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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l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후, 많은 비판과 반대여론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Ÿ 발전 단가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

Ÿ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과 일자리 감소

l 비판 1 :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Ÿ 더 이상 신규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노후 발전소를 수명연장 없이 폐지하더라도 발전

설비나 발전량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Ÿ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 가능하다. 공장시설, 공공기관, 대규모 건물, 농지와 고속

도로변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기술발전 

가능성 또한 높다. 지금의 비판들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비판이다. 

Ÿ 에너지 안보 문제는 LNG 뿐만 아니라 우라늄, 원유 등도 해당된다. 오히려 LNG는 대부

분 20년 장기계약을 맺고 수입되기 때문에 원유보다 가격이 비탄력적이며 수급에 안정

적이다. LNG의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l 비판 2 : 발전단가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 

Ÿ 탈원전·탈석탄 정책 비판에 활용되는 전기요금 인상 추정치는 과다계산된 측면이 있으

며, 설령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Ÿ 원전과 석탄은 절대 저렴한 발전원이 아니다. 

Ÿ 에너지 가격의 왜곡만 바로 잡아도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Ÿ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전력 다소비 구조를 효율화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l 비판 3 : 에너지 산업, 특히 원자력 산업에서의 대·내외적 경쟁력 상실과 일자리 감소

Ÿ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당장 하향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니며, 해외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Ÿ 원전 해체산업 및 에너지신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l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에너지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

로 안전한,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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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부터 ‘가격’과 ‘효율’이 아닌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및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수명연장 금지

Ÿ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전면 재검토

Ÿ 급격한 중단(Shut down)이 아닌 서서히 감축(Phase out)하는 단계적 원전 제로화 추진(신고

리 6호기 건설 시 65년 후인 2082년에 제로원전 달성)

Ÿ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30년까지 20%로 확대

Ÿ 4차산업혁명과의 연계하여 ESS 등 에너지 효율화 산업, 태양광·해상풍력 산업, 원전해체산

업 등 관련 에너지 신산업 적극 육성

Ÿ 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인상하고 친환경 발전연료의 세금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 실시

Ÿ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

조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전환

Ÿ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권한 강화

l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5월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발표

하고 노후 발전기 10기의 폐지를 임기 내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또한 6월 19일 고리 

1호기 원전 영구정지 선포와 함께 7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위원

회를 발족했다. 

l 지난 7월과 9월에는 ‘수요전망 워킹그룹’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전력수요 

전망치가 발표됐다. 7월 발표된 초안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전력수요 예측치

가 2030년 기준 113.2GW에서 101.9GW로 11.3GW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9월에는 그보다

도 1.4GW나 더 감소한 100.5GW라는 전망이 추가 발표됐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줄어든 전력수요 12.7GW는 신고리원전 약 9기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이다. 

구분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7차(A) 91.8 97.3 101.8 105.2 108.0 110.6 113.2

8차(B) 86.3 90.9 94.1 96.9 99.1 100.6
101.9

100.5

7차-8차(C) 5.5 6.4 7.7 8.3 8.9 10.0
11.3

12.7
출처 : 박재호의원실. ｢긴급간담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 (2017.07.17.)

표 1 전력수급계획 최대전력 수요전망 비교 (단위 :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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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후,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상당수 개최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탈석탄·탈원전 정책은 환영받는 만큼 반대 여론도 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

원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여·야간 논쟁이 격렬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과 문제제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단, 더 나아가 폐지할 경우 국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가? 정책 추진이 너무 빠른 것은 아닌가? 최근 원전 운영 중단으로 대정전 

사태를 겪었던 대만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Ÿ 발전 단가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

    - 탈석탄, 탈원전을 위해서는 결국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

이고 LNG발전소의 가동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전 단가와 전기요금 인상이 불

가피해지는 것이 아닌가? 

