는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주기평

준화비용법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

전의 발전비용을 직접비용만 비교할 경우 원자력발전이 화력발전에 비해 경제적이

었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IEA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1차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값이라는 점

에서 당시 정부에서 수용하는 발전단가의 수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절대적인 발전

비용의 수치보다는 발전원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IEA(2010)의 자료도 2010년에 발간됐기에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허가형(2013)도 

후쿠시마사고 이후 운영중인 원전은 안전성 강화비용을 추가하였고, 신규 원전은 

안전성이 강화된 신형 원전으로 변경하고 있어 원자력발전비용은 2010년 보고서의 

발전비용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외부비용의 제외 및 축소

 원전의 발전비용은 크게 직접비용과 외부비용으로 나누고 있다. 직접비용에는 건

설비, 운전유지, 연료비가 포함된다. 외부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사고위험비용, 안

전규제비용, 입지갈등비용, 정책비용, 미래세대비용이 포함된다.

 조영탁(2013)은 「발전설비별 원가 재산정 시나리오」<표 2>에서 2013년 2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현재 발전원별 판매단가는 원전이 ㎾h당 47.9원으로 석탄

(62.4원)과 LNG(119.6원)에 견줘 크게 낮지만 여기에 사회·환경적 비용을 추가로 포

함시키면 상황은 역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한다. 원전의 단가가 95~143원으

로 가장 비싸지고 석탄이 88~102원, LNG의 경우엔 92~121원으로 바뀌는 가격 역

전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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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영탁의 발전설비별 원가 재산정 시나리오

*출처: 한겨레신문, 2013.11.11.

 허가형(2014)의 「원자력발전의 비용 구성」<표 3>에서 직접비용인 발전원가는 

43.02~48.8원/kWh인데 사회적 비용중의 하나인 사고위험비용인 총사고비가 58

조~343조원(0.08~59.8원/kWh)으로 발전원가의 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허가형

은 이런 발전원가에는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나 사용후핵연료 처분, 고압 송전

선로의 입지, 안전규제 수준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

문에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만일 원전 경제성에 대한 재검토가 본격적으

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큰 쟁점이 될 항목은 사고위험 비용이라는 것이다. '2차 에

너지기본계획(~2035년)' 보고서에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원전 경제성 검토결과’가 

포함됐지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년 2월 확정)상의 원전 발전비용이 ㎾h당 

46.86원(140만㎾급·가동률 80% 기준)인데 사고위험 대응비용과 사후처리 비용, 정책

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49.73~53.68원에 불과해 원전의 경제성이 유지된다는 내용

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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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허가형의 원자력발전의 비용 구성

 그런데 당시 워킹그룹이 채택한 사고위험 비용은 ㎾h당 0.08~16.55원에 불과했다

는 사실이다. 이는 전세계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확률(0.00035%)에 기반한 추정치

다. 환경단체측 위원들이 참고자료로 제시한 사고위험 비용은 ㎾h당 23.7~59.8원으

로 훨씬 높다. 원전 주변 지역 인구밀도 등을 고려해 실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을 바탕으로 산출한 액수다. 환경단체측은 이런 비용을 ㎾h당 최

대 94.9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 원전 반경 30㎞ 이내에 사는 

주민이 16만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리원전 32㎞ 반경에 340만명, 월성 원전 주

변에는 133만명이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 훨씬 더 

높게 사고위험 비용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소속 연구원인 이창훈 외(2013)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산정

한 원자력발전 단가의 평균치(154.3원/㎾h)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

원이 2012년 산정한 석탄 발전 단가(62.3원/㎾h)나 LNG발전 단가(119.6원/㎾h)를 크

게 웃돈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원전 해체비 등 사후처리비용 증가를 고려해 

재산정한 원자력발전 단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계산한 사적 비용과 같은 ㎾h당 

48.8원이었으며, 한국전력이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

오며 지급한 금액은 ㎾h당 39.2원이었다. 사적 비용에 사회적 비용을 합산한 원자력

발전 단가는 ㎾h당 54.2~254.3원에 이른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원자력발전 사회적 비용 산정은 신고리 3·4호기와 같은 

1400㎿ 규모 원전을 지어 40년간 연평균 80%의 가동률로 운영한 뒤 폐로한다는 

가정 아래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화해 가동기간 중 생산할 전력량에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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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이창훈 외의 원자력발전비용 산출 때 고려되지 않

은 사회적 비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이창훈 외의 원자력발전 비용 산출 때 고려되지 않은 사회적 비용

 기존에 원전 전기의 생산단가를 계산할 때는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비용 가운데 

‘명시적 보조금’에는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비와 

홍보비 등이 포함됐다. ㎾h당 0.2~16.1원으로 계산된 ‘암묵적 보조금’은 원자력손해

배상법이 원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과 의무보험 가입액을 제한해줌으로써 제

공하는 간접적 혜택이다.1)  ‘위험회피 비용’은 △국민들이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원

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프랑스의 중대사고 시나리오

(ST21)를 이용한 방식 등 두가지로 추정했다. 이창훈 외는 암묵적 보조금과 위험회

피 비용은 겹치기 때문에 명시적 보조금에 나머지 세 가지 비용(암묵적 보조금,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된 위험회피 비용) 가운데 한 가지를 합산한 것이 실제 사회적 

비용으로 보았다. 액수가 가장 큰 시나리오 적용 방식의 위험회피 비용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 중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은 7등급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확률과 

피해액을 바탕으로 계산했다. 이 비용의 최저·최대값 격차가 5배나 되는 것은 사고 

확률과 피해액 가정의 차이 때문이다. 사고 발생 확률은 최소 100만분의 1에서 최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 발생시 원자력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상 3억 SDR(약 4700억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으로 한국원자력
보험풀에 연간 약 139억원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으로 원안위에 연간 약 47억원의 보험료를 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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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7000분의 1, 피해액은 최저 100조원에서 최대 500조원이 적용됐다. 7000분의 1 

확률은 세계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 기준이고 100만분의 1 확률은 설계 기준이다. 

피해액 100조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액 추정치, 500조원은 프랑스의 시나

리오 추정치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엔도 슈지(2009)는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에 대해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여준다. 우

선 우라늄 채굴 가공비용을 보면 우라늄가격은 2000년 10달러/U308였던 것이 

2006년에는 46달러로 무려 약 5배나 올랐다. 원전건설비용을 보면 일본 원전 54기

의 건설 총액은 13조엔이라고 한다. 원전운전비용은 발전단가가 일본 정부 발표로 

kWh당 5.9엔으로 가장 싸다고 하지만 근거는 모호하며 학계에선 실제는 10엔 이상

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대책, 수명연장, 내진보강 등 안전보

완비용은 하마오카원전 1기 보강에만 600억엔으로 일본 전체 원전을 보강할 경우 

약 3조엔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또한 가장 골칫거리인 원전쓰레기처리비용이 

일본정부 추정 총사업비가 약 19조엔(민간 추정 30조엔)에 이른다. 4개 재처리공장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관리센터 건설비만 2조7천억엔으로 개당 약 7천억엔이 

소요되며 원전을 모두 해체해 폐로하는 비용만 일본전기사업연합회 추정으로 약 3

조엔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원전입지 지자체 지원비 또한 뺄 수 없다. 주부전력 

하마오카원전이 소재한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인구 약 4만명)는 22년간

(1983-2005) 약 209억엔, 매년 10억엔의 교부금이 시재정에 투입됐다. 이 도시의 경

우 시재정수입의 약 15%에 이르며 여기에 원전의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연 33

억엔을 보태면 시 전체 재정의 약 4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원전의 법정내용년수가 16년이어서 15년을 경과하면 2할 정도 수준으로 감소하기

에 재정위기에 봉착해 다시 원전시설을 계속 받아들이는 구조가 돼 원전지원금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또한 원자력입국 정책으로 

원자력 관련 연구 교육 홍보비에만 세금에서 5년간(2002-2007) 약 2조엔을 투입했

을 정도로 원전은 ‘돈먹는 하마’인 국책사업이기도 하다.

 30, 40년간 운전해 노후화된 원전의 해체문제 자체도 엄청난 부담이다. 방사성물질 

때문에 실제 해체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한수원 기획기술처의 ‘국내외 원

자로 해체현황’ 자료(2011.9)에 따르면 원전 해체방식에 있어 해체기간이 즉시해체

의 경우 약 15년, 지연해체의 경우 60년의 장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한수원, 원자

력환경기술원의 ‘고리1호기 해체비용 관련 자료’(2005.12)에 따르면 가압수형의 경우 

1995년 해체비용 산정 기준연도로 순 해체비용 약 2억2천4백만 달러, 부지복구비용 

약 6천4백만 달러 등 총 1억8800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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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종합에너지조사회가 1985년에 110만kW급 원전 해체비용 추정액이 약 300억

엔이다. 일본 정부 및 전력회사의 폐로비용 적립제도 규정에 따르면 1999년 추정의 

경우 비등수형 578억엔, 가압수형 592억엔으로 일본의 10개 전력회사의 폐로 준비

적립금은 2001년말 현재 9477억엔에 이른다고 한다. 실제로 2002년 3월 폐로가 결

정된 신형전환로 ‘후겐’을 해체모델로 검정한 결과 예산액은 해체비 300억엔, 폐기

물처리비 400억엔으로 16.5만kW의 소규모 실험로 해체에 700억엔이 소요되는 것으

로 나왔다. 이밖에 언론의 지적은 운전중에 나온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약 

140억엔, 시설철거까지의 유지비(운전정지후 25년간 관리)를 포함하면 16.7만kW 소

규모 실험로 해체에만 1200~1300억엔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탈원전의 비용과 편익

 오시마 겐이(2011)는 『원전의 비용』이란 책에서 ‘탈원전의 비용’도 다루고 있다. 오

시마는 탈원전에너지전환에 대한 산업계나 전력업계의 우려는 ①탈원전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②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의문으로 나뉘어진다

고 한다. 

 먼저 탈원전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원전을 정지하면 그만큼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 시간이 늘어나고 화석연료

의 소비가 늘어나고, 연료비가 늘어남으로써 발전비용이 상승해 결국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추진파가 늘상 하는 이야기이다. 일본의 

경우 에너지환경회의의 시산(2011년 7월)에 따르면 일본의 원전이 정기검사로 순차

적으로 정지해 재가동되지 않는 경우 2012년에는 원자력발전이 제로가 된다. 그 부

족분을 석탄이나 LNG, 석유 등 화력발전에 의존하면 화력발전의 연료비가 늘어나 

전국에서 3조1600억엔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검토할 점이 있는데 우선 연료의 증가분이 어느 정도일지는 전

력수요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에너지절약투자, 에너지절약기기의 도입 등에 의해 전

력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늘어나는 분은 적어질 것이고 추가적 비용도 

감소한다. 따라서 절약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없앨 경우 

비용만을 강조하고 편익을 보지 않는 것은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탈원전의 비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에 따라 편익이 바뀐다는 

데 있다. 2011년 7, 8월의 실적처럼 절약으로 전력수요를 15% 줄일 수 있었는데 

15년이라는 기간을 걸쳐 전력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한다고 가정을 한다. 

우선 비용이다. 절약이나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이 충분해지기까지 단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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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 의한 연료급증이 있다. 다만 이 비용도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화

력에 필요한 연료비는 감소한다. 가정대로의 절전이 가능하다면 탈원전분 30%의 절

반에 상당하기에 연료의 증가분은 절반으로 줄고 일본에너지환경회의의 수치를 그

대로 사용해 첫년도의 추가비용은 1조5800억엔이 된다. 재생가능에너지가 도입되면 

서서히 화석연료의 증가가 줄어들고 12년째 이후에는 감소로 돌아선다. 15년간 드

는 비용은 7조9000억엔이 돼 평균하면 연간 약 5300억엔이 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도 탈원전비용의 일부이다. 재생에너지는 탈원전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재생

에너지 도입에 드는 추가적 비용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2009년에 일본 환경성이 시

산한 바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10년도의 발전량(발전사업용)의 약 20%에 상당하

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보충한다고 하면 22조엔이 든다. 20년간 20%는 너무 낮기

에 15년간 계산하면 연간 1조4700억엔이다. 이 두가지를 합치면 일본의 경우 탈원

전에 필요한 비용은 앞으로 15년간에 걸쳐 연평균 약 2조엔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탈원전의 편익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첫째로 탈원전을 추진하면 원전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이 절약된다. 전력 각사가 

공표하는 유가증권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전력 9개사에서 2006~10년도에 연간 1

조6800억엔이 영업비용으로 계상돼 있다. 이 가운데 원전을 없애면 어느 정도가 절

약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원전운전에 따른 연료비, 수선비, 위탁비 등이 필요하지 않

게 된다. 합계액은 실적으로 연평균 약 8400억엔이다.

 둘째로 일본의 경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처리비용이 절약된다. 일본 원자력위원

회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제출액으로 재처리비용총액은 12조2100억엔이다. 이 

가운데 건설비 2조2000억엔은 이미 지출됐다. 또 시설 폐지조치에 1조5400억엔, 반

환방사성폐기물처분에 필요한 비용 5200억엔은 탈원전해도 필요하다. 이들을 제외

하면 7조9500억엔이 추가적인 비용으로 앞으로 든다. 여기에다 사용후핵연료를 전

량 재처리하려고 하면 롯카쇼무라재처리공장만을 상정한 이 금액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 제2재처리공장에서의 재처리비용이 여기의 실적제출금액과 같은 금액이며, 

반환방사성폐기물처분비용 5200억엔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을 빼면 연간 

약 1조3100억엔이다.

 셋째, 재처리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재처리에서 나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나 

TRU(초우라늄)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것도 절반 가량의 재

처리분에서 나오는 이들 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만으로 연간 700억엔 가깝다. 전량 

재처리하면 이 2배가 든다. 게다가 이 비용에 포함된 비용은 건설비용과 중대사고

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관리비용만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적어도 10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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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다. 연평균 

필요액을 견적내기도 어렵지만 적어도 연평균 1400억엔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넷째로 원자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출도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가에서 나오는 기술개발경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는 전원3법 교

부금 등의 입지대책비이다. 이들 합계액은 연간 약 3500억엔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15년간 사고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탈원전에 의한 편익

은 연평균 약 2조6400억엔이 된다. 따라서 탈원전의 편익은 비용을 상회한다. 더욱

이 사고비용을 고려하면 탈원전에 의해 회피되는 비용, 즉 편익은 매우 크다. 지역

의 파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의 파괴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나 피난에 

따른 비용, 경제적 피해, 사고수습, 제염, 원상회복, 폐로에 드는 비용이 절약된다. 

또 사고후 복구대책비가 국가예산에 계상돼 있지만 이것도 회피할 수 있다. 원전사

고는 최악의 경우 100조엔을 넘는 규모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조차 있다. 현시점

에서 이를 연평균 비용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유지하려면 이

들 회비될 수 있는 비용은 원자력발전을 유지하는 한 영구히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재생가능에너지사업이 자립하면 보급정책에 필요한 비용은 제로가 된다.

 보다 상세한 검토를 위해선 각각의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나 확실성이 다르기 때

문에 1년마다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렇지만 백엔드비용과 사고비

용 등을 포함하면 탈원전에 드는 비용보다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 재처리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을 위해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

관리센터에 3조2617억엔이 외부적립돼 있기에 재처리정책을 중단하고 적절하게 자

금을 활용해가면 전력회사의 경영의 격변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전기를 

얻기 위해서만 원전을 계속해 거대한 비용이나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일본의 사례이지만 사용후핵연료재처리문제를 빼고는 우리나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지금 원전추진파들이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이 

잃을 것만 주로 생각하지 우리사회와 미래세대가 얻을 탈원전의 이익에 대해선 눈

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탈핵에너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6%, 전체 발전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핵발전의 비중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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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포스트 후쿠시마와 에너지전환시대의 논

리 탈핵』(2011)이란 책 가운데 ‘한국 사회의 탈핵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는 글에서 

“핵발전 안 하고도 사는 법이 있다”고 말한다.