Ÿ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과 일자리 감소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기술 수출을 통해 수십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세계 원전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탈원전으로 인해 발전단가가 

인상되면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증가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많은 일자리들이 감소할 것이다. 

l 하지만 이러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너무 과도하고 잘못된 근거에 의한 것이

라는 반박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도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l 더미래연구소는 작년 11월 ‘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 : 전력·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

로’라는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 후속으로 정권 교체 후 논의되고 있는 에너

지 정책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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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전력수급을 어렵게 만드는가?

l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 가장 주요하게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이다. 일부 전문가, 야당 국회의원, 언론들은 신

규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의 발전소들을 단계적으로 폐지

할 경우 국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적어도 2025년 이후에는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해질 것(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라는 전망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주로 지적하는 부

분은 다음과 같다. 

Ÿ 석탄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가 줄면 향후 국내 전력 수요 자체를 충당할 수 없을 것이

다. 

Ÿ 더욱이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보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는 기후 및 여러 가지 기

술적 문제들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어려운 에너지원이다.  

Ÿ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완충 역할을 하는 LNG의 경우 100% 수입이기 때문에 에너

지 안보가 우려된다. 

l 비판자들은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이 전력수급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선례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나라들이 독일, 일본, 대만이다.

Ÿ 독일은 2022년까지 제로원전이라는 목표 하에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전체 

30%까지 늘렸지만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수급 부족분을 여전히 갈탄과 무연탄을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에 40% 이상 의존하고 있다(WNA).1)

Ÿ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년 반 동안 총 54기의 원전 가동을 모두 중지했

지만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압박으로 원전 5기를 재가동한 상태이다. 더욱이 일

본은 원전의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조선비즈).2)

Ÿ 대만 정부는 2025년까지 현재 가동중인 원전 6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지만 최근 블랙아웃 

사태로 원전 재가동 여론이 커지고 있다(조선일보).3) 

l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이와 같은 우려들이 존

재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지만 과장되거나 정책 추진의 현실적 효과를 왜곡하는 면이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전력수급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인가? 

1) World Nuclear Association. Information Library – Country Profiles – Countries G-N – Germany.
2) 조선비즈. 2017.07.18. “탈원전 3년만에 유턴한 일본, 원자력 포기하니 기업들 타격”.
3) 대만의 블랙아웃 사태는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수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LNG발전소의 기계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원전을 가동했다면 블랙아웃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
다. (조선일보. 2017.08.17. “탈원전 대만, 발전소 1곳 멈추자...국민 64%가 어둠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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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설비 및 발전량은 부족하지 않다.

l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더 이상 신규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노후 발전소를 수명연

장 없이 폐지하더라도 발전설비나 발전량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l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일본과 대만 사례와 비교하

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단기간 

내 셧다운 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일본은 1년반 동안 약 50기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고 대만

은 2025년까지 가동 중인 총 6기 원전의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과 대만이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겪은 것은 셧다운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향후 6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사실상 탈원전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

판을 받을 정도로 점진적인 탈원전 에너지 정환 정책이다.  

l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정부의 계획대로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발

전설비와 발전량이 부족한지 살펴보자. 지난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포함해 우리나라

에는 총 2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이었다. 현재 준공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신고

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재개가 확정된 신고리 5,6호기는 포함하되 신규 원전 6기4)는 

모두 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현황은 <그림1>과 같다. 

Ÿ 2017년에는 고리 1호기가 운영을 중단하여 총 24기의 원전(22.5GW)이 운영되고 있다. 2025

년까지 원전 5기가 폐지되고 신규원전 5기가 추가로 건설되어, 운영되는 원전은 총 24기로 

개수에는 변함이 없지만 신규원전의 설비용량이 폐지원전보다 크기 때문에 설비용량은 총 

25.3GW로 2.8GW만큼 증가한다. 2017년 운영 원전 22.5GW 중 4.2GW가 폐지되고 7GW가 

새로이 가동된 것으로 고리 1호기 폐지 전보다도 설비용량이 증가한다. 

Ÿ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가 달성되는 2030년까지는 한빛 2

호기 등 6기의 원전, 약 5GW가 추가로 폐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원전 발전설비 

대비 2030년의 발전설비는 불과 약 2.1GW 감소할 뿐이다. 20.4GW로 여전히 많은 원전이 

가동된다. 2017년 원전 설비용량 22.5GW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은 2050년 이후로 최

소 30년 이상 지난 후이다. 

Ÿ 발전량(설비용량*GW당 평균발전량)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원전 발전설비 1GW당 발전량이 평

균 7TWh5)이므로, 원전 발전설비 감소분 약 2GW에 해당하는 발전량 약 14TWh가 감소하게 

된다. 2017년의 발전량 157.5TWh에서 2030년 143.5TWh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표2> 참조).

4)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 1,2호기 등 총 6기
5)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원자력 “발전설비현황” 및 “발전 설비별 발전량” 참조하여 재구성.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망

발전설비(GW) 20.7 20.7 21.7 23.1 23.1
발전량(TWh) 138.8 156.4 164.8 162.0 157.8

설비단위당 

발전량(TWh/GW)
6.7 7.6 7.6 7.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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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자력발전소 운영중단에 따른 설비 현황 (단위 : MW)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한 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 자료를 통해 재구성함

*꺾은선 그래프는 그 해 잔여 원자력 발전소 수이며, 빨간색은 그 해까지 폐지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용량, 연두색

은 그 해 남은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용량을 의미함

l 2017년 9월 기준 현재 가동중이거나 가동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1기이다.6) 문재인 정

부의 계획에 따라 이미 폐지된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를 포함한 노후석탄발전설비 10기7)

는 수명연장 없이 폐지하고 현재 건설중인 5기8)는 건설하되 계획 중인 4기9)는 건설하지 않

을 경우 석탄발전소의 설비현황은 다음 <그림2>와 같다. 

Ÿ <그림2>에 따르면, 2017년에는 총 64개의 석탄화력발전소(설비용량은 총 35.9GW) 중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 등 3기(0.5GW)가 폐지되어 총 61기(35.4GW)가 가동된다. 2025년까지 

총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2.8GW)가 폐지되지만 추가 5기의 발전소(5.1GW)가 신규 건설되어 

총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37.7GW)가 가동된다. 2025년의 석탄발전설비는 2017년 대비 오

히려 약 2.3GW 증가한 규모이다. 

6) 북평 1~2호기, 남동 15기(삼천포 1~6호기, 여수 1,2호기, 영동 2호기, 영흥 1~6호기), 남부 10기(삼척그린파워 1~2
호기, 하동 1~8호기), 동서 13기(당진 1~10호기, 동해 1~2호기, 호남 1~2호기), 서부 10기(태안 1~10호기), 중부 
12기(보령 1~8호기, 신보령 1~2호기) 등 총 61기. 서천 1~2호기는 2017년 7월 조기 폐쇄됐고, 영동 1호기는 연료
전환 후 재가동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분류됨.

7) 서천 1~2호기, 보령 1~2호기, 호남 1~2호기, 영동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총 10기
8) 신서천, 고성하이 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등 총 5기
9) 당진에코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총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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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25년에서 2030년까지는 수명 만료로 폐지되거나 추가 증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없다.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 37.7GW를 유지한다. 2017년 설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

는 것은 앞으로 약 30년 후(2050년)이며, 2065년경에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된다.

Ÿ 발전량(설비용량*GW당 평균 발전량)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석탄 발전설비 1GW당 발전

량이 평균 6TWh.10)이므로, 석탄 발전설비 증가분 약 2.3GW에 해당하는 발전량 약 

13.8TWh가 증가하게 된다. 2017년의 발전량 212.4TWh에서 2030년 226.2TWh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표2> 참조).

그림 2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중단에 따른 설비 현황 (단위 : MW)

출처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발전기별(석탄) 설비현황

*꺾은선 그래프는 그 해 잔여 석탄화력발전소 수이며, 빨간색은 그 해까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 연두

색은 그 해 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을 의미함

**이미 폐지된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노후석탄화력발전소 7기는 정해져 있는 폐기 일정을 따

랐고(2022년)11), 이 외 발전소의 수명은 40년으로 계산함

10)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원자력 “발전설비현황” 및 “발전 설비별 발전량” 참조하여 재구성. 본문에 
인용한 석탄화력발전소 수치는 2017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17 전망과 다소 수치가 다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망
발전설비(GW) 24.5 26.7 27.3 31.4 36.9