 핵발전 없는 녹색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틀

이 필요한데 탈핵한국사회를 상상하는 데 가장 큰 반론은 수출과 소비증가로 에너

지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핵발전 증설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주장과 함

께,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당장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신

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전력분은 에너지수요관리와 효율화

로 해결하고, 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발생할 전력분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

대로 충당하는 시나리오로, 이 과정은 한국 온실가스 배출의 유의미한 감축을 수반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첫째, 정부의 에너지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에너지절약형 생산․소비구조를 만들

어가야 한다. 지속가능한에너지환경미래공동연구소(JISEEF)의 2004년 연구에서 한국

이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효율성 증진방안을 통해 핵발전소를 증설하지 않고도 국가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대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몇 가지 시나리오를 비

교하면서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의 결론은 한국의 경우 신규 핵발전소 증설 없이도 

장래 예측된 에너지수요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도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발전 확대가 과도기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김현우 외, 2011).

 박년배 세종대 연구교수는 장기에너지대안예측(LEAP)모형을 사용해 전력부문 재생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했다. 박 교수는 2050년까지 원자력과 석탄, 

LNG 등의 전력설비 비중을 각각 3.4%, 0%, 3.5%로 대폭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설비 비중을 93%로 높인 ‘지속가능사회 시나리오’대로 전력수급계획을 짤 경우 

누적비용이 667조원 정도 드는데 비해 2050년까지 ‘원자력 38.7%, 석탄 19.1%, 

LNG 11.3%, 재생에너지 30.8%’의 전력설비 비율로 ‘정부정책 시나리오’를 짜면 지

속가능사회 시나리오의 90% 수준인 605조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준 

시나리오의 누적비용은 554조원이다. 요컨대 지속가능사회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비용은 기준 시나리오나 정부정책 시나리오 대비 약 1.2배 정도이므로, 한국의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뿐 아니라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기업에 원가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왜곡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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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한 전기생산성을 높이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를 많

이 사용하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의 2012년 550만 MWh의 전력을 사용했는

데 전기요금이 4533억원으로 1kW에 82원꼴이 된다. 이는 산업용 평균단가 92원보

다 10%이상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만약 산업평균단가로 전기를 사용했다

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592억원의 전기요금을 더 냈어야 한다. 

 OECD 절반 수준인 국내 전기요금을 에너지절약 인센티브와 연계해 수요관리할 필

요가 있다. 가정용 누진제의 경우도 2017년에 개선된 형태가 3단계 전기요금으로 

200kW 이하( 93.3원), 201~400kw(187.9원), 401kw이상(280.6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는 400kw 이상을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드는 형평성 문제

가 있다. 가정용 누진제의 경우도 1인, 2인, 4인 가족별 에너지소비모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부과금을 신설하고, 서

민이나 수송용 유류 조세 경감 등 전기소비 취약층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대안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되살리는 등 제도

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2002년에 도입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보다 

후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소규모 햋빛발전소와 관련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햇빛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한전이 항상 기준가격으로 구매해주는데 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서는 한전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제한된 양만 

구입하면 되기에 설치비 단가가 높은 소규모 햇빛발전소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상대

적으로 떨어지기에 햇빛발전의 확대가 어려워진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한 시점에서 그 시설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주로 전력)의 구입가격을 가령 20년과 같이 일정기간을 보증하는 방식이기

에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세우기 쉽고 투자위험이 낮기 때문에 재생 에

너지의 보급 조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초기

투자가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이 제도는 현재 세

계 5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으로 가장 일반적

인 방법이다. 

 유럽위원회는 2008년 1월 자연에너지 보급촉진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FIT의 제도

적 효율성이 다른 제도에 대해 분명히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체나 FIT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2008년 6월에 발

행한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대량보급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그 보급촉진책도 

FIT가 그린전력증서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보다 우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최근에는 독일 등이 FIT제도를 재검토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움직임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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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화력 등 기존 발전비용의 증가, 세금 증가에다 FIT 부과금

도 추가돼, 전력요금이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2배 이상 인상됐다. 2013년 시점

에서 FIT 부과금이 가정용 전력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라고 한다. 2012

년 말에는 독일 국민의 절반이 부과금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나 에너지전환 자체는 

국민의 70%가 이익이 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었다. 2016년 6월 독일 정부는 2017

년부터 FIT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을 결정했다. 그것은 발전설비가 급속히 

늘어난 결과 전력의 매입비용이 전기요금에 가산돼 요금이 급등한 것으로, 날씨에 

따라 대량의 전력이 남게 된 것이 주된 폐지의 요인이 됐다. 대안으로 2017년 이후

에는 고정가격보다는 더 시장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된다. 

 넷째, 지자체가 에너지분권에 앞장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 

및 투자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에너지 공급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게 권한이 주

어지고 지방정부는 지역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독일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로 100% 자급을 지향하는 지역이 현재 500곳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도 나가노현은 2012년부터 자연에너지보급을 위해 ‘자연에너지 100% 자급형 

커뮤니티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나 기업 등이 연대 또는 협력

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혁신적이고 모델성이 높은 자연에

너지 비즈니스모델을 공모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행정이 솔선수범하

는 것도 중요하다.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을 공용차로 도입하거나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이나 천연가스 열병합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

 재생에너지보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분산형발전, 즉 ‘동네에너지’의 특

성과 강점을 살려야 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국제재생에너지전문가인 존 번 

델라웨어대학 석좌교수는 “서울의 건축물 지붕만 잘 활용해도 태양광으로 서울 전

체 에너지의 3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에너지의 지역자산화가 가능하도록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지역주민이 참여

하는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도농복합지역에는 농사

를 지으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영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

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원절약과 더불어 건강한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축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농업에 대한 자

립성 제고나 ‘지산지소(地産地消)’ ‘로컬푸드’의 확립이 없이는 에너지절감도 불가능

할뿐더러 에너지절감만으로 미래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섯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전력

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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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면서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전력망 

또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발전소와 송전, 배전시설과 전력 소비자를 정보통신

망으로 연결하고 양방향으로 공유하는 정보를 통해 전력시스템 전체가 한 몸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실제 사용량보다 

10% 정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IT기술을 전력망에 적용해 전기사용

량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집이나 사무실, 공장 어

디서든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고, 전기요금이 비싼 낮 시간대

를 피해 밤에 가전제품을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전력공급

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여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기업이 환경경영에 대한 새로운 체

제를 도입해 사회와의 부단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분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기업 가치와는 달리 사회공헌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사회시스템 만들기에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운수 에너지 산업 차원의 에너

지 절감 노력과 함께 소비 부문에서의 현명한 선택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따라

서 가정에서도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등 생활행동 변화를 위해 효율 좋은 에너지 

소비 기기를 선택 보급하게 하고,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실천도를 자가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연

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바로 정부와 기업이 시민들의 창의성과 열정

을 높이 사서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되도록 해야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재생가능에너지를 전력계통에 포함시키는 전력개혁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을 추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풍력, 태양광발전 등 재

생가능에너지발전과 같은 ‘변동형 전원’도 기존의 전력계통과의 연계 접속이 중요한 

열쇠이다. 이들 변동형 전원’도 모두 전력계통에 넣어 ‘변동하는 기저전원’ ‘즉응하는 

피크전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송전계통에 재생에너지를 다른 전원보다 

우선해 접속하는 ‘우선접속’ 원칙 확립이 절실하다. 현재 발전과 송배전을 모두 장

악하고 있는 한국전력에서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전력거래소와 같이 도매전력시장만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피크타임 때 ‘전력과부족’을 실시간에 거래하는 ‘전력수급불균형해소시장’ 또는 ‘실시

간전력거래시장’을 통해 개별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 구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크타임때 전력가격이 오르기에 수요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이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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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대규모 수요처를 가진 곳이 자가발전,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동북아 에너지 협력 추진’ 정책을 좀 더 큰 그림에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개성공단으로의 전력망 연결, 남․북․러 전력

망연계, 가스파이프라인 논의 등의 경험을 살려, 장기적으로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

의 수력, 가스, 중국의 태양광, 풍력, 몽골의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발전원과 연계

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원전사고와 관련해 한중일 

사고정보 교류 및 협력대응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한중일 핵발전소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사회도 한중일 시민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최근 탈원전정책을 펴고 있는 타이완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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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에너지 전환의 경제성 분석

토론 이규봉(배재대학교 AI·전기공학과)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한 야권 후보 정치인의 탈핵에 관한 망발은 원전으로 
인한 편익은 중시하고 사고로 인한 천문학적 피해 비용은 무시하고 있다며 논문에서 시기적절
한 일침을 날렸다.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인 탈핵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원전산업이 사양산업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탄소중
립시대에 원전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원전을 평가할 때 경제성과 안
전성, 대체성,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함에도 오직 경제성 하나만 붙들
고 있는 배타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원전 전력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사용하면서 원전 입지 
지역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비윤리적인 현실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이 마
치 임기응변식의 선거에 대한 전략으로만 보였다. 
   원자력발전 단가를 산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수원은 원전의 설계수명 연한을 40년으
로 하고 이용률을 80%까지 올리고, 보이지 않는 외부비용을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
으로 계산하여 원전의 단가가 가장 싸게 보일 뿐 사실은 가장 비싼 발전원이라 지적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 비용이 추가되어 신규 원전의 발전비용은 더 높아질 것이며, 
사회·환경적 비용을 추가로 포함하면 원전의 단가가 가장 비싸져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고 했다. 또한 노후화된 원전의 해체 그 자체도 즉시 해체에 약 15년, 지연 해체에 60년이 걸
리는 등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우리나라는 고리원전 32㎞ 반경에 340만 명, 
월성원전 주변에는 133만 명이 살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탈원전의 비용과 편익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원전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 재처리에서 
나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나 초우라늄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비용 등이 절약될 뿐 아니라 
사고위험이 줄어들어 원전에 의존하는 비용보다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탈원전에 드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탈원전의 편익은 비용을 상회한다고 했다.
   친원전주의자들이 늘 문제 삼는 “원전을 정지하면 그만큼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 시간이 
늘어나고 화석연료의 소비가 늘어나고, 연료비가 늘어남으로써 발전비용이 상승해 결국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에너지절약투자와 에너지절약기기의 도입 등으로 전
력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늘어나는 분은 적어져 추가적 비용도 감소하니 절약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과 소비증가로 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증설이 
불가피한데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당장 존재하느냐?”는 가장 강력한 탈핵 반론에
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해당하는 전력분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로 해결하고, 노후 원
전의 단계적 폐쇄로 발생할 전력분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이 과정
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삼성이나 LG같은 선도적인 글로벌기업은 제품
생산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RE100’에 가입해야 하므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원전마피아’를 공고히 해온 구조적인 문제를 깨뜨리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전환정
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했다.
- 정부는 필요한 에너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에너지절약형 생산·소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따

라서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합리적 인상을 통해 전기생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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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도 에너지 분권에 앞장서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가능 에너지
원 개발 및 투자에 나선다.

-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재생가능에너지를 전력계통에 포함시키는 전력개혁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 정부 차원의 한중일 핵발전소 안전 네트워크 구축 및 한중일 시민네트워크를 지속한다.

   위와 같은 제시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든다.

(1)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3기를 더 늘
렸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탈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는
데 가시적인 탈핵 정책이 정말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인지요?

(2) 원전이 분명 문제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고에 비해 사소하다고 한다.
- 체르노빌 사고로 사망한 숫자는 9·11테러의 사망자 343명에 비하면 적은 수이다.
- 연간 27만 명이 걷다가, 135만 명이 운전하다, 230만 명이 일하다, 430만 명은 대기오염으

로 사망하나 핵발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겨우 100명 정도로 매우 적다.
- 2016년에 8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석연료와 바이오매스로 인한 미세 물질에 비하면 원

전은 최소의 연료로 최악의 사고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세 물질의 양은 매우 적다.
- 전력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은 저장고에 보관하므로 아주 안전하다.
- 핵폭탄은 미소 간에 수십 년간 전쟁이 터지지 않게 한 일등공신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4) 신재생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히려 반환경적이라고 한다.
- 태양광이나 풍력의 불안전성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가스발전소를 세워져야 한다.
- 태양광이나 풍력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더 많은 토지와 송전선, 발전시설이 필요하다.
- 재활용이 불가한 패널로 태양광이 원전에 비해 시멘트, 유리. 콘크리트, 강철 등 자원을 16

배 소비하며 300배 많은 폐기물을 생산한다.
- 풍력은 바람길을 막고 있어 새뿐 아니라 곤충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참고자료>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마이클 셀런버거, 부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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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26개 기준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

요약

이 글은 독일의 하인리히 뵐 재단에서 2021년 4월 출판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향하여: 원자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26개 기존>이란 보고서를 

2009년도에 쉬에나우 전기 조합의 주도로 만들어진 <원전에 반대하는 100가지 이

유>와 비교하여, 그동안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으로 탈원전의 논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탈핵 논리를 정교히 가다듬기 위한 항목들을 발견해 보고

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다.

1. 서론

탈핵운동을 위해서는 핵에너지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핵에너

지를 진흥하는 논리들에 대하여 데이터와 사례를 가지고서 그런 논리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작성된 많은 출판물들이 나왔

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탈핵의 당위성에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탈핵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런 추세에서 위기에 몰린 핵 산업계는 여러 가지 대응논리를 개발했다. 이러한 

대응논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시설 안전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핵 시설 설계의 

노력으로 이전의 핵 발전소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핵발전소는 다르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중에는 소형원자로에 관련된 대안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직후 독일의 탈핵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발표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급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재생가능에너지원이 상당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또 그 사용량이 핵에너지의 사용량을 능가하는 나라들도 점차 생

겨나게 되었다는 것이 후쿠시마 사고 전후의 사정과는 달라진 점이다.

독일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반핵운동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핵에

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많은 자료들이 발간되어 왔다. 핵에너지에 대한 전문적

인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게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핵에너지

에 대한 평가가 별로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으며, 심지어는 체르노빌 사고 전과 후

에도 달라진 것은 없고, 1950년대에 핵 발전이 시작된 당시부터도 핵에너지의 근원

적인 맹점과 위험성은 전문 학자들에게는 대체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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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연료와 우라늄의 채굴(11항목)
12–19, 102 안전기준과 건강피해(9항목)
20–41. 103-107 사고와 대재해의 위험 (27항목)
42–65, 108-113 핵폐기물과 처분 (30항목)
66–71, 114 기후보호와 전력공급 (7항목)
72–79 권력과 권리 (8항목)
80–87, 115 자유와 민주주의 (9항목)
88–93. 116 전쟁과 평화 (7항목)
94–100, 에너지혁명과 미래 (7항목)

와 언론의 차원에서는 핵에너지에 대한 학술적 공학적인 지식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핵 사고나 돌발사태 등의 언론 노출에 따라 핵에너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핵에너지에 대한 관점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론상으로 계속해

서 진화해 가게 된다. 

이러한 담론(discourse)의 무대에서 반-핵에너지 내지는 탈-핵에너지와 찬-핵에너지

에 대한 논리가 각각 어떻게 진화해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다.

2. 핵에너지 담론 분석을 위한 자료 검토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인 2009년에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

용하기 위해 지역의 시민들이 만든 쇠나우(Shönau) 전력 조합에서 “원자력에 반대

하는 100가지 좋은 이유들”(이하 “100가지 이유”로 지칭함)라는 문서를 발간하여 후

쿠시마 사고 전후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번역이 되어 소개되

었다. 2010년에는 독일 사민당이 “원자력에 반대하는 70가지 이유들”(이하 70가지 

이유들로 지칭)이라는 문서를 발행했다. 사민당의 문서는 당시의 핵에너지 관련 정

부 정책을 둘러싼 쟁점들을 다루기 위한 목적을 띠기 때문에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정교한 문제제기를 위한 사실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

해 “100가지 이유들”은 대중의 피부에 와 닿는 명제들을 이해하기 쉬운 짧은 문장

으로 제시해 주고 2021년에는 각각의 이유에 대하여 삽화가 곁들여지고 내용도 보

완이 되고 재배열된 새로운 판으로 나왔다.