발전량(TWh) 200.4 203.4 204.7 213.8 243.0
설비단위당 

발전량(TWh/GW)
8.2 7.6 7.5 6.8 6.6

1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05.30.). “노후 석탄발전기 8기, 6월 한달간 일시 가동중단”. 이에 따라 보령 1,2
호기만 기존 2025년 폐지에서 2022년으로 당겨진 것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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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을 바탕으로 LNG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Ÿ 먼저, 2016년 기준으로 LNG발전소 설비용량은 32.6GW였으며 약 40% 이용률만으로 생산한 

발전량은 약 97TWh이다(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2016년 기준으로 발전

비중 4.3%이며, 발전량은 23TWh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Ÿ 문재인 정부의 1차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 시점인 2030년에는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이 

2.1GW, 발전량이 14TWh 감소하는 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이 2.3GW, 발전량이 13.8TWh 

증가한다. 이에 따르면 원전의 감소분을 석탄발전으로 거의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2030년

까지 LNG발전소의 가동률은 현재 수준인 40%를 유지해도 무방하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게 되면 2017년 대비 5배가 

증가하여 총 전력생산량이 115TWh만큼 초과하게 된다. 이는 신고리 원전 1호기(1GW)나 삼

척그린파워, 당진 9,10호기 등 1GW급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발전기 약 13기를 1년간 

100% 가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양이다.12) 

Ÿ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2050년경에는 원전의 설비용

량이 11.4GW로 2017년보다 11.1GW 감소하며, 발전량은 157.5TWh에서 79.8TWh로 77.7TWh

가 감소한다. 석탄발전의 경우, 발전설비는 35.4GW에서 16.9GW로 18.5GW가 감소하고, 발

전량은 212.4TWh에서 101.4TWh로 111TWh만큼 감소한다. 종합하면 2050년에는 2017년 대

비 원전과 석탄발전의 발전량이 총 188.7TWh만큼 감소하게 된다. 

Ÿ <표2>에서는 2050년 원전과 석탄발전의 감소분 188.7TWh를 충당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작성하였다.

    - <시나리오 1>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발전량 115TWh) : 188.7TWh 중 115TWh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나머지 73.7TWh는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여 확보한다. LNG

발전소의 가동률이 40%일 때, 발전량이 97TWh였으므로 추가 73.7TWh를 얻기 위해서는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30% 더 높여야 한다.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유지하고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70%로 유지하면 원전과 석탄발전 감소분 188.7TWh를 충당할 수 

있다.

    - <시나리오 2>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 (발전량 144TWh)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2030년에 달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50년경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5%까지 확대되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144TWh만큼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러

므로 원전과 석탄발전 감소분 188.7TWh 중 144TWh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나머지 

44.7TWh만 LNG발전을 통해 확보한다면,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59% 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 

12) 신고리 1호기의 설비용량은 1GW이며, 1년간 최대 발전 가능량(설비용량X365일X24시간)은 8,760GW이다. 1년간 
115TWh의 발전량을 얻기 위해서는 신고리 1호기와 같은 용량의 원전 약 13기를 100% 가동해야 한다(산업통상자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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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나리오 3>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발전량 173TWh) : 2050년경 신재생에너지 발

전비중이 30%까지 확대되면 원전과 석탄발전 감소분 188.7TWh 중 173TWh를 신재생에

너지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 부족한 15.7TWh는 LNG발전소를 통해 충당할 수 있으며, 

이 때 LNG발전소의 가동률은 약 47% 수준이다. 

Ÿ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장기추계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감소로 인한 전력공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Ÿ 무엇보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달성 가능하다. 현재 세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이미 20%를 넘어섰다. 미국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한 「2017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에 따르면, 세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2040년까지 31%에 도달할 전망이다. 즉, 본 보

고서의 시나리오처럼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 달성은 절대 무리한 목표

가 아니다. 