이 글에서는 담론의 진화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2009년판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성된다:

사민당의 2010년 문서 <70가지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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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문제 10항목
안전 및 건강 28항목
핵 쓰레기 문제 7항목
공급 안정성 7항목
기후보호 9항목
경제성 문제 9항목

이를 본다면 <100가지 이유들>이 인권, 민주주의와 국제정치에 관련된 이슈들을 

포함하여 더 포괄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경제성이나 비용 상의 문제는 중심

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민당의 문서는 경제적인 관점과 공급

의 안전성 등의 에너지 경제 정책적 문제에 더 초점이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역할과 위치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월에 하인리히 뵐 재단에서 나온 <원자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26개 기

준>(이하 “26개 기준”으로 지칭)은 기술적 기준 9항목, 경제적 기준 7항목, 사회정

치적 기준 10항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세대간의 형평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환경, 

경제, 사회라는 범주를 중시하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기초로 기준들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기존의 핵발전소, 기존 설계대로의 신규 핵발전소, 그리고 신규 설계의 

미래의 핵발전소, 대안 에너지(재생에너지)에 적용하여 각 에너지 시설들이 이 기준

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지를 평가하는 다소 행정적이고 정책

적인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에 걸친 여러 가지 변

화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2009년, 2010년의 문서와는 

다른 점들을 보여준다.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를 내용상으로 확인해 보자.

3. 문서에서 확인하는 핵에너지 관련 담론의 진화

우선 “26개 기준”에서 평가 대상을 기존의 핵발전소, 기존 설계를 기초로 한 신설 

핵발전소, 신규 설계 핵발전소 그리고 핵 발전에 대한 대안 등 4개로 구분한 것은 

그동안 달라진 사정을 반영한다. 핵 산업계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 운동과 

정책에 위기감을 가지고 핵에너지를 기초로 하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안전과 경제

성 등의 문제를 해결한 대안으로서 소형 원자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또한 기

존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따르더라도 신규 건설 핵발전소의 안전 관련 측면에서 많

은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가 급속하게 성장하

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경제성과 기술성의 측면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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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기준
a) 투명하고 관여할 수 있는 원료 채취
b)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c) 전체 공정 연쇄에서의 온실가스 저배출
d) 중대 재해의 배제
e) 수용 가능한 지방 수준으로의 사고 결과의 한정
f) 전체 에너지 체계로의 통합
g) 지속가능한 관리가 불가능한 폐기물의 비발생
h) 군사적 적용을 위한 이중적 사용
i) 지속가능성의 시야에서 명확한 긍정적 영향을 가지기에 충분한 규모 가변성

경제적 기준
j) 투명한 비용과 금융조달
k) 경제적으로 다른 더 효과적인 수단들을 몰아내지 않는다
l) 장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에 기여한다
m) 금융권력의 집중을 초래하지 않는다
n) 재정적 부담을 미래 세대들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o) 재정적 부담을 그 적용에서 이익을 보지 않는 집단들에게 지우지 않는다
p) 지방,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한다

사회정치적 기준
q) 기후 비상의 긴급성으로 인해 더 효과적인 기술들의 개발을 막지 않는다
r)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다
s) 이익을 보지 않는 집단, 지역 또는 나라들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다
t) 민주주의 진흥 - 권력 집중을 초래하지 않는다
u) 민주주의 진흥 - 빈부격차를 증대시키지 않는다
v) 민주주의 진흥 - 의사결정에서 공중 참여의 증가를 막지 않는다
w) 군사적 긴장에 기여하지 않는다
x) 해외로부터의 자원, 전문지식 및 금융조달에 대한 의존을 줄임
y) 전체의 실행 연쇄를 통한 투명성
z) 다른 기술들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이익들을 제공해 준다

사정에 따라 평가 대상이 구분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규 설계 핵발전소

는 2035년 이후가 되어야 가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계 기준에 따른 

평가밖에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라 단점보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평가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26개 기준>에 따라서 기존의 핵에너지 관련 담론과 달라진 점들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26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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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지 이유”에서 제시되었던 내용
9. 제한된 저장량
우라늄 재고는 불과 몇십 년이면 바닥이 난다.
전 세계적으로 품질이 높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저장 장소는 벌써 고갈되었다. 같은 
양의 우라늄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바위가 옮겨져야 한다. 이와 함께 비용이 상승하고 
환경 피해가 늘어난다.
알려진 우라늄 저장량을 모두 채굴했다고 가정하면, 그것으로 약 440기의 원전을 45년에
서 80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우라늄은 더 빠르게 소진
될 것이다.

“100가지 이유”에서 제시되었던 내용
68. 온실효과
원전은 이산화탄소 무 배출이 아니다.
우라늄 채굴, 우라늄광 가공, 농축 과정은 상당량의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34 •원전에반대하는100가지이유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오늘날 원자력은 풍력발전과 소규모 가스로 추진되는
열병합발전보다도 나쁜 탄소수지를 보인다. 앞으로 이 수지는 더 나쁘게 나

(1) 원료 조달 단계

(a)와 (b), (g)는 핵에너지의 원료 채취 단계에 대한 논의이다. 원료채취에서 소수의 

국가에 의존하고 제3세계의 광산지역의 오염 문제들이 있다는 인식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질 좋은 우라늄의 가채량에 따른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신규 설계 

핵 발전소에서는 고속증식로의 사용과 토륨의 사용을 통해 우라늄의 가채기간을 수

십년에서 수백 년으로 늘려준다는 것이 새로운 내용으로 제시된다. 동시에 재생에

너지 분야에서도 리튬, 코발트 등 희귀 중금속의 채취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고 넘

어가고 있다. 이 역시 기존의 논의에서는 도외시되었던 측면이다.

(2) 온실가스

(c), (i), (q), (r)에서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다. 그 

동안에는 핵발전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해 준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가 탈

핵 진영에서 주를 이루었다면, <26개 기준>에서는 핵발전소 증설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영향이 전력 생산에서 담당하는 비율이 워낙 작기 때문에 2050년까

지 핵발전소를 무리해서 두 배로 늘려도 별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없고 그 

사이에 벌써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져서 핵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는 거의 무의미해진다는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핵발전소의 온실

가스 배출은 채굴하는 우라늄의 질이 나빠지게 되면서 점점 더 높아지게 된다는 사

실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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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다. 광석 내의 우라늄 함량이 빈약해질수록 더 많은 (화석)에너지를
우라늄 채굴이 집어삼킬 것이다.
69. 기후보호
원전은 기후를 구원하지 못한다.
원전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만을 충당한다. 그런 틈새기술로는 기후를 되살릴 수 
없다. 오히려 원전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막고 에너지 전환을 방해하며 전력 낭비를 
부추기고, 미래에 맞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에 쓰여야 할 자본을 묶어놓는다.

“100가지 이유”에서 제시되었던 내용
95. 불상용(不相容)
원자력과 재생 가능 에너지는 다르다.

(3) 사고위험

(d), (e)는 중대 재해와 관련된 항목들이다. 이 부분에서는 III세대와 III+세대 신규 핵

발전소의 사고확률이 이론상으로 크게 낮아진 것을 언급하고 있고, 신규 설계의 소

형 핵발전소의 경우는 설계상으로 멜트다운의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서 이는 핵산업 진흥 측이 그동안 노력하고 내세운 것들이 다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안전율을 높이게 된 것은 핵발전소의 고비용으로 경제성이 악화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점, 소형 핵발전의 경우는 소형이므로 다수가 될 수 있고 그러

면 전체적인 사고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 인구 밀집지역에 소형 핵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새로운 측면이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전세계의 핵발전소 거의 전체가 가동중단이 되고,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전력공급에 상당한 불안정성이 발

생하는 것이 지적된다.

또한 신설발전소들의 안전수준 향상에 대한 과신(過信)으로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의 

경향이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4) 전력망

(f)의 “전체 에너지 체계로의 통합”이란 기준은 전력망에서 해당 에너지원이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과 함께 하나의 구성부분을 이룰 때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

야 한다는 기준으로서 이는 지난 10년간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핵에너지와 재생가능 에너지가 같은 전력망에서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가 새로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가변적 에너지원과 비가변적 에너지원의 공존으로 

이를 조정하는 데 큰 비용이 발생하여 핵 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60-



최근 전력 재벌 E.ON과 프랑스 전기(EdF)는 영국 정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촉진한다
면 새로운 원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비싼 원전은 그 전력을 24시간 판매해야 
비로소 수지가 맞기 때문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의 결합에는 신속히 그리고 쉽게 조절이 되는 발전소만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태양, 바람, 물에서 나오는 친환경적 전력을 보충하기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원전은 기술적 제약 때문에 신축성이 거의 없다.

(5) 핵폐기물

(g)는 핵 폐기물의 문제인데, 고준위와 중준위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십만

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기술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신규 

설계 핵발전소는 고준위 폐기물은 적게 나오는 대신 단수명의 동위원소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다. 기존 

핵발전소와는 방사성 폐기물의 유형과 수량에서 차이가 크며, 아주 불명확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의 핵발전소들을 일단 폐쇄하고 나서 더 이상 핵폐기물이 발생

되지 않을 때 기존의 핵폐기물을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고 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6) 군사적 용도

(h)는 핵폐기물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에 관한 항목으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신규 

설계 핵발전소의 경우 토륨을 연료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부터 프로악티늄 233

을 추출할 수가 있으며, 이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233으로 붕괴한다는 점,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신규 설계 핵발전소는 핵무기의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이 제시된다. 감손 우라늄(DU)을 활용한 열화우라늄탄의 문제

점도 지적된다.

또한 핵발전소가 군사적 공격의 표적이 되는 문제는 그동안에도 많이 지적되어 왔

는데, 신규설계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소형 원자로로 다양한 위치에 분산이 되면서 

공격의 표적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소형 핵발전소는 플루토늄, 용융염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서 더 많은 지역단위에서 핵 관련 기술에 접근하게 되어 

핵확산의 우려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경우에는 분권화

된 체계로서 군사적 공격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전소 같은 필수 

시설에서는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된다.

(7) 금융조달

(j), (l), (m)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핵발전소 건설의 금융 조달과 관련된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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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지 이유”에서 제시되었던 내용
96. 투자 방해
원자력은 기술 혁신과 투자를 방해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장래성 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독
일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붐 덕택에 많은 토착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투자했다. 많은 분야
에서 그들은 오늘날 기술적으로 눈부신 전망을 가지며 세계 첨단에 들어간다. 독일제 풍
차, 수력 터빈, 바이오가스 시설, 솔라 모듈은 수출 효자품목이다. 2008년에 새로 설치된 
풍력 시설의 3분의 1이 전 세계적으로 독일제였다.
2009년에 경제 위기가 있었음에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5분의 1이 증가해서 
180억 유로로 늘어났다.
원전의 수명 연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투자의 안정성을 빼앗고, 이분야에서의 연구
와 기술 혁신을 방해한다. 원전에 안주하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수출에 강한 붐을 일으키는 
업종을 고사시키는 것이다.

100.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다.
원자력은 우리의 에너지 공급체계의 개조를 향한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금융권력의 집중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기준들이다. 그동안 프랑스

의 AREVA가 파산하고, 네덜란드의 EPZ, RWE가 구조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 영국

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영국 자본이 아닌 프랑스와 중국의 자본이 참여한다는 사

실, 핵발전소 건설은 국영기업과 대기업과 같은 자본력이 큰 기업들의 전유물이라

는 사실 등이 지적된다. 핵에너지의 채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금융 조달의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즉 경제적인 가치평가가 아닌 

불투명한 정치적 요인에 의해 건설이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8) 재생에너지

(k), (q)는 핵 산업계의 로비로, 핵에너지가 재생가능 에너지의 투자와 발전을 가로

막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프랑스, 체코, 슬로바

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 핵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이 저해를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유럽 나라들보다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이 늦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지적된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

역 주민들의 NIMBY 현상을 핵산업계와 자치단체가 핵 발전소를 진흥하는 논리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지적되며, 탈핵로드맵을 핵 산업계가 가로막고 있는 사례도 지

적된다. 핵에너지의 진흥논리는 석탄발전 등 기후변화의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화

석연료 사용을 연장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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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린다. 원자력은 자본을 묶어놓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송전을 가로막고 분산
형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을 방해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원자력은 바로 저
재벌들,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을 수십 년 이래 힘을 다해 가로막고
있는 재벌들에게 수십억 유로의 이익과 영향력을 보장해 준다.

(9) 부담의 전가

(n), (o), (r), (s)는 핵발전소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 집단, 세대로 핵발전소의 비

용이 전가되는 문제에 관한 항목들이다. 핵발전소가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재정적 

부담은 폐로비용, 폐기물 비용, 사고비용이 있다, 이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기금 

조성에 법적으로 상한선이 두어져서 이를 통해 핵 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미

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되게 되는 구조다. 여기서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 저

장, 에너지 효율화에 관련해서도 이를 위한 자원채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문제도 

언급이 되며, 이는 핵발전소의 경우보다 그 규모가 더 크다는 것도 지적이 된다. 그

러나 혜택을 보는 사람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핵발전소처럼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넘겨지는 부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한 기후

행동을 연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후세들에게 기후 재앙을 맞이하게 하고, 기후에 

대처하는 더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보관장소의 국제적인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이 역시 설치지역 인근 주민들에

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은 핵확산도 촉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0) 일자리

- (p)는 일자리의 창출에 관한 기준을 다룬다. 핵발전소는 고급의 자격을 갖춘 작업

자들을 고용하며, 핵발전소의 건설은 고급의 임시 작업자들을 고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폐기물 관리, 폐로 등 필요한 분야에 고급의 젊은 인력

들이 매력을 느끼고 취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형편이라고 한다. 특히 노후화된 

핵 발전소의 경우에는 젊은 층의 고급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11) 정치와 민주주의

(t), (u), (v) 그리고 (y)는 투명성과 민주주의에 관련된 항목들이다. 이는 핵발전의 문

제점으로 과거에도 지적되어온 것들이지만, 지난 10년간 핵발전의 경제성이 계속 

낮아져 가면서,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의사결정, 발전소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민

주적인 참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선진국들에서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y)는 전과정에 걸친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관한 항목으로서 핵발전은 안보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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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이를 충족시킬 수가 없으며, 산업 자체도 수직계열화된 형태로서 상업적 차원

으로도 정보의 폐쇄성 문제가 있다. IAEA의 각국 핵에너지 관련 비밀보호 정책은 

잘 알려져 있다.

(12) 부수적 편익

(z)는 핵에너지의 부대 기술로서 의료용 방사능 물질에 관한 혜택에 대한 논의 그리

고 생태발자국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료용 방사능 물질(동위원소)의 다수는 입자가

속기를 통해서 생산될 수 있으며, 핵반응로에서만 생산되는 극소수의 의료용 동위

원소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전세계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이것

이 핵에너지를 옹호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는 중요한 탈핵의 근거

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생태발자국의 경우에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경우가 핵발전

소에 비하여 발자국이 더 넓다는 것을 시인하지만, 그 자체가 크게 부담이 되는 수

준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이는 많은 환경운동가들,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환경부하의 문제로서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4. 평가와 시사점

이상에서 우리는 최근의 탈핵 관련 담론으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열거되어 있는 

<26개 기준> 문서를 중심으로 과거와 다르게 새로이 언급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긴급성을 감안

할 때 핵에너지 진흥론은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여 주는 것도 아니면서 재생에너

지 체계의 발전으로 향하는 관심과 노력을 분산시키고 방해한다는 문제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핵산업계에서 들고 나온 소형 원자로 기술은 사용하는 연료나 핵폐기

물의 측면에서 양상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2040년경이 되어야 설치가 완료될 수 

있고, 검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명확한 점이 많다는 것밖에 언급할 것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같은 척도로 재생가능 에너지원도 평가를 해 볼 때, 이 에너지원 역시 현재 

상태로 완벽하게 합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환경의 관점에서 

중요한 생태발자국의 측면에서 핵에너지보다 오히려 부하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채굴하는 데서의 문제점도 순환적 이용을 통해서 지

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이런 문제점들이 핵

산업 진흥론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심층적이고 상세한 연구와 개

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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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의 이유들에 관한 자료를 개발하는 데서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와 사례를 근거

로 하는 것이 어떠한 선동적인 웅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며, 탈핵 에너지학

회와 같은 단체에서도 국내외에서 발간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신뢰성을 갖추고 명확

한 메시지를 담은 탈핵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글은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 지난 10년간의 핵에너지 관련 담론의 진화를 살펴보

려고 한 것으로서 사실상 검토한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무리한 목표를 세운 것이

었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의 언론 등에서 핵에너지를 둘러싸고 탈핵의 논리를 주

장하는 측과 핵산업 진흥론을 펴는 측의 논의들이 상대방의 비판을 통해서 많이 진

화해 가는 것을 보고 동시에 논의되는 내용들이 이 자료에 나타난 것들과 상당히 

유관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큰 흐름의 윤곽을 제시하는 데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독일의 문헌만이 아니라 핵 사고를 당한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의 자료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하리란 것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서만 국내의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올바른 판

단과 정확한 지식에 기초한 합리적 여론의 형성을 위한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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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원자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26개 기준>에 대하여 

                                   

                                            이상훈((전)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 논문은 탈핵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독일에서 핵에너지에 대한 찬반 담론

이 어떻게 제안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21년에 하

린리히 뵐 재단에서 발표한 <원자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26개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두 가지 문서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2009년에 독일 시민들이 만든 쇠

나우 전력조합에서 발간한 <원자력에 반대하는 100가지 좋은 이유들>이라는 문서

이고, 둘째는 2010년에 독일 사민당에서 발간한 <70가지 이유들>이라는 문서이다. 

이들 두 문서는 모두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만들어졌다.   

찬핵 진영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신규설

계 소형 원자로가 안전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의 핵발전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형 원자로는 2040년 이후에나 가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설계 기준만이 나와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문제 해결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자

세가 아니라고 본다. 새로운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 핵융합 발전 기술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 역사에서 보았듯이, 핵융합에 관

한 획기적인 이론과 기술 개발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발달된 과학기술이 핵문제를 일으켰지만, 핵문제를 해결할 수단도 결국은 과학기술

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핵폐기물, 그중에서도 고준위 핵폐기물의 보관 문제는 아직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

는다. 정치가들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정적인 보관 문제는 후손에게 미루기만 하

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가정에서 자식과 손자에게 엄청난 빚을 물려주는 나쁜 할

아버지의 태도이다. 탈핵, 찬핵 양쪽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반성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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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핵 진영에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핵발전 외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발표자는 핵에너지 진흥론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여주는 것도 

아니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분산시키고 방해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독일의 탈핵 정책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핵발전소 

보유국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본다. 

원전 관련 자료를 접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은 

항상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만화 형식으로 중학생도 

알 수 있게 쉬운 홍보자료를 만들 필요성을 느낀다. 국정홍보처에서는 탈핵을 홍보

하는 간단하고 쉬운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의 기차역, 전철역, 버스터미널과 주민센

터, 노인회관 등에 비치하여 모든 국민에게 탈핵의 필요성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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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반핵운동의 성과와 시사점

이병환 (영덕신규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공동대표) 

1. 들어가며

정부는 특정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이를 위한 사전 검토와 중·장기적인 계

획을 세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일방적인 강행처리의 논리를 뒷

받침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작 당사자인 지역민들은 내용의 합당함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고, 요식 행위처럼 치러지는 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탈법적인 요소도 횡행하여 반론을 제기하면, 정부는 의례적인 답변 일

색이고 그 사이 이익에 따른 찬반 문제만 부각되어 지역 내·외적으로 분란만 가중

되며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명분과 절차만 들어 기계처럼 자기 일만 처리하려 

들면, 지역민으로서 아무리 반론과 이론을 제기해도 정당하게 취급되지 않고 일은 

일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를 깨달은 영덕에 거주하는 몇몇은 

영덕 핵발전소 유치의 문제에 대해 소위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런 일은 이해관계에 따른 지역 내 분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

편으로는 정부의 무사안일한 관료주의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

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내부 주민들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공부를 스스로 하며 전문성과 소통 역량을 길러야 했다. 〈영덕신규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의 모든 회원이 한마음 한뜻의 각오로 긴 시간을 함께 버텨냈기

에, 오늘,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형식적인 글에 서투르고 오직 진심만 있었던 우리들의 그간의 과정을 설명

하려면 구술채록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 등 보다 구체적인 기록사업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영덕 반핵운동의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발표 요청을 진심으

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생각이 좁고 글이 어눌하여 자신의 경험을 위주로 

기술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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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 영덕의 반핵운동 요약 및 성과

영덕의 핵 관련 투쟁은 핵폐기장 투쟁과 핵발전소 투쟁으로 구분된다.  핵폐기장에 

대한 투쟁은 3차례에 걸쳐 있었고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핵발전

소에 대한 투쟁은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여기서 필자가 표기하는 ‘투쟁’은 글의 표면적인 키워드인 ‘반핵운동’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의미라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투쟁’이라는 표현

을 사용하고 이를 생활화할 정도가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서는 경험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투쟁’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다.

2-1. 핵폐기장 투쟁

핵폐기장 투쟁의 전-중-후기의 과정은 시기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전기 : 1989년 2월 27일,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가 핵폐기장 제1후보지로 선정

● 중기 : 2003년 2월 4일, 동해안과 서해안에 각각 1곳을 선정하기 위해 남정면 

우곡리를 또 다시 후보지로 결정

● 후기 :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병목 군수 후보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핵폐기장 

유치를 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2005년 4월 13일 영덕군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원

회 결성

2-1-1. 핵폐기장 투쟁 - 전기

1989년 2월 27일, 영덕군 남정면이 핵폐기장 제1후보지로 선정되자 〈영근회〉가 주

도를 해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반대하여 막아냈다. 1989년 12월, 정부가 "지역 반

발이 극심하여 부지조사가 불가능하였다"는 결론을 내림으로 일단락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주민여론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인 《영덕신문》의 창간이 있었고, 그 후 《영덕

신문》은 다시 《영덕청송신문》에서 《영청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현재는 

《고향신문》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지역민들이 이해관계에 얽매임 

없이 순수하게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였다.

2-1-2. 핵폐기장 투쟁 - 중기

1차에 참여했던 〈영근회〉가 중심이 되어 〈영덕청년회의소〉의 지원 아래 2003년 2

월 15일 발대식을 하고, 군수가 참여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일체가 되어 

반대했다. 당시 김우연 군수도 "영덕의 미래는 자연환경과 문화전통을 기반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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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번영에 있지, 양성자가속기나 핵폐기장은 아니다"라며 군수 직을 걸고 반대를 천

명했다. 두 차례에 걸친 궐기대회가 있었고, 특히 2차 궐기대회는 김우연 군수는 "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영덕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

민주적인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영덕군의

회의 의원들의 삭발식이 있었다. 2003년 7월 14일 전북 부안군이 기한을 하루 앞두

고 자율유치신청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영덕 핵투위〉가 동년 8월 20일에 해단식

을 했고, 김우연 군수는 그 일이 단초가 되어 얽혀서 교도소로 가게 되었다.

2-1-3. 핵폐기장 투쟁 - 후기

2003년 11월 12일 김우연 군수가 직위해제되었다.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병목 군수

후보가 당선을 위해 핵폐기장 유치를 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2005년 4월 13일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대책위〉가 결성되어 김병목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2005년 4월 30일 김병목이 군수로 당선되어 적극적으로 핵폐기장 

유치를 추진했고, 영덕군의회가 2005년 8월 29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군에서는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똑같이 핵폐기장 유치 

찬성이 62.4%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처럼 똑 같은 것은 로또복권 당첨률에 가까운 

확률이라서 〈핵투위〉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들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단식농

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정이 있어 포기시키고 3대 영덕군의

회 의원을 했던 이병환 〈핵투위〉 공동대표만이 단식을 계속했고, 8일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단식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하기로 여론조사 세부 내역을 공개하면 단식을 

그만 두겠다 했고, 공개된 여론조사 내용에서 조작이 밝혀짐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에 회원들이 일심단결하여 주민투표에서 반대에 기표할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막아 냈지만, 결국 해단식도 하지 못했다. 회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압박

이 심했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모임을 회피한 결과였다.

2-2. 핵발전소 투쟁

2-2-1. 핵발전소 투쟁 - 전기

영덕의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는 반대를 생활화하는 것이었다. 핵폐기장 문제로 몸

살을 앓은 우리는 2005년 이후 계속 행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2008년 제1차 국가에

너지기본계획(2008~30년)의 원전 적정비중 달성이라는 명분으로, 필요한 신규 부지

를 확보하기 위해 자율유치에 대한 지원금을 건 공모가 시작되었다. 영덕도 자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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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신청 마지막 날인 2010년 12월 31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유치신청

을 했다. 이 사실을 알고 2011년 신년도가 되어 영덕군 전역의 단체를 규합하기 위

해 노력했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별반 성과가 없다가,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

쿠시마에 지진이 있고 난 후, 지역 후배 오규일을 만나 〈영덕성당〉 신부님이 미사 

도중에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와선 안 된다”고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영덕성당〉

을 방문했다. 이 만남에서 김영식 신부님이 “늦은 감이 있으나 일단 반대를 해야지

요”해서 그날부터 바로 밤에 1시간씩 만나 회의를 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같

은 해 6월 14일 〈영덕신규핵발전소 백지화 투쟁위원회〉의 발대식을 갖게 되었다. 

공동대표에 김영식 영덕성당 신부님과 전교조 이재웅 선생님, 그리고 나와 박혜령 

씨는 각각 남녀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간소한 조직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다. 특히 

신부님이 5년은 자신이 이끌 테니 회원들은 몸으로 때우라며 경비도 자신이 마련하

겠다고 했으나, 〈영덕성당〉 신도들 일부와 영덕군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신부님을 

용공으로 몰아 안동교구에 탄원서를 냈고, 공동대표였던 신부님은 회가 발족된 지 

3개월 만에 〈문경성당〉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2012년 9월 14일, 지식경제부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대를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공동대표가 공석인 상태로 불안정했던 우리 조직은 김영식 

신부님의 권유로 〈영해성당〉의 손성문 신부님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물론 자금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당시에 금전적인 것은 영덕군 

치품면 속곡리에서 죽염 가공을 하면서 우리와 같이 반대를 해 오던 최태규 씨의 

도움과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자금을 기반으로 했고, 매주 장날을 택하여 홍보

물을 돌리는 활동을 해나가면서 반대활동을 생활화하기 시작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2조항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해야 하며, "검토서 초안, 주민공람의 장소 기간, 

설명회의 장소 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 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검토서 초안, 공청회 등의 장소 일시 등을 그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4월 20일자 <매일경제>, <매일

신문>을 통해 ‘영덕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낸지 7일 만에 주민설명회를 강행했다. 이 공고문

의 크기는 지면 전체 크기 1/5 보다 작다. 게다가 신규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한 영

덕군청, 영덕군의회 홈페이지, 영덕지역신문 등에는 공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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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등을 들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12년 4월 27일 영덕군민회관 단상을 점

거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유치 측 인사가 소화기를 들어 단상

을 점거한 회원들에게 쏘는 난국까지 있었다.

2-2-2. 핵발전소 투쟁 - 중기(주민투표)

2014년 10월 9일 삼척 원전 찬반투표가 성공리에 치러지고 영덕도 주민투표 열기

가 팽배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행정의 저항은 엄청난 것이어서, 수시로 반대운동을 

와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와중에도 몇 안 되는 회원들이 전에 해 오던 대로 5

일마다 서는 전통시장인 강구장, 영덕장, 영해장을 돌면서 서명지와 홍보물을 배부

하면서 주민투표에 동참해 달라는 방송을 목이 쉬도록 외쳤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

는지, 지역의 각 종교 단체에서도 모여들었고, 외부 종교 단체까지 가세를 하니 행

정에서는 더욱더 분열책동이 심해졌으나 서서히 외부 지원이 많아져서 장터를 넘어 

마을까지 돌며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2015년 6월 8일 〈주민투표 

찬반 추진위원회〉의 출범으로 외부의 지원이 더욱 많아지고, 지역의 호응으로 마을 

곳곳을 돌며 서명지에 서명을 받으며 홍보물을 돌리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수요집회도 시작했다. 이 역시 처음엔 회원들만 했으나, 여기도 외부에

서 지원을 오게 되었다. 외부의 지원은 좋았으나, 영덕군 공무원의 개입으로 내부 

분열을 겪다 보니 주민투표가 무산될 위기도 겪었지만, 이를 간신히 봉합하여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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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를 2015년 11월 11~12일 양일간 실시하게 되었다. 주민

투표 결과는 반대 91.7%였다.

 

 

2-2-3. 핵발전소 투쟁 - 후기

2016년 9월 12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5.8(일본에선 경주지진을 6.0이라고 했음. 

핵발전소가 자동으로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축소 발표.)강도의 지

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결국, 2016년 11월 

7일 경북 영덕군은 건설 예정인 천지원전을 지질조사가 나올 때까지 모든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도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

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정부에 질의하며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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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환 질의 사례)
예정부지 인근 도로 절개지역을 보면 단층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구나 예정지역은 경정동층이라는 유명한 단층대입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이것을 
거론하니 단층지역에 지어야 지진 많이 나는 나라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통상 단층의 판 어긋난 차이가 80㎝이상이면 진도 
7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던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지 인근 도로 
절개지를 보면 150㎝정도로 단층의 어긋남이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
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원전 건설시에는 원전부지 반경 320km 내의 단층을 포함한 세부 지질·지진 특성
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을 산정하고, 이에 여유도를 고려한 내진설계를 
하는데, 국내 원전의 경우 일본과 달리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규
모 6.5(진도 8) 정도의 내진설계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
가하고 있습니다. 영덕에 건설예정인 원전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해외에서도 건
설이 가능한 수출형 원전으로 규모 7.0(진도 9~10) 정도의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압도적인 주민투표 결과의 열기로 얼마간은 수요집회가 화요집회로 이어지기도 했

지만, 단체의 내부 사정으로 화요집회도 없어지고 1인 시위 형태로 매주 추이를 살

피며 시간이 흘렀다. 고시철회가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매주 군청 앞 현관에서 1인 시위를 실행했으며, 이는 고시철회가 공식화된 2021년 

4월 12일까지 계속되었다.

-74-



3. 시사점

어떤 단체든 재정적으로 자립이 중요하고, 자립이 되려면 지역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확실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 부처의 입장과 답변을 받

아내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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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천지원전 예정구역과 인근에 등록된 광업권은 등록번호 제080004호(영덕 
지적 제43호 전단위)와 제080005호(영덕 지적 제5호 전단위)가 있지만, 동 광업권

영덕의 경우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단체 회원들이 지역 이슈를 생활화해야 하고, 아무리 생계 문제가 중요하고 

바빠도 그에 우선하는 반대의 생활화 및 체질화만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는 것이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당

한 문제 제기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무시되는 상황에서 대등하게 정보

를 요구하고 소통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취할 수밖에 없는 태도인 것이다. 좀 더 지

혜로워져야 한다는 조언 이전에 일단 막아서라는 조언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

쓸하지만, 이는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간단히 지역을 비전 없는 개발

로 내몰 수도 있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정부는 우리가 내는 전기 사용료를 일정부분 떼어 핵발전 홍보를 하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까지도 서슴치 않고 선전에 이용을 한다. ‘국가적인 목적’이라는 명분만 있

으면 공권력도 간단히 동원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르는 탈법과 부당행위에는 관대하

다. 시민이 이를 저지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생활화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정부로 하여금 보다 투명하고 공정

하게 시민을 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삶이 될 때에만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핵반대 진영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만

들어 놓은 용어들의 표현과 의미 회복이다. 핵폐기장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공단이

라고 표현을 윤색하는 것은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도록 진실을 은폐하는 또 하

나의 수단인 것이다. 더불어서, 탈핵을 하려면 반드시 사고 시 핵발전사업사의 무한

책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핵발전에 대한 안전 관리, 특히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사례를 한 가지만 들고 발표를 마치려 한다. 정부는 지역에 시설물을 넣기 위해 수

십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지정된 곳이 발전되는 것을 저해한다. 아래와 같이 

정부는 영덕의 핵발전소 예정지에 치밀하게 광업권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확

인되었다. 국가가 핵발전소나 공공시설물 계획이 있으면 오래 전부터 작업을 해 둔

다는 것은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도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핵반대 진영

은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모여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장기적 계획에 대한 대응

을 힘들게 하는 숨은 걸림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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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원전건설과 관련한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보상 요구와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관한 광업권의 행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 임”이라는 조건부로 등록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같이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해야 하나 발표문만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

다. 참석하신 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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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영덕 반핵운동의 성과와 시사점’ 에 관하여

            성원기(삼척핵반투위 공동대표/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영덕은 삼척과 더불어 반핵의 성지이다.