구분 2017 2030 2050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감소분)
22.5GW

20.4GW 

(-2.1GW)

11.4GW

(-11.1GW)
발전량

(감소분)
157.5TWh

143.5TWh

(-14TWh)

79.8TWh

(-77.7TWh)

석탄

발전

설비용량

(증감소분)
35.4GW

37.7GW

(+2.3GW)

16.9GW

(-18.5GW)
발전량

(증감소분)
212.4TWh

226.2TWh

(+13.8TWh)

101.4TWh

(-111TWh)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발전량)

4%

(23TWh)

20%

(115TWh)

20%

(115TWh)

25%

(144TWh)

30%

(173TWh)

LNG
가동률*

(발전량)

40%

(97TWh)

40%

(97TWh)

70%

(171TWh)

59%

(142TWh)

47%

(113TWh)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과 LNG발전소의 가동률은 2016년 자료를 활용함

출처 : 2017년 기준 발전설비용량은 전력거래소, 2016년 기준 LNG발전소 가동률은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및 발전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추계함

표 2 전력수급 시나리오

l 무엇보다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감소로 인해 전력수급이 부족해진다는 비판은 앞으

로도 전력수요는 많고 계속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할 때 유효하다. 하지만 최근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력수요와 적정 전력설비 예비율이 과다하게 예

측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앞서 <표1>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초안에서 2030년 최대전력 수요예측치를 113.2GW에서 100.5GW로 수정한 바 있다. 다

만 적정 전력설비 예비율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2%로 잠정 결정됐다. 

Ÿ 일반적으로 전력 수요는 경제성장률에 비례하여 예측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참고한 GDP 전망치는 3.4%였지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GDP 전망이 2.5%

로 낮아졌다(박재호 의원실).13) 주요 변수인 GDP 전망치가 낮아졌으니 전력수요 예측치 또

13) 박재호의원실. 2017.07.17. ｢긴급간담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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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낮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Ÿ 뿐만 아니라 7차 계획 수립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과다하게 예측한 측면도 있다. 먼저 

<표2>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전력수요 증가율은 계속해서 하락해왔다. 2014년 우

리나라 전력수요 증가율은 0.6%에 불과했고 2015년에는 0.12%, 2016년에는 전년대비 0.27% 

증가했다. 전력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 증가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연도 국내 전년대비 증가율 OECD 전년대비 증가율

2007 369 　- 9,419 2.2

2008 385 4.3 9,403 -0.2

2009 394 2.3 9,013 -4.1

2010 434 10.2 9,419 4.5

2011 455 4.8 9,357 -0.65

2012 467 2.6 9,360 0.03

2013 475 1.7 9,388 0.3

2014 478 0.6 9,355 -0.35

2015 484 0.12 9,397 0.4

2016 497 0.27 - -

출처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IEA Statistics

*국내 전력 소비량은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을 참조. <표2>의 전력 소비량은 국가간 비교를 위해 

일괄적으로 IEA 통계를 활용한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

표 3 국내 및 OECD 전력 소비 현황 (단위 : TWh, %)

Ÿ 세계적인 추세를 보아도 국내 전력수요가 정체기에 접어들었거나 혹은 경제성장이 되더라

도 전력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

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2015년에는 2.8%로 하락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2.6%, 영국 2.2%, 독일 1.7%, 프랑스 1.1%, 일본 1.2%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2%대 

혹은 그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전망치도 3%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 <표3>을 보면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수록 전력소비량도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소

비량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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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07 2013 2014 2015

경제

성장률

전력

소비량

경제

성장률

전력

소비량

경제

성장률

전력

소비량

경제

성장률

전력

소비량
한국 5.5 391.2 2.9 487.1 3.3 486.8 2.8 495.1
미국 1.8 3,849.2 1.7 3,767.6 2.4 3,787.8 2.6 3,780.8
영국 2.6 6,41.7 1.9 316.4 3.1 303.0 2.2 302.9
프랑스 2.4 426.0 0.6 440.7 0.9 414.8 1.1 424.9
독일 3.3 529.4 0.5 523.2 1.6 512.8 1.7 514.7
일본 1.7 1,035.7 2.0 968.3 0.3 961.9 1.2 949.2
OECD 2.5 9,418.6 1.4 9,387.7 1.9 9,355.4 2.3 9,397.4

출처 : World Bank, IEA Statistics

표 4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 및 전력소비량 (단위 : %, TWh)

Ÿ 사실 경제성장률이 감소함에도 전력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경제발전 수준

에 비해,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전력) 과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이러한 조건

들과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Ÿ 한편,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현재 적정 전력설비 예비율 22%가 다소 

높은 수치이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완 설비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여력을 확보

하기 위한 방편으로 22%를 유지했다(뉴스1).14) 산업통상자원부는 높은 전력설비 예비율은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발전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우리나라의 2030년 적정 전력설비 예비율을 유럽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70%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15) 또한 예비율이 높아질

수록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용량정산금(CP)은 더욱 커져 그만큼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 2016

년 한전이 지불한 용량정산금은 약 4조 8,760억원으로 전체 전력구입비용의 약 12%에 달한

다(전기신문, 전력거래소). 

l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전력수요예측치가 수정됐고, 이로써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전력수

급 불안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의 근거 자체가 무너진 셈이다.

2.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 가능하다. 

l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고 토지집약적 에너지원이라는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Ÿ 최근 독일은 지난 1월 흐리고 바람 없는 날이 장기화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평소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블랙아웃 직전의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다(조선비즈).16) 

14) 뉴스1. 2017.09.13. “2031년 적정 전력예비율 다시 22%, 적정 예비율 논란”.
1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해명자료(2017.08.09.). “앞뒤 안맞는 전력정책(8.9. 조선일보)”
16) 조선비즈. 2017.07.02. “[탈원전4대논쟁] ④ 확대 vs. 축소 엇갈리는 해외 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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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위해서는 광활한 토지가 필요하다

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국내 태양광 협회와 풍력 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1GW 발전설비 

구축에는 약 13.2제곱킬로미터, 풍력은 약 4~5제곱킬로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41.6GW를 태양광만으로 확충할 경우, 약 549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약 189배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17) 

l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 분석 등을 감안하면 규제 개선 등을 통

해 발전량 20%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41.6GW의 확충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통상자

원부).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한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의 경우 기술적 설비용량 잠재량이 7,451GW, 연간 기술적 발전량 잠재량은 

10,123TWh에 달하고 풍력에너지의 경우에는 육상과 해상을 모두 포함하여 기술적 설비용량 

잠재량이 96.7GW, 연간 기술적 발전량 잠재량이 194TWh에 달한다. 이것이 단순 잠재량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도 2030년까지 태양력과 풍력을 중심으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41.6GW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설비용량 연간발전량

이론적 지리적 기술적 이론적 지리적 기술적

태양 - 97,459 24,178 7,451 132,362 32,839 10,123

풍력
육상 487.4 118.0 63.5 726 207 97

해상 423.0 215.9 33.2 1,243 668 97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표 5 태양 및 풍력에너지 잠재량 (단위 : GW, TWh/year)

l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판은 공장시설, 공공기관, 대규모 건물, 농지와 고속도로변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Ÿ 전력 효율은 발전설비와 전력수요처가 가깝게 위치할수록 좋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의 경우 공장, 공공기관, 대규모 시설, 고속도로변 등 발전설비가 전력수요처와 근접하게 

위치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오히려 발전설비와 전력수요처 간 거리가 멀어 발생하는 

송·배전의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다.

Ÿ 특히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경제성 있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남

동발전이 국내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진행중이며, 남동발전은 농가당 평균 경작 면

적 5100평(1만 6,860제곱미터)을 기준으로 순이익이 76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

로 전망했다(조선비즈).18) 산업통상자원부도 농민 10인이 유휴경작지(약 4,000평)에 1MW 규

모의 태양광사업 추진시 1인당 연간 1,080만원(월 9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창출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산업통상자원부).19) 즉, 농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에너지를 얻을 

1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해명자료(2017.08.12.). “여의도 땅 최소 631배 필요한데 태양광, 풍력서 48.6GW 확보?”
18) 조선비즈. 2017.08.29. “태양광 발전 설치하고도 벼농사 가능... 농가 소득 향상 기대”.
1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11.23.).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 – 농가소득 증진, 신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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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Ÿ 뿐만 아니라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부가적으로 쌀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 다음 <표7>을 살펴보면, 쌀 생산이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연간 쌀 공급량에