반핵운동은 반핵투쟁이었다. 세 번에 걸쳐 핵폐기장을 막아냈으며 핵발전소를 백지

화시킨 승리의 역사를 온몸으로 써 내려갔다.

첫 번째 핵폐기장 투쟁은 정부가 1989년 2월 27일,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를 핵폐기

장 제1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이를 1989년 12월 백지화 시켰다. 

두 번째 핵폐기장 투쟁은 정부가 2003년 2월 4일 남정면 우곡리를 또 다시 후보지

로 결정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일체가 되어 반대하여 2003년 7월 14일 

백지화시켰다.

세 번째 핵폐기장 투쟁은 정부가 2005년 지자체로부터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받아 

주민투표를 통하여 핵폐기장을 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영덕도 유치신청을 

하였다. 이에 2005년 4월 13일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여 투

쟁하였다. 유치신청을 한 영덕, 포항, 경주, 군산에서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주로 핵폐기장이 결정되고 영덕은 백지화되었

다. 

핵발전소 투쟁은 2010년 12월 31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영덕군수가 유치신

청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11년 6월 14일 <영덕신규핵발전소 백지화 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켜 투쟁을 본격

화 하였다.

2015년 6월 8일 〈주민투표 찬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영덕신규핵발전소 찬반주

민투표를 2015년 11월 11~12일 양일간 실시하였다. 주민투표 결과 반대 91.7%를 

세상에 알렸다.

삼척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 결과 주민 절대다수의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가 확

인되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핵발전소를 백지화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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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에 탈핵진영은 지역을 벗어나 전국조직인 ‘탈핵공동행동’을 중심으로 ‘탈핵희망국

토도보순례’ 등 전국적인 탈핵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탈핵요구의 수위를 높였으며 

2017년 대선에서 탈핵진영은 모든 대선후보에게 탈핵공약을 요구하였고 대선후보

들은 탈핵을 공약하였다. 주권자인 국민은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후보를 탈핵대통령

으로 선출하였으며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우리나라의 

탈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영덕과 삼척핵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 5일 삼척핵발전소가 백지화되었으며, 영덕핵발전소는 

2021년 3월 29일 백지화되었다.

 핵발전소, 핵폐기장 등 핵시설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이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목숨 걸고 투쟁을 할 수 밖에 없

다.

그 생생한 투쟁의 역사를 발표를 통하여 들었다.

탈핵은 일제 강점기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감당해야 했던 독립운동과 맥을 같이 한

다.

일제의 식민지 백성으로 노예의 삶을 받아 드릴 수 없듯이 이 땅의 온 생명들이 핵

방사능으로 암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탈핵은 핵으로부터 독립운동이자 생명운동이지만 궁극적으로 유권자 운동이

다.

국가의 정책은 대선을 통하여 국민이 결정한다. 탈핵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탈핵을 탈핵진영이 요구하였고 대선후보가 이를 받아들여 국가의 

정책을 찬핵에서 탈핵으로 전환되었지만 핵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대선후보가 나오

고 대통령이 되면 또 다시 탈핵의 역사는 과거로 회기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해 제2 

제3의 영덕, 삼척에서 또 길거리 투쟁을 해야한다.

또 다시 길거리에서 투쟁하지 않으려면 2022년 대선에서도 탈핵진영이 결집하여 

대선후보에게 좀 더 확실하게 탈핵을 요구하고 확실하게 탈핵하겠다는 후보에게 표

를 주어 탈핵정책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탈핵운동을 하는 모든 분들은 이 길에 초대된 분들이다.

영덕의 핵폐기장, 핵발전소 백지화를 이루기 위한 피어린 투쟁과 그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낸 영덕 주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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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주민은 왜 ‘이주’를 요구하는가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들의 위험경관을 중심으로1) 

김우창(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생) 

국문초록

이 연구는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 주민들이 ‘월성원전입접지역 주민이주대책위

원회(이하 대책위)’를 만들어 탈핵이 아닌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이유와 의미를 그

들의 위험경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월성 핵발전소로부터 3km 떨어진 마을(양남면 신서리)에서 현장연구를 진행하면서 

대책위가 매주 월요일에 하는 상여시위에 참여하였다. 그곳에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싸움이 ‘탈핵운동’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과 울산 북구 연대자가 ‘탈핵’이나 

‘월성 2,3,4호기 폐쇄’가 담긴 조끼를 입고 올 때 이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만들어진 긴장의 순간들이 이 연구를 시작한 계기이다. 대책위는 크게 세 가지 각

기 다른 위험경관을 만들면서 이주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생계문제, 탈핵의 현실가

능성 그리고 거대담론인 탈핵(운동진영)에서 주류가 되지 못한 로컬의 목소리라는 

점들과 관련이 있다. 이 지역은 한수원과 월성 핵발전소로부터 경제·사회적으로 종

속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대부분은 핵발전소 노동자이거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등 

한수원을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생계’를 

걱정하면서도 ‘안전하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탈핵/반핵과 찬핵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위험경관을 토대로 ‘이주’를 요청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탈핵’이 

가지는 의미와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탈핵이 의미하는 바는 

핵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탈

핵이란 폐로와 핵폐기물 보관 및 처리까지 포함해야 하는 문제로 현재까지 이 문제

를 해결할 기술이나 대안이 부재하며 누구도 책임일 수 없는 위험인 셈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탈핵이 아닌 ‘이주’를 요청하는 것은 유일하면서도 현실적인 

요구이다. 끝으로, 탈핵운동은 지금까지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반핵’ 혹은 탈핵을 주

된 메시지로 사회에 던져왔으나, 지역주민의 다른 요구나 목소리가 주류가 된 적은 

없다. 주민에게 탈핵운동(진영)이 외치는 ‘탈핵’이란 ‘사람이 빠져 있는 거대담론’에 

불과하며 특히 주민들이 매일, 일상에서 마주하는 피폭, 건강문제 등을 비롯한 구체

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은 곧잘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민들은 

1) 이 발표는 김우창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 연구는 숲과나눔 인재양성 프로그램 4기(특정주제연구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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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주체적인 위험경관을 생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반핵/탈핵과 찬핵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위험경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에서 주체적인 위

험경관을 생산하여, 때로는 찬핵진영이나 국가 혹은 탈핵(운동)진영과의 위험경관과 

부딪히며 ‘이주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주민들이 처한 맥락, 

조건과 그들이 생산한 위험경관을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월성원전인접지역 주민이주대책위원회, 위험경관, 탈핵, 이주대책

Ⅰ. 서론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월성>은 월성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일상과 이주

를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 등을 담았다. 이 영화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309, 문무대

왕릉 3’과 같이 알 수 없는 숫자들로 시작한다. 이것은 월성 핵발전소와의 거리(km)

를 나타낸 것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때로는 우리의 인식이나 관점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 핵발전소(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가 위

치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한수원과 월성 핵발

전소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홍보관’, ‘원전 수용

성 전화 설문조사 안내’,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교육 훈련생 모집’, ‘월성 청소년 합창

단 모집’에서부터 ‘발전소’라는 이름의 음식점까지, 이 지역은 한수원, 월성 핵발전소

와 결코 뗄 수 없는 공간이다. 이상헌 외(2014)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들은 지역이나 

마을주민들이 핵발전소에 경제·사회적으로 종속되거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고 언급하였다. 특히 사토 유시유키·다구치 다쿠미(2021)는 전원3법 교부금(원전지원

금)과 고정 자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결합한 이익 유도 시스템이 국가의 핵에너지 

정책에 종속되도록 만들었으며, 원전 입지 자치단체는 의존이 심해지는 과정으로부

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처럼 핵발전소

로부터 영향을 받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월성 핵발전소’나 ‘한수원’을 비판하거나 반

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수원의 ‘원전 안전 

신화’에 균열을 내고 2014년부터 8월 주민들은 ‘월성원전인접지역 주민이주대책위

원회(이하 대책위)’를 만들어 8년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김우창·윤순진, 2021).

연구자는 2020년 10월 중순부터 2021년 7월 초까지 약 8개월간 나아리(월성 핵발

전소)에서 3km 떨어진 신서리에서 지내며 현장연구(fieldwork)를 진행하였다. 이곳

에서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했던 것은 핵발전소가 입지한 지역 내에서는 보통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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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단체장을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핵발전소에 대해 찬성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데, 대책위는 언제, 왜, 어떻게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한수원과 월성 핵발전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에서 매주 주민들

과 상여시위2)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씩 라포(Rapport)3)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였다. 연구자는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은 채 “언제

부터 ‘탈핵운동’을 하신 거예요?”라고 물었는데, 대책위를 포함한 주민들은 “나는 탈

핵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탈핵활동가도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자신들이 하는 투쟁

은 탈핵과 무관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경주 시내나 울산 북구 주민들이 상

여시위에 지속적으로 함께하는데, 6월 중순 그들은 ‘탈핵’과 ‘월성 2,3,4호기 폐쇄’가 

적힌 조끼를 입고 농성장에 왔다. 평소 상여시위에 함께하는 연대자들에게 고마움

을 표시했던 대책위 주민들이지만 그날만큼은 이것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였다. 

심지어 “그 조끼를 입고 오면 어떡하냐. 여기서는 적어도 이주만 얘기해달라.”고 강

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실 그들은 연구자가 현장연구를 했던 시기

(2020.10~2021.7) 중 2번 ‘월성 2,3,4호기 폐쇄’ 조끼를 입고 왔는데, 처음에는 연구

자가 이 미묘한 순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라포가 쌓이고 이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6월 중순 다시 팽팽한 긴장의 순간이 왔을 때, 이번

에는 연구자도 이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2) 대책위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월성 핵발전소 정문에서 상여시위를 한다. 이차에선 왕
복도로 위에서 대책위는 상여, 관, 드럼통을 끌며 8년째 한수원과 정부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요
구하고 있다. 이때, 주민이나 대책위 외에도 경주 시내와 울산북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연대자들이 함
께 하며, 적을 땐 5-6명 많을 땐 30명이 넘는 주민이 상여시위에 참여한다. 가장 최근 상여시위는 
2021년 11월 22일이며 현재 2,659일째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3) 라포(Rapport)란 불어로 ‘친밀함’을 뜻하는데, 인류학에서는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주민들과  
신뢰에 기초하여 구축한 관계를 일컫는다. 즉, 라포를 형성한다는 것은 주민들과 쉽게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이며, 연구자가 라포를 형성하는 것은 연구현
장에서 자리를 잡고 그들을 깊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이용숙 외, 
20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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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월성원전 이주대책위원회가 만든 노란색 조끼(이주만이 살길이다)와 울산북구 주민들
이 만든 형광색 조끼( 월성핵발전소 2,3,4호기 조기폐쇄)

그렇다면 핵발전소와 한수원을 함께 비판하며 매주 상여시위를 하는 대책위와 연대

자 사이에 만들어진 ‘긴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책위는 왜 ‘탈핵’과 ‘월성 2,3,4

호기 폐쇄’가 적힌 조끼나 이들이 외치는 구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물론 핵발

전소를 비판하고 이주를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책위의 활동은 지역에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한수원과 월성 핵발전소에 경제·사

회적으로 종속된 마을에서 이에 대해 비판하고 이주를 요구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

요한 행위이며, 실제 이들은 마을에서 대다수 주민으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탈핵운동(진영)이 줄기차게 외치는 ‘탈

핵’이 아니라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가? 나아가 연대자들이 외치는 ‘탈핵’과 ‘월성 

2,3,4호기 폐쇄’에 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처럼 경주에서 핵발전소를 비판하는 주민조차 ‘탈핵이 아닌 이주’를 요

구하는 이유를 그들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이유, 조건과 맥락을 분석하며 나아가 그들은 어떤 위험경관을 형성해나

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탈핵(운동)이란 하나의 

목표(핵발전소를 멈추고, 전체 핵발전소 개수를 줄여나가는 것)를 가진 단일한 이념

이나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연구자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드러내고 성찰함으로써 탈

핵(운동)이란 결코 고정된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더

욱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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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자원: 위험경관(Riskscapes)

이 연구는 데트레프 물러만과 조나단 에버츠(Detlef Muller-Mahn and Jonathan 

Everts, 2012)의 위험경관(Riskscapes) 개념을 중심으로 현지 주민들이 핵발전소 혹

은 탈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구체적인 실천과 그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이는 

핵발전소나 기후변화 등을 예를 들어 위험의 보편성을 설명했던 울리히 벡의 위험

사회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특히 벡이 ‘공간적 불균등성’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였

다(황진태, 2016). 벡은 특히 핵발전소나 기후변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위험사회’라는 개념으로 포착하여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야기할 위험성

을 경고하였으나, 위험이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공간성(Spatialty)’에 대해

서는 충분하게 다루지 않았다(이상헌, 2016; Muller-Mahn et al., 2018). 특히 이상헌

(2016)은 위험이란 공간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으며,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

우가 많고, 빈민이나 여성 아동과 같이 지역에서도 특정한 계층에게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즉, 위험의 공간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험 경관이란 무엇인가? 경관이란 자연과 도시환경을 지칭하는 ‘풍경’의 

의미와는 다르게 역사·언어·정치·사회적으로 상이한 맥락과 조건에 처해있는 행위자

들의 관점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자신이 속한 장소의 역사와 그것

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담론과 실천을 통해 복수의 위험경관을 형성한다. 즉, 위험

경관이란 상이한 관점,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중첩되고 긴밀하게 

연결되는 동시에 모순과 경합되는 ‘위험에 대한 사회-공간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

다(이상헌 외, 2014: 23). 처음 이 개념을 제안했던 물러만과 에버츠(2012)는 ‘위험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공간에 부여하는가’를 중심으로 위험경관이란 다층화된 것으

로 실제 위험의 ‘물질성’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 지식과 상상이 반영

된 위험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즉, 하나의 위험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위험을 수면 위로 가시화하고, 해석하는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복수의 위험경관(multiple riskscapes)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러만과 에버츠(2012)는 위험경관이 크게 세 명의 학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

진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는 인류학자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의 

‘경관(scapes)’이다. 그는 경관이란 하나가 아니라, 관찰자의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하나의 위험경관만이 있는게 아니라 관

점에 따라 다양한, 다층의 위험경관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위험경관

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Muller-Mahn, D. Ed, 2012: 24). 두 번째는 테오도르 샤츠

키(Theodore Schatzki)의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이다. 공간이나 사회는 미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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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재)구성된다는 것이며, 사회적 관습이나 행위(social 

practice)에 의해 위험경관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이렇게 위험의 복수성과 실천의 

중요성은 발레리 노벰버(Valerie November)가 강조한 ‘위험의 공간성(spatialities of 

risk)’과 연결된다. 즉, 위험경관(Riskscapes)은 공간성, 실천들, 개인 혹은 그룹이 가

지는 위험에 대한 관점과 복수성(plurality)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물리

적 위험의 공간적 측면, 어떻게 사람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소통하는지에 대한 담론

적 측면, 어떻게 사람들이 위험을 (재)생산하고 그것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Muller-Mahn et al., 2018).

물러만과 에버츠(Detlef Muller-Mahn and Jonathan Everts, 2012)는 위험경관을 활

용하여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기근 사태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와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문제와 연결하였지만, 지역 부족들은 문제의 궁

극적인 원인은 토지와 수자원 이용 권한이 박탈된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게 가뭄이나 기근은 이미 익숙한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토지 및 수자원 이용에 문제가 생기

면서 주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문가와 토착민이 서로 다

른 위험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기후변

화라는 ‘거대담론’의 큰 스케일의 이슈만으로 이해하느라 일상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위험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 지역(local)이 생산해내는 다양하고 구체적

인 위험(경관)을 고려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Müller-Mahn and 

Everts, 2012: 28-35).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Lee, Sang-Hun et 

al(2018)은 4개 지역의 핵발전소가 발전국가담론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최근 지역 스

케일의 위험경관이 만들어짐으로써 경제발전을 내세우는 발전국가 신화에 균열을 

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가로부터 형성된 위험경관과 로컬 스

케일의 위험경관이 서로 경합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자들이 각기 다른 위험경관을 왜, 어떻게 만들어나갔는지에 대해 보여주지 못했다. 

Muller-Mahn, D. et al(2020)은 에티오피아의 수력발전정치와 다양한 스케일의 위험

경관이 어떻게 경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국가는 수력발전을 위한 댐을 건설하는 

것을 기후변화를 막는 시도라고 정당화하였으나, 강의 흐름에 맞춰 살아오던 주민

들의 일상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시간성’에 주목하였는데, 지역주민

들은 단기적인 관점, 식량부족처럼 즉시 발생하는 위험들에 대해 걱정하는 반면, 국

가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문제나 국가발전 등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며 

이러한 시간-공간적 차이로 인해 만들어진 이질적인 위험경관이 어떻게 충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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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위험을 대하는 관점이나 인식의 다양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로컬 고유의 위험경관을 만드는 ‘주체성’의 과정을 설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

다. 장주은·황진태(2021)는 이탈리아 마피아가 생산한 코로나 위험경관을 보여주었

는데, 확진자 수와 사망률 등 수치로 표현된 국가적 위험이 결코 이탈리아 사회 내

부에서 만들어진 위험경관과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탈리아 마피아는 자신

들이 지역사회와 형성했던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조직의 지도자와 지역을 위한 자선

가라는 다양한 얼굴을 갖게 되었는데, ‘좋은 놈’으로서의 마피아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부지역의 경제나 발전양상과 마피아가 이 지역과 맺어왔던 역사·공간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위험경관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어떤 담론, 실천과 관점을 형성해나가는지, 특히 대책위는 왜 주류 탈핵운

동진영이 외치는 탈핵과는 다른 ‘이주대책’을 요구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

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한수원, 지역주민과 대책위가 어떻게 핵발전소에 대한 각기 

다른 위험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탈핵’ 혹은 ‘반

핵’이라는 탈핵운동진영 내 거대담론과 경합, 충돌 및 긴장을 만들어내는 지역주민

들의 주체적인 ‘이주대책’은 또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

석할 것이다.

Ⅲ. 본론: 대책위의 주체적인 위험경관들

1. 생계와 피폭문제 사이: 전가된 피해와 낙인들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지역주민들의 직업구성은 주로 자영업(식당)을 운영하거나 핵

발전소 종사자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한수원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식당 고객의 대부분이 월성핵발전소에서 근무

하는 직원, 노동자들이기에 지역주민들이 한수원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그들이 한수원을 비판하는 순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직·간접적인 피해

를 본 경우도 있다(오마이뉴스, 2020-07-02).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책위는 생계문제

와 건강·피폭문제 사이에서 후자를 더 우선시함으로써 이주라는 또 다른 종류의 탈

핵운동을 하게 되었다. 즉, 이주대책위는 생계문제를 우려하면서도 지역 내에서 유

일하게 한수원과 월성원전을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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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한수원노조와 지역상인들이 마을에 건 현수막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탈핵을 요구하기 보다 이주대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연구자: 민감한데, 요즘 울산에서 월성 2,3,4호기 폐쇄 조끼도 입고 요구도 

하던데, 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7장

주민: 최인접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사람들이잖아. 

2,3,4호기를 지금 당장 멈추게되면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히 식당이나 

장사, 가게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거든. 신월성 1,2호기는 양

북쪽에 있다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 근처로 가고. 중저준위방폐장도 양

북에 있기 때문에, 본사도 양북에 있어. 자기 소재지에 있다보니 주도권을 

가졌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면서 양남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신월성은 경수로이고 가동한지 얼마되지 않다보니까, 외주업체 직원

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가 없거든. 그럼 본사직원들을 위해서 내부에 식

당을 운영하는거지. 그럼 사실상 여기도 원전 밖으로 나와서 가게를 갈 필

요가 없는거지. 그러나 일용직이나 외주업체는 식당을 이용하는건데, 중수로

(월성 2,3,4호기)에는 이 비중이 많거든? 만약에 2,3,4호기를 멈춘다고 하면, 

식당이라던지 여기 상권자체가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 하는 거고, 우리도 가동중지를 외치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지. 물론, 핵폐기물이나 삼중수소를 조금이라도 덜 배출하려면 지금

이라도 중지시키는 게 맞아! 맞지만, 감히 그 얘기를, 주민들의 목숨과 생활

이 걸려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7년동안 이거를 

해오면서, 분명히 방사능이 먹거리(쌀,채소)에 오염이 되었을 거야, 토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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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것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마을엔 사실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 없고, 보통은 한수원에서 일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데. 양남면 

가보면 하우스를 하거나 크게 농사짓는 사람이 많거든, 파프리카도 하고. 부

추도 많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방사능 나온다, 먹으면 안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입을 피해를 막아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또 농수산물

에 대한 피해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냥 사람, 내부피폭을 받은 우리를 위

주로 이야기를 하는거야. 우리를 이주시켜달라는 요구외엔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선. (6/30 인터뷰)

인터뷰 결과, 그들도 울산북구나 경주 시내의 연대자/활동가처럼 원전폐쇄나 월성 

원전 2,3,4호기 폐쇄를 외치고 싶지만 원전이 여전히 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

에, 원전을 멈추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들이 탈

핵이 아니라 이주를 요구하는 이유는 ‘탈핵’을 외치는 순간, 지역 농수산물이나 토

양 오염·피폭문제를 비롯하여 그동안 터부(taboo)시 되었던 문제들도 함께 부상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들의 생계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먹고사는 문

제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탈핵을 더 강력하게 외치지 못하고 이주대

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책위는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지 않고 ‘자신의 몸, 

훼손되고 병든 자신의 몸’을 근거로 피해를 입증하고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즉, 이

주대책위는 생계에 대한 위협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피폭문제 및 안

전하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한수원과 월성 원전에 이주대책을 하는 등 비판적

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탈핵이나 원전의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의 생계나 

발전문제에 역행하는 것이자, 지역에서 터부시해왔던 문제들(토양오염, 농수산물 피

폭문제)을 함께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탈핵이나 원전폐쇄보다는 자신의 

몸만으로도 요구할 수 있는 이주대책에 집중하게 되었다.

2. 현실가능성의 부재: 탈핵의 협소한 정의와 그 너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탈핵의 정의 혹은 범위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사회

의 통념은 현 문재인 정권이 에너지 전환 혹은 탈원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장기간에 걸쳐 핵발전소를 점차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탈핵의 범위는 이를 넘어 ‘폐로와 핵폐기물 처리 및 

보관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88-



그림 11. 탈핵/탈원전 정의의 차이(사회 통념(노란색)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탈핵(빨간색)) 

가장 큰 문제는 폐로와 핵폐기물(고준위) 보관 및 처리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도 

기술이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탈핵’을 외치는 것보

다 이주를 외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 된다. 특히 영화 <월성>에

서는 대책위가 ‘고준위 핵폐기물 대안이 있다’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직접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만, 핵발전소 전문가인 그조차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라

는 대답만 내놓음으로써 주민들은 이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다. 

주민: 그리고 우리가 집회를 하다가 서울대학교 핵공학과, 센터장 주한규 교

수 만났잖아. 만나게 된 계기가, 서울에 조카 결혼식에 가려고 보니 서울역 

앞에서 서울대학교 핵공학과 학생들이 유인물, 선물을 주면서 서명을 받더

라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뭐 하는건지 보니까. 그러면서 학생

들한테 유인물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 자기는 모른대. 그냥 행사가 

있대서 한 대. 그래서 유인물을 집에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고준위 핵폐기물 대안있다.”는 거야. 핵공학과 센터장이 알거다 해서, 서울

대 주한규 교수 사무실로 전화한거야. 만나고 싶다고. 처음에는 외국가고 없

다고 해서, 다시 전화를 거니. 처음엔 좋은 말로 했지. 당신 뭐야라고 하면 

그럴까 싶어서. “교수님, 핵폐기물의 대안이 있다고 유인물에. 저희는 정말 

고준위 핵폐기물 때문에 어떡해 해야할지 고민인데. 대안이 있다고 하니 너

무 반갑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교수님에게 듣고싶다.”고 하니 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랑 올라간거야. 근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하도 뺴달

라고 해서, 교수가 한 말을 뺀 것도 있어. 근데 “앞으로 해보겠다.”는 거잖

아, 대안이 있는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30,40년동안 뭐했냐. 원자력이 돌

아가면 핵폐기물 처리할 시설도 만들어야 하잖아. 집 만들 때 화장실 만드

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해야할 거를, 30-40년 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어디 갈데 없다고 밀어붙이기만 하지(2/2 인터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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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폐로 연구소도 월성(중수로)과 기장(경수로)에 현재(2021년 7월 기준) 지어지

는 중이며, 폐로에 대한 기술도 부족한 상태이다(노컷뉴스, 2021-09-26). 또한 정부

에 대한 불신도 주민들의 위험경관에 영향을 주었다. 정부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

리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2016년까지 임시저장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를 경주 밖으로 빼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주신문, 2017-07-27).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맥스터다 임시시설인지, 중간시설인

지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다른 

곳에 만들 수 없다면 이곳에 영구저장시설이 되지는 않을까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사회의 통념과 주민들의 탈핵 정의의 상이함, (주민들이 생각하

는)탈핵의 현실가능성 부재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을 통해 만들어진 위험경관

은 이들이 ‘막연한 탈핵’을 외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이며 유일한 대안인 이주대책

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3. 탈핵진영에 포함되지 못한 목소리: 탈핵이라는 거대담론에서 배제된 로컬의 요구

윤순진(2015)은 후쿠시마 사고 전후로 건설반대에 집중했던 ‘반대’운동에서 핵발전

소의 비중을 점차 낮춰가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post’, 핵

발전소를 넘어서라는 의미의 ‘탈핵’운동으로 변했다고 설명한다. 물론 윤순진(2015)

의 설명과 같이 반핵에서 탈핵으로의 운동/담론의 변화는 처음으로 에너지전환, 탈

핵을 선언한 현 정부로 이어졌고 실제 고리,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이끌었다. 그

러나 그 과정에서 ‘탈핵’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의 구체적인 목소리들도 존재한다. 

김현우·이정필(2017)은 한국 핵발전 레짐의 구성과 동학을 기존 중앙의 핵마피아를 

위주로 분석했던 것에서 나아가 지역의 핵마피아 혹은 성장연합 세력을 함께 볼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에 저항하는 ‘탈핵동맹’은 전국 수준에서 존재하지

만 외연은 다소 불분명하며 지역에서는 단일한 ‘탈핵’으로 국한되지 않는 개인과 집

단이 선택적으로 탈핵 이슈와 결합한다고 설명하였다(김현우·이정필, 2017: 44). 이

주대책위주민은 인터뷰를 통하여 김현우·이정필의 지적처럼 핵발전소를 멈추는 것

만이 탈핵이 아니라, 이주를 시키는 것이나 건강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탈핵의 다른 

방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주민: 이주를 시키는 것도 탈핵을 하는 다른 방식이기도 해. 이것도 큰 성과

인거야. 핵발전소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 적게나마,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야. 물론 쉽지 않겠지, 정부를 

상대해야하고 핵 마피아를 상대해야니까. 근데 만약 한수원도, 탈핵단체, 시

-90-



민 전체가 최인접주민 이주를 먼저 요구한다면 다르게 생각할거야. 아, 이거

부터 해야겠구나라고. 근데 제일 골치아픈 이주는 항상 후순위로 가는거지. 

후회는 안해, 힘들었지만. 우리가 핵발전소에 대해 이만큼 알았고, 미래세대

에 이것만큼은 넘겨주면 안된다는 것도 잘 알았고. 지금있는 핵발전소만으

로도 전기도 모자라지 않았고, 지진났을 때 4기가 다 멈춰도 전기가 부족하

지 않았잖아. 무엇보다 그때 삼중수소 검사를 했었는데, 차이가 나더라고. 

훨씬 줄어든거지(6.30 인터뷰). 

김세영 외(2019)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면서 탈핵운동 

내부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즉, 탈핵운동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

한 요구들이 공존하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하는데, 현재의 탈핵운동은 고정되

고 단일한 하나의 목소리로서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맥락을 거세한다는 것이다(김

세영 외, 2019: 98-99). 또한, 2017년 10월 30일 탈핵신문도 이제는 탈핵진영이 과

거처럼 ‘한 덩어리로 모든 것을 받아 안기에는 힘든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탈핵운동 안에서도 중앙, 수도권 중심의 탈핵운동(진영)이 더 분화되고 다양

해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처럼 위험은 단일한 것이 아니며 다른 행위자들의 

관점과 전략의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주체적인 위험경관(들)이 만들어진다. 환경단

체/탈핵운동가/탈핵운동의 ‘탈핵’이라는 거대담론은 때로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기

도 하지만, 핵발전소와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위험경관을 제대로 담거나 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탈핵진영의 주장도 하나의, 단일한 고유한 ‘탈핵’이 아니라 

이주문제, 계획적 누출과 이에 따른 건강, 피폭문제, 폐로문제, 핵폐기물 처리 및 보

관 문제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존 탈핵이 의미하

는 핵발전소 설치 계획 및 건설 반대, 오래된 원전의 수명연장 반대, 신규원전 금지 

및 영구정지 요구를 넘어설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 위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책이나 

전략을 어떻게, 얼마나 품고 그들과 함께 다양한 탈핵운동 및 주장을 해나가는가이

다. 정현주·황진태(2020)는 한국 정부 스스로 “K-방역”으로 지칭한 성공적인 방역모

델을 통하여 강조된 대문자 K로 상징되는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문자 k(대한의

사협회, 자원봉사단체, 지자체,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로서 사회를 구성하

는 다양한 개인, 조직과 이들이 형성하는 사회공간적 특성들로 시야를 확장할 필요

성을 강조한다. 즉, ‘핵발전소 가동중지와 신규원전 금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탈

핵’이라는 거대담론에서 배제되었던 지역주민들의 이주, 건강/피폭문제, 폐로와 핵폐

기물 보관 및 처리 등 더 다양한 ‘탈핵’너머의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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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헌 외(2014)는 위험경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 들리지 않던 목소리, 우리

가 잘 들으려 하지 않던 그 목소리’를 언급하였다. 특히, 객관적 위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였고, 때로

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되묻는다. 무엇보다 그들은 ‘왜 탈핵에 주체

적으로 나서지 않는가, 왜 탈핵운동을 언급하지 않는가’를 묻기보단 그들에 대한 진

정한 ‘공감’이 우선될 필요를 강조하였다. 즉, 탈핵이라는 거대담론 속에서 배제되어

왔던 지역주민들의 맥락, 상황과 주장들에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이 연구의 의미는 반핵/탈핵과 찬핵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이해하거나 분석하

기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하며, 특히 지역에서 주체적인 위험경관을 왜, 어떻게 만들

어왔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찬핵진영의 경관, 때로는 국가 혹은 탈핵

(운동)진영과의 경관과 부딪히고, 서로 영향을 주며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책위가 외치는 ‘이주대책’에 초점을 맞춘 뒤, 왜 ‘탈핵이나 월성 2,3,4호기 

폐쇄요구’가 아닌 이주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그들의 위험경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는 더 다양한 로컬의 목소리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

다. 특히, 경주시내 주민이나 울산북구 주민들에 대한 ‘탈핵’ 입장과 그들의 위험경

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다. 울산북구 주민들의 경우에는 핵발전소

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전과 상관없이 사는 ‘연대자’가 아니라 위로는 월성핵발

전소와 아래로는 고리핵발전소에 끼인 채 살아가야 하는 위험의 피해자이자 당사자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탈핵’, ‘월성 2,3,4호기 폐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대

책위와 긴장관계를 형성한 것은 그들의 ‘위험경관’에 따르면 납득할 만하다. 또한, 

대책위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중 핵발전소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을 ‘핵발

전소를 옹호하는 하나의 집단’처럼 묘사했지만, 그들 사이에도 맥락, 처한 환경, 직

업과 경험 등에 따라 고정되고 단일한 위험경관이 아닌 복수의 다양한 위험경관을 

가질 수 있다. 그들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해 월성핵발전소 최인접마을에 사는 주민

들이 핵발전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탈핵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경관을 통해 그동안 배

제되었던 그들의 관점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험경관의 

다양성’을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역시 남

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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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월성 주민은 왜 ‘이주’를 요구하는가”에 대하여

 오은정(서울대 인류학과 BK조교수)

이 글은 월성 원전 인근 마을에서 진행된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이곳의 주민들이 원

전 당국과의 관계를 '탈핵'보다는 '이주대책 요구'를 중심으로 틀지우는 과정을 위험 

경관의 복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한국의 원전 반대 운동이

나 반핵/탈핵 운동 역사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때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절실한 호소가 되었던 적도 있지만, 원전 산업계의 입장과 유사한 형태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원전을 유치해야 한다거나 혹은 반핵 메시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는 상충된 목소리를 낸 적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3/11 동일본 대지진 이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은 안전한 기술이라는 비교적 과범위하

게 받아들여졌던 신화적 믿음에 균열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3/11 이후 원전 주

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겨났고,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비교

적 가까운 도시의 시민 사회의 위험 경관도 크게 변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 변화라는 것은 위험 경관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더 구체화되고 상세해진 것과

도 연결된다. 가령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장비의 구비가 늘어났다거나 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비교적 단일한 형태로 이해되어 

왔던 반핵/탈핵의 개념에도 균열을 가져왔다. 원전과 폐로에 관련되는 복수의 위험

과 관련된 복수의 의사결정 체계, 복수의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의견 또한 

복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현장연구에 바탕해 원전 최인근 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 중에서도 원전 산업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달리 피폭의 위험을 인식하

면서도 ‘탈핵’이라는 구호를 온전히 외치기 힘든 주민들의 입장을 잘 전달해준다. 