서 쌀 수요량을 제한 연말 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양곡연도에 77만톤이었던 

재고가 2016년 양곡연도에는 175만톤으로 약 100만톤 가량 증가했으며, 2017년 8월 기준 

쌀 재고량은 206만톤에 달한다.20) 

    - 연간 쌀 공급량 중 당해연도 생산량(A)에서 연간 쌀 수요량 중 실제 식용으로 소비된 양

(B)을 제외한 초과생산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양곡연도 초과생산분은 

47만톤에 달한다.21)

구분
2016

양곡연도

2015

양곡연도

2014

양곡연도

2013

양곡연도

2012 

양곡연도

연간 쌀 공급량* 597 555 531 529 565

연간 쌀 

생산량(A)
433 424 423 401 422

연간 쌀 수요량** 422 420 444 449 488

식량 및 

가공용(B)
386 381 388 396 412

연말 재고(공급-수요) 175 135 87 80 77

초과분(A-B)*** 47 43 35 5 10

*연간 쌀 공급량에는 생산량뿐만 아니라 전년 이월, 수입이 포함됨

**연간 쌀 수요량에는 식량, 가공용(식용, 주정용), 사료, 종자, 수출, 감모 등이 포함됨

***당해 생산된 쌀의 양(A)과 사료, 종자 등으로 활용된 것을 제외하고 식량으로써 소비된 쌀의 양(B)을 

비교하여 초과분을 구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표 6 쌀 생산량 및 소비량 현황 (단위 : 만톤)

    - 이로 인해 현재 농가에서는 쌀값 하락 문제에 직면해 있고 국가는 이를 보조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표5>에 따르면, 전체 농업 직불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3조 5,549억원이며 이 중 쌀소득보전에 2조 3,060억원이 쓰이고 있다. 

2017년 전체 농업 직불금은 2016년도 전체 농업 직불금에 비해 7,377억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부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의 증액 때문이다. 

너지 보급확대 동시 달성”.
20) 위성곤 의원실 보도자료. 한국영농신문. (2017.10.13.). “쌀 소비 늘리고 학생들 아침결식 해결하는 제안 ‘눈길’”.
21) 수요량 중에서 사료, 종자, 수출, 감모 등을 제외하고 식용과 가공용만을 계산한 것은 실제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

비된 쌀의 양을 구하기 위함이며, 공급량 중 전월 이월과 수입량을 제외한 것은 국내 식용 생산량을 구하기 위함이
다. 일반적으로 전월 이월된 쌀, 즉 오래된 쌀을 사료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외했으며, 수입쌀은 국내에서 모두 
식용으로 소비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생산된 쌀로 한정하고자 수입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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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전체 농업 직불금* 35,549 28,172 22,815 19,674 16,157

전체 쌀소득보전 직불금** 23,060 15,433 10,091 7,940 7,236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농특) 8,160 8,240 8,450 7,740 6,984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쌀기금)
14,900 7,193 1,641 200 252

*농업 직불금은 순직불제 예산, 기타 직불제 예산, 직불성 복지예산을 모두 포함한 예산임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농업 직불금 중 순직불제 예산에만 해당됨

출처 : 농식품통합정보서비스 통계시스템 (http://www.okdab.com/stat/)

표 7 쌀 직불금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뿐만 아니라 과잉 생산되고 있는 쌀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년 2천억 원 이상을 소

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양곡관리비로 2015년과 

2016년에는 2,028억원22), 2017년에는 2,4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8년에는 3,064

억원23)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양곡을 보

관하기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용(보관료+금융비용)과 간접비용(가치하락분) 등 관리비용이 

연간 10만톤당 27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7년 9월 기준 206만톤에 달하는 재고를 관

리하기 위한 비용은 약 5,582억원에 달한다.