그런 점에서,  탈핵(운동)이란 하나의 목표(핵발전소를 멈추고, 전체 핵발전소 개수

를 줄여나가는 것)를 가진 단일한 이념이나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연구자의 고정관

념과 한계를 드러내고 성찰함으로써 탈핵(운동)이란 결코 고정된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려 했다는 저자의 말에 공감을 하게 된다. 

원전 당국을 상대로하는 운동이 '탈핵'이 아니라고 하고, 탈핵을 이야기하는 다른 

운동과의 연대에도 선을 긋는 이러한 주민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연구

자는 이를 주민들의 생계, 탈핵의 현실가능성, 탈핵 운동에서 배제되는 로컬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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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글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위험

에 대한 사회-공간적 이미지’인 위험 경관의 개념을 통해, 주민들이 소위 ‘탈핵 운

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분석적 측

면에서 위험경관의 시공간성의 차이 등으로 좀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가령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장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 폐로 등에 대해 시공

간적 위험 인식의 차이는 언급은 되지만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지는 않고, 인터뷰 

자료 등에 대한 보충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글에서 상당히 짧게 서술 되었는데 주민들이 탈핵운동 진영과 처음부터 분리

되어 있었던 것인가. 3/11 직후라던가 시기별로 혹은 특정한 사건들 속에서 연대하

거나 혹은 멀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이들의 운동 상에

서 이러한 이주대책 요구와 탈핵과의 분리 움직임 등이 시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

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탈핵 운동 진영에서 주민들

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원전 당국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배제되는 논리,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되는 것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원전에 사회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모습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전원3법 교부금과 고정자산세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고용과 서

비스 산업 등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원전 인근 주민들의 경우 

고용이나 상업 활동 이외에 어떤 종속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일반적인 

고용이나 상업 활동을 원전산업에 대한 종속적인 이해관계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지 

원전 산업의 특이성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가령 가까운 울산 같은 경우에도 도

시의 산업과 도시민의 의존 관계가 매우 깊다. 이러한 일반적인 산업과 지역주민의 

의존, 상호 연결 이외에 원전 산업 만의 특이적 종속, 의존 관계는 어떤 것인지 궁

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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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과 윤리

박찬구 (서울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1. 탈핵이 왜 윤리 문제인가?

연초에 탈핵에너지학회에서 “탈핵과 윤리”라는 주제로 한 꼭지 발표해달라고 부탁

하신 적이 있다. 이는 아마도 이제는 탈핵운동의 대중화가 중요해진 시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었

다. 탈핵이 윤리 문제임은 우리에게 탈핵의 모범사례를 보여준 독일의 경우에서도 

드러난다. 세계 최초로 원전 폐쇄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17인 위원회’의 명칭이 ‘윤

리위원회’(“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

여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퇴퍼(Klaus Töpfer)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원자력의 문제를 효율성이라는 틀로 판단해도 되는지를 가장 먼저 결정

해야 했다. 원자력 기술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라든지, 다음 세대

에게 원전 폐기물의 위험을 넘겨주게 되는 세대 간 정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

리는 이 문제를 효율성의 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윤

리적인 문제였다.4) [강조-필자]

퇴퍼 교수 말의 요지는 ‘효율성이냐 생존(안전)이냐, 효율성이냐 세대 간 정의냐’

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곧 원전 문제의 본질이 에너지(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미래세대의) 안전이 걸린 ‘윤리’ 문제라는 것이

4) 장덕진 외,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2015, 243쪽에서 재
인용. 

   독일이 원전 폐쇄를 선언하기까지는 17인으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결
정적 역할이 있었다. 이 17인 위원회에는 뜻밖에도 다양한 인사가 참여했는데, 원자력발전 전문가나 
과학자가 아닌 종교지도자, 철학자, 교수, 정당, 경제인, 시민단체 대표 등이 그들이다. 독일은 원전을 
반핵, 찬핵,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 위원회의 바흐만 사무총장은 
2011년 7월초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의 교훈은 원전 폭발 사고, 노심용해는 인간이 감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런 사회는 지속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
다. 이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보해 탈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독일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17인 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는 공개토론도 큰 
역할을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사흘간의 집중토론과 11시간의 TV 생방송을 통한 공개토론
을 개최했으며, 이 토론에는 30명의 외부 전문가도 참가했다. 그는 “곧 세계가 바뀔 것이다”라며 “과
거처럼 하면 경쟁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에너
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원전 폐기는 기술 아닌 윤리 문제”, <경향신문>, 
201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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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자에게는 퇴퍼 교수의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표현도 눈에 들어왔다. 이는 1차적

으로 핵폭탄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핵발전소가 내포한 또 다른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테러범 1인이 발사하는 소형 미사일 한 발로도 (원전 밀집도가 세

계 1위인) 대한민국이 끝장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처럼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

람 눈에는 이런 허점이 너무나 쉽게 보인다. 물론 북한의 정보기관에서도 이런 사

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런 일이 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단지 

남북이 전쟁상태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세대 간 정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아직 뾰족한 처리방법조차 없는 

핵폐기물이 미래세대에게 안겨줄 크나 큰 위험성을 생각할 때, 이는 “부모세대가 자

식세대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는 윤리적인 문제임”5)을 제대로 널리 알리고 그 

공감대를 확장해야 할 일인 것이다.

2. 탈핵의 앞길에 드리운 구름 - 최근 유럽과 독일, 그리고 한국의 상황

최근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과제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기대에 못 미

치고 있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전체 에너

지의 35% 정도를 러시아에서 오는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태도 여

하에 따라(공급을 줄일 경우) 천연가스 값이 폭등할 위험성이 상존한다. 문제는 천

연가스의 가격이 오를 경우 전기 값도 따라 올라가서 다시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천연가스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단지 석유의 40%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천연가스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분명한 것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이다. 만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근본 대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중론이다. 예컨대 리튬이온전지 등이 개발되었지만 화재의 위험성을 극복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동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가동을 찬성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차세대 원전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으며, 원

5) 이원영, “잠이 오나요? 울산시민 여러분!”,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 시대를 열어라』, 2017, 
212~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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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그린에너지로 인증 받으려 시도하고 있다. 원전의 비중을 다시 늘려나가려는 

시도는 유럽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현

재 전체 전력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비중을 점차 20%까지 늘리려는 계

획을 갖고 있다. 중국은 현재 약 60기인 원전을 앞으로 150기까지 늘릴 예정이다. 

러시아와 인도 등의 상황도 대동소이하다.6)

지금 원전 가동과 관련한 지구촌의 상황은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서 오는 위험’과 ‘원전의 사고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 사이에서의 양자택

일을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의 절

박성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선택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7)

원전 폐기의 원조인 독일의 상황은 어떤가? 최근 독일 ‘디 벨트(Die Welt)’ 지의 

여론조사 결과(2021. 11. 6.)에 의하면 놀랍게도 독일인의 50%는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고 있다. 이는 핵에너지에 대한 독일인의 의식 변화를 읽을 수 있

는 대목인데, 아마도 프랑스와 동유럽을 중심으로 원전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바뀌

면서 유럽의 에너지 정책이 핵에너지를 그린에너지에 포함시키려는 분위기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일종의 ‘그린워싱(Green Washing)’8)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대체에너지시대 진입을 앞두고 에너지 부족이라는 현실적 난관에 직면한 

유럽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럽의 기후가 변한 탓인지 금년에는 유독 

바람과 일조량이 모두 적어 풍력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천연가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가격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 “그

린 스태그플레이션(green stagflation)9)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탈 

원전 전략은 실수인가?”라는 기사(<Süddeutsche Zeitung>)라든지 “엄격한 에너지 

정책이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Handelsblatt>, 2021. 10. 29.)와 같은 기사가 나

오고 있는 것은 현재의 전력위기가 독일 산업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독일인들

의 위기감, 그리고 에너지 공급 대란이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공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탈 원전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방향은 물론 옳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대체에너지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즉 바람의 세기와 지속성, 일조량이 기대에 못 미치고, 풍력에너지

6) 미국에서는 원전이 확실하게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넓은 땅과 좋은 날씨 덕에 태양광과 풍력의 가격
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원전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7) 최준영, “유럽의 원전 부활”, <홍사훈의 경제 쇼>, KBS라디오, 2021. 11. 4. 참조.
8)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 (‘위키피디아’ 참조)
9) ‘그린 인플레이션’, ‘그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독일은 전체 에너지의 40%

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보다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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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태양광에너지를 위한 시설 인프라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가 닥

칠 경우 원전에의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이 오는 11월말 원자력에너지

를 그린에너지로 승인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10)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현재 우리나라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없으며 2050년경

에는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요즘에는 원전 건설 부지를 찾기도 힘든 

형편이다. 영덕이나 삼척 정도가 남아 있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송

전도 문제이다. 현재 원전은 주로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밀양 사건’에서 보듯이 송전 선로 반대 운동이 만만치 않으며, 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발전의 혜택은 주로 수도권 주민들이 누리는 반면 발전소가 밀

집해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과 송전 선로 인근의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데,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이는 인권과 인간 평등의 문제가 

걸려 있는 그야말로 ‘윤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적 당위와는 별개로 탈핵의 앞길에는 여전히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15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여전히 핵 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실시한 “2020년 원전 산업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원전이 안

전하다’는 인식은 2017년 56.5%, 2018년 58.9%, 2019년 63%, 2020년 64.7%로 매

년 높아지고 있다.11) 핵 발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은 대체로 

‘핵 발전이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명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니 핵 발전

은 어쩔 수 없는 선택지, 즉 필요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12) 

그렇다면 원전은 ‘안전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므로 현재의 원전을 

유지하든가 혹은 몇몇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기 생산 단가를 획기적

으로 줄이기 위해 더 늘려야 할까? 과연 원전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 정도로 우리

가 용인할 수밖에 없는 물건일까? 아래에서는 우선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나라

가 끝장날’) 원전의 파괴적 위험성에 대해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

(Risikogesellschaft)론’을 통해서 살펴본 다음, (‘미래세대에게 못할 짓을 하는’) 원전

의 비윤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0)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되는 듯 - 그린 스태그플레이션 앞에 추락하는 독일과 유럽”, <YouTube, 
‘독신남: 독일어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2021. 11. 9.> 참조. 

11) <국토일보> 2021. 1. 22. 참조.
12) 윤순진, “원전 줄이기, 서울시에서 답이 보인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 시대를 열어라』, 2017,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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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사회론’을 통해서 본 원전의 파괴적 위험성 

벡에 따르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근대화를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부가 확대 재생산되는 동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부를 얻기 위해 감

수해야 할 ‘필요악’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선 성장, 후 안전’을 당연시

했는데, 이 시기를 ‘단순 근대’라 부른다. 이러한 단순 근대사회에서 성장을 위해 위

험을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위험의 영향이 그다지 파괴적이지 않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문명이 더 발전하고 물질적 풍요가 더 증대되자 이제는 ‘감수할 수 없

는’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나 원전사고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런 파국적인 위험의 등장은 부의 생산과 충돌을 일으킨다. 위험사회란 이런 위험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기술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물질적

인 풍요도 늘어나지만 우리 삶은 점점 불안하고 위태로워진다. 이런 사회에서 등장

하는 위험은 예측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가 아무리 정상

적으로 작동해도 고도 위험기술이 가진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13) 

여기서 벡은 단순 근대화를 계속해서는 위험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찰적 근대화’를 제시한다. 성찰적 근대화란 제도

가 위험을 생산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는 ‘성찰적 과학발전’과 ‘하위 정치’를 제안한다. 성찰

적 과학발전이란 그동안 과학자들에게만 맡겨졌던 일부 중요한 사회적 결정에 일반

인도 참여하는 것으로 대표되고, 하위 정치란 정치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된 일반인

들이 정치를 의회에만 맡겨 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참여민

주주의를 의미한다.14) 

이러한 벡의 위험사회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한 대표적인 예가 ‘이중 위험사회론’

이다. 한국은 고도 산업화로 인한 ‘위험사회의 위험’과 합리성의 부족으로 인한 ‘위

험사회 이전의 위험’을 동시에 지닌 사회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

장을 이루기는 했으나 아직 근대화의 모든 요소가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 탓에 정치

의 민주화와 사회의 합리화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함으로써 이중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15)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다. 벡의 책 『위험사회』(1986)는 독일 사회를 대상

13) 울리히 벡(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2006, 52~59쪽 참조.
14) 같은 책, 제3부 “성찰적 근대화” 참조.
15) 김대환, “돌진적 성장이 낳은 이중 위험사회”, 『계간 사상』(1998 가을), 26~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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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거기에 따르면 핵발전소의 유무를 통해 한 사회를 위험사회

로 규정하느냐 마느냐의 척도로 삼는다. 이는 한편으로 핵의 파국적 위험성을 전제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독일과 한국은 같은 위험사회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은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양국 사이

에 부패와 비리의 정도 차가 크기 때문이다. ‘2020 세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독일

은 80점으로 9위이지만 한국은 61점으로 33위이다. 독일에 비해 한국은 부패의 정

도가 심한 사회인 것이다. 양국이 모두 원전을 보유한 고위험 과학기술 국가이긴 

해도, 독일에 비해 한국은 비리 가능성이 더 큰 위험국가인 셈이다. 이러한 고위험 

국가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어도 비리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해 사고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처럼 비리에 의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

고가 일어나는 사회를 홍성태는 ‘비리-사고사회’라 부르면서, 한국사회도 여기에 해

당한다고 본다.16)

그에 따르면, 비리-사고사회는 비리 세력이 오랫동안 지배한 잘못된 정치의 역사

적·구조적 산물이다. 한국은 심지어 고도의 위험시설인 핵발전소마저 온갖 납품 비

리와 운영 비리로 얼룩진 심각한 비리사회라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탐욕에 사

로잡혀 비리를 저지를 수 있어도 이를 제어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이다. 그러나 정부가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이러한 비리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이러한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여 비리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매수와 세뇌로 다수의 국민을 포섭하여 권력을 전횡하게 

된다.17) 

만일 위의 분석이 타당하다면 한국 탈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험난할 수

밖에 없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위험사회의 위험’과 합리성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사회 이전의 위험’, 즉 정치의 민주화와 사회의 합리화가 정착되지 못함으로 

인한 이중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데 더하여 비리의 정도까지 큰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탈핵을 이루기까지의 안전한 핵발전소 관리가 얼마나 힘든 과제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는 사고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제도적 대응을 넘어 비

리를 가능케 하는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형식적 민주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벡이 제시한 ‘참여민주주의’와 같은 

실질적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는 촛불시위를 통해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은 떼었지만, 모두 알

다시피 진정한 정치의 민주화와 사회의 합리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16) 홍성태, “세월호 대참사와 비리-사고사회 한국”, 『4. 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인
문학』(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 심포지엄 자료집, 2014. 10. 31), 131~133쪽.