   - 결과적으로 농가에서조차도 쌀 생산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일부 농지를 휴

경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한

다면 일종의 휴경효과(쌀 생산량 조절, 직불금 및 기타비용 감소 등)를 가져올 수 있을뿐

만 아니라 농가에게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보전까지 가능해진다. 

l 더욱이 지금의 비판들은 기술발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래지향적이지 못

한 비판이다. 향후 우리는 기술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동일 설비의 에너지 효율은 높이는 반면 발전 비용은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획기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세계는 신

재생에너지로 20%가 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Ÿ OECD국가들의 전력 생산에 있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23.8%에 달

하며, 1990년~2016년 기간 중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연평균 2.6%씩 증가했다. 신재생에

너지의 전력생산 증가는 대부분 풍력과 태양광에서 이루어졌으며, 1990년 신재생에너지 발

전량의 5%도 채 되지 않았던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량이 2016년에는 풍력 23.2%(매년 

21.4%씩 증가), 태양광 8.4%(매년 43.4%씩 증가)로 크게 증가했다(IEA).24) 

Ÿ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용량과 발전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그림3>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 발전 등으로 발전비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시스템 

22)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7.08.29.). “농식품부, ‘18년도 예산 및 기금안 14조 4,940억원 편성”.
24) IEA. 2017. 「Renewables information :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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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2010년 4$/W에서 2020년에 1$/W까지 약 75% 하락할 예정이며, 풍력 터빈 가격은 

2009년 1.6$/W에서 2020년 0.7$/W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이로인해 2014년 태양광 140원, 풍

력 90원 했던 발전단가가 2020년에는 태양광 80원, 풍력 70원으로 원자력 130원, 석탄 80원

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해진다(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 발전원별 발전단가 현황 및 전망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6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및 이슈」

Ÿ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6년 기준으로 7%

에 불과하며, 이 중 태양광이 12.6%, 풍력이 4.1%로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폐기물, 바이오, 수력 등이 83%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25)

Ÿ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신재

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며, 기술발전, 가격 하락, 신기후체제 수립 등 이러한 조건 하에서

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태양광 산업

의 산업적 효과에 대해서는 본문 후반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3. LNG발전을 통한 전력수급, 에너지 안보에 문제없다.

l 마지막으로 전력수급에 있어 LNG의 경우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

서 문제가 있다고 우려한다. LNG는 전량 배를 통해 수입하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LNG 

수입선이 막히면 전원부족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선비즈).26) 

25) 한국에너지공단.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조사결과」.
26) 조선비즈. (2017.07.02.). “｢탈원전4대논쟁｣③LNG, 장기계약으로 가격 변동-공급위험 적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전의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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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비판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하는 에너

지 빈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안보 문제는 LNG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원자력발전에 필요

한 우라늄 또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원유도 100% 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LNG 수입선이 막힐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라늄과 원유 수입도 어렵

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원의 높은 외부의존성과 수급 불안정성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 측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LNG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도 마찬가지이다. 

l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위기 상황을 대비해 원유의 수입처를 다각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로 LNG의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Ÿ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수요증가에 대비해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외에 브루나이, 카타르, 오만 등 총 16개국으로부터 LNG를 도입하고 있다(한국가스공

사).27) 

Ÿ 이와 함께 최근 정부는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산 LNG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미국으로부터 2017년부터 2036년까지 연간 280만t을 수입할 계획이

다. 민간기업 중 SK E&S와 GS EPS도 2019년부터 20년간 연간 220만t, 200만t씩 미국산 

LNG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아시아경제).28)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는 단순히 LNG

를 수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셰일가스전 지분 매입, 액화 플랜트 건설·운영에 참여하는 방

안도 검토하고 있다(한국경제).29)

Ÿ 정부는 또한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와의 가스관 사업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8월 송영

길 의원은 <한국·러시아 천연가스 협력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으

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러시아-북한-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

관 연결을 통해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끌어내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말

한 바 있다(비지니스포스터).30)

l 또한 LNG는 대부분 20년 장기계약을 맺고 수입되기 때문에 원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비탄

력적이며 수급에 안정적이다. 

l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거의 유일한 LNG 수입자이기 때문에 국제 LNG 시장의 최

대 ‘큰손’이며, 