17) 같은 책,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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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핵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통해 여론주도 층과 다수 

국민을 설득하는 데에도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단

계 행보의 시금석이 되는 독일의 경우에 다시금 주목하게 된다. 왜냐하면 독일은 

이에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최근 독일의 탈핵을 위협하고 

있는 몇 가지 조짐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는 탈핵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

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그 근본 방향을 의심해서 그런 것은 아

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로 고도성장을 추구해온 한국 사회에서 ‘성장과 안전’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여론조사를 해본다면 아마도 성장 쪽에 방점이 찍힐 것이다. 그간 

우리의 발전과정, 즉 경제성장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몸에 밴 태도가 그렇기 때문

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성장과 안전이 과연 대립되는 개념인지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안전을 위해 돈을 쓰면 성장에 투자할 여력이 그

만큼 줄어드니까 안전과 성장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 근대화로 인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위험사회에서는 물질적 욕구는 줄어드는 반면 위험에 대한 감수

성은 커져서 사람들이 점차 성장보다 안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즉, 사람들의 가

치관이 점차 성장을 중시하는 쪽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더욱

이 성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치명적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성장을 위

한 투자를 좀 줄이더라도 안전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는 현재 서구 선진국들이 걷고 있는 길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전과 경제가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 즉 이 둘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

라 상호 윈-윈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우리가 독일

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그 이상주의적이고 윤리적인 담론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원자력에너지보다 신재생에너지가 더 싸다. 이는 일찍부터 신재생에너

지 개발에 힘을 기울인 결과로서, 현재 이 분야의 고용 인원만도 백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독일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과 경제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핵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원

전은 그 특성상 소수의 거대 기업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반면 신재생에

너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도 얼마든지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현

재 독일에는 약 1천개 이상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사회

가 이미 탈핵 시대의 경제사회 모델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물론 

현 단계에서 우리가 독일처럼 에너지 전환을 통한 경제사회 모델로 전환하기는 쉽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독일은 우리도 그러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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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4.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원전의 비윤리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윤리

필자는 2대 독자이니 우리 할머니의 유일한 손자이다. 위로 누나들이 있고 뒤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필자가 철이 들었을 때 할머니는 이미 90세에 가까우셨다. 당연히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셨다. 지금도 “우리 찬구는 귀도 잘 생기고 코

도 잘 생겨서 나중에 잘 살겠다!”라고 할머니께서 밥상머리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때로는 “나중에 예쁜 각시 만나 아들 딸 낳고 잘 살겠다!”라

는 말씀도 뒤따랐다. 물론 당신 자신의 맹목적인 손자 사랑과 소망이 깃든 표현일 

것이다. 아마도 우리 윗세대의 모든 할머니가 이와 비슷하시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필자는 이런 할머니의 태도에 대해 ‘우리 할머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까’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필자가 철든 후 할머니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하셨

다. 곧 돌아가실 할머니가, 아니 그 사실을 뻔히 알고 계시는 할머니가 손자 걱정을 

해 보았자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 자기가 경험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미련

을 가지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일단 죽고 나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그에게는 이 세상 전체도 소멸하

는 셈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얼마 안 있어 죽겠지만 우리 손자는 두고두고 행복

하기를’ 빈 우리 할머니는 물론이요,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초개

같이 내던진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도, 역사상의 무수한 순교자들도, 또 미래 세대의 

삶을 걱정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모두 어리석은 것인가. 

필자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미래세대와 관련한 윤리 문제’가 거론될 때마

다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에 근거한 이론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미래세

대를 배려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바를 우리

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미래세대를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과 ‘미래세대

는 우리에게 이익도 손해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배려하지 않아도 된

다’는 주장이 늘 등장한다. 사실 이러한 대답은 우리의 상식에도 위배된다. 왜냐하면 

미래세대는 우리의 자식 혹은 손자이며, 미래세대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이 직관

적으로 자명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는 ‘우리에게는 미래세대를 배려할 의무가 있

지만 이는 가까운 미래세대와 중기 미래세대18)에 대해서 그럴 뿐, 미래세대와 현세

18) 일반적으로 ‘가까운 미래세대’는 대략 100년 이내에 존재할 인류로 현세대의 아들이나 손자뻘에 해
당하며, ‘중기 미래세대’는 대략 100~300년 후에 존재할 미래세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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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똑같은 비중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인

정하되, 현세대에 대한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

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19)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현세대에게는 이득이지만 다음세대에게는 부담이 되는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막연히 우

리가 미래세대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우리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

과 미래세대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쉽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이익 쪽을 선택하

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에는 눈을 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20)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영미 쪽의 경험주의적 윤리의 입장을 대변한다. 여기서는 

인간이 현실적으로 경험 가능한 일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구체적인 시간

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자신

이 경험할 수 없는 일, 즉 일정한 시공간의 조건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일이나 형이

상학적인 대상은 무시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반대 논거는 주로 독일 철학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현 인류의 책임을 일반적인 도덕적 배려와 모든(미래세대를 

포함한) 인간 존재라는 차원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미래세대에게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고 현세대에게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

다.21) 

짐작할 수 있다시피 미래세대의 삶의 여건은 현존세대에게 달려 있다. 현존세대가 

배려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삶의 여건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재 우리 

삶의 풍요를 위해 미래세대의 소유물을 박탈하려는 강한 유혹에 내던져져 있다. 이

는 현대 기술문명의 특징이기도 하다. 더욱이 미래세대가 우리의 악행에 대해 보복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혹은 더욱 강렬하다.22) 즉 현재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해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우리가 먼 이웃이나 먼 미래의 

일에 대한 책임까지 짊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순전히 경험주의적,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할 경우, 우주의 중심인 내가 소멸

하는 순간 모든 것은 소멸한다. 나의 죽음과 더불어 세계도 사라지고 의미도 사라

진다. 따라서 나의 죽음 이후를 걱정하거나 미래세대를 염려할 이유도 없다. 이런 

입장에서는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 거기에는 신도 무한성의 이념도 없기 때문이다. 

19) 김명식, “미래세대와 환경윤리1 - 왜 우리는 미래세대를 배려해야 하는가?”, 『철학연구』 49, 철학연
구회, 2000년 6월, 273~293쪽 참조.

20) 같은 책, 276쪽.
21) 변순용, “자연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정당화에 대한 연구”, 『철학연구』 62, 철학연구회, 2003년 

9월, 245~268쪽 참조.
22) 구승회, “환경윤리학에서 미래세대의 문제, 『국민윤리연구』 제47호, 한국국민윤리학회, 2001년, 80

쪽.

-104-



남는 것이 있다면, 살아 있는 동안 최대한 삶을 즐기는 일뿐이다. 자기 소멸의 불안 

앞에서 삶을 즐기는 일만 남는다. 이런 의미에서 순전한 경험주의는 쾌락주의와도 

통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세계관을 넘어서야만 (공간적

으로) 이웃과의 참된 만남도 가능하고 (시간적으로) 과거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

는 참된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23) 

윤리의 두 가지 차원과 탈핵의 윤리

여기서 우리는 도덕ㆍ윤리의 개념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 하나는 어떤 특정 질서 혹은 제도로서의 도덕ㆍ윤리(영:moral/독:Sitte)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질서나 제도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기본 정신 혹은 원리로서의 

도덕ㆍ윤리, 즉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도덕성(영:morality/독:Sittlichkeit)이다. 전자

가 일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구체적 질서 내지 규범으로 표출되는 특정사회 도덕

(group moral)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다양한 특정사회 도덕들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어떤 공통된 정신, 즉 도덕의 기본 원리를 의미한다.24) 

또한 전자는 어떤 조건이 붙은 명령, 즉 가언명법으로서, “만약 네가 A를 원한다

면, 너는 B를 행해야 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조건절의 A는 ‘B를 

행하라’는 명령의 전제가 되는 상위의 목표이다. A의 자리에는 우리 일상의 사소한 

목표를 비롯하여 건강·부·명예·행복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도

덕이 가언명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온갖 욕구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것인지를 가르치는 전략적 지침이 되고 말 것이다. 반면에 후

자는 도덕 이외의 어떤 다른 목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언명법(무조건

적 명령)의 형태를 띤다.25)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이 주로 전자의 입장에서, 즉 개개인의 이익, 행복, 사회 공동

23) 같은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78~1860)의 말은 이러한 자기중심적·현실주의적 세계
관의 한계를 잘 지적하고 있다.

“다른 모든 존재를 언제나 ‘비-아(타자)’로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참으로 실재하는 것으
로 여기고, 타인이란 본래 환영(幻影)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 상대적 존재성만을 인정한다. 타
인은 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거나 아니면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자신과 ‘비-아’ 사
이에 넘어설 수 없는 차이와 깊은 간격을 남겨둠으로써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 자신과 함께 모든 실재성과 모든 세계가 침몰하는 것을 본다. 
반면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심지어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살아 있는 모
든 현존재와 하나가 된 자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현존재의 작은 부분만을 잃는다. 그는, 그 자신이 
언제나 인식하고 사랑한 다른 모든 존재 속에서 계속 살아 있다. 그리고 그의 의식을 다른 모든 존재
의 의식에서 분리하는 착각은 사라진다. 비록 전부는 아닐지라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죽음의 시
간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차이가 여기에서 비롯한다.” (쇼펜하우어(김미영 역),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 책세상, 2004, 제22절.

24) 피퍼(A. Pieper, 진교훈ㆍ유지한역), 『현대윤리학 입문』, 철학과 현실사, 1999, 30~34쪽 참조.
25) 잘 알다시피 칸트는 도덕의 최고 원리인 도덕법칙이 가언명법이어서는 안 되고 정언명법이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도덕법칙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명령이기 때문이다.

-105-



체의 질서유지 및 복지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법에 비유하자면 실정법적 차원에

서―도덕ㆍ윤리를 다룬다면, 윤리학은 전자(특수성)를 늘 후자(보편성)에 비추어 반

성적 통찰을 함으로써 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한다는 차원에서―법에 비유

하자면 자연법적 차원에서―도덕ㆍ윤리를 다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윤리를 다루는 방식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단

지 도덕의 현상에만 주목하고 도덕성의 원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자칫 

도덕 상대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변화하는 것, 즉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규범 유형만을 다루기 때문에, 불변하는 도덕의 기본원리를 정초하

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윤리는 주로 기술적(記述的) 진술의 차원에 

머물게 된다. 다른 한 가지는 전적으로 도덕성의 원리에만 주목하고 구체적인 도덕 

현상들을 도외시하는 접근법으로서, 이는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사변적

인 차원의 윤리에 그치기 쉽다. 이러한 윤리학은 주로 형이상학적인 규범적 명제만

을 제시함으로써, 항상 감성적 본성 및 역사적·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

간의 현실적 조건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정신이나 원리가 결여된 도덕’

은 방향을 상실하기 쉽고,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 도덕’은 관념의 유희일 뿐이다. 따

라서 제도로서의 도덕과 원리로서의 도덕(성)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윤리학의 한 

몸을 이룬다.26)

이처럼 윤리의 두 가지 차원을 길게 논한 이유는 탈핵의 윤리가 이 두 가지 차원

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지만, 특히 윤리를 경제성장이나 복지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내지 필요악쯤으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는 특정한 시공간적 조건을 반영한 ‘제도로서의 윤리’(가언명법으로서의 윤리)만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즉 현세대의 필요라는 조건을 

넘어 미래세대의 안녕과 복지를 배려해야 한다는 정언명법으로서의 윤리가 요청된

다는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아직까

지 모르고 있다. 핵폐기물의 안전한 저장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방

사능의 피해는 두고두고 인류를 괴롭힐 것이 분명한 데도 말이다. 원전 사고의 치

명적인 결과는 고사하고라도,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원

전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무책임함과 뻔

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태

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인간 존엄성과 인간 평등이라는 도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볼 때 탈핵의 윤

26) 피퍼(A. Pieper, 진교훈ㆍ유지한역), 위의 책, 66~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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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자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세대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인간은 모두 존엄

하고 평등한 존재로서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그것은 현재의 조건이나 이해타산으

로 침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이유로 미래세대의 

권익을 빼앗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탈핵은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의

무이자 책임이다. 이는 정언명법으로서의 윤리의 자명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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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탈핵과 윤리>에 대한 질의

임지연(홍익대 강사/미학)

박찬구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탈핵은 효율성이 아니라 윤리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소위 ‘위험사회’(울리히 벡)의 탈핵-윤리는 정언명법으로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살

필 수 있었습니다. 효율성 내지 경제적 가치가 판단과 행위의 주요 준칙으로 작용

하는 현실에서, ‘성찰’, ‘참여’, ‘배려’ 등 탈핵-윤리의 기본 방향과 태도를 새길 수 있

었던 귀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윤리 문제는 인간의 욕망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욕망은 ‘앎’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기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

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일에서 욕망의 끈질긴 속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탈핵 

의식을 확산해 가는 일에서도 ‘핵의 파국적 위험성’을 (은밀히든 분명히든) 인지

하고는 있지만, 많은 경우 여전히 성장을 향한 기성 욕망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

는 모습입니다. 탈핵 의식의 살아있는 운동을 위해서는 우리 욕망이 추구하는 궁

극적인 ‘선/좋음’의 형태가 새롭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 돈의 가

치가 궁극의 ‘선’으로 보편화된 현실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탈핵 시대의 ‘선/좋

음’은 무엇일까요? 

2. 기술발전을 통한 부의 확대 재생산을 추구하는 ‘단순 근대’에서 벗어나 ‘성찰적 

근대화’를 통해 위험을 인지하고 비판적 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울리히 벡의 

제안은 탈핵을 주장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한 울림을 줍니다. 또 발표문에서도 지

적되었듯이 성찰적 근대화의 구체적 운동은 ‘전문가/과학자-의회-시민’ 공동의 

‘참여’ 형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한편 2050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하는 한국이지만, 여전히 핵발전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현실에서 ‘성찰’과 ‘참여’

라는 말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상황에서 탈핵 시대 

성찰과 참여 윤리를 확산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영역이나 활

동은 무엇일까요? 

3. 탈핵 문제는 단순히 ‘원전 제로’라는 외적인 형태만이 아니라 근대적 발전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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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성찰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대성의 주

요 작동 원리인 인간중심의 사고체계와 이성의 도구적 사용에 대한 비판이라고

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탈핵을 위해서는 근대적 이성 사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요청되는데, 탈핵-윤리의 제안과 그 실천 속의 이성(그때는 단순히 ‘이성’이

라 말할 수 없을 지도 모르지만)은 어떤 모습일까요? 즉 가언명법이나 정언명법

의 형식은 그 자체 이성 주체의 구조 속에서 조건적이든 절대적이든 ‘명령’의 형

식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지적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탈핵 시대의 새로운 주체에

게서는 명령이 아닌 ‘다른 형식의 행동 원리’가 제시될 수 있지는 않은지 질문드

립니다. (발표문에서 소개해 주신 조모의 에피소드에서 명령과는 다른 행동 원리

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떠올려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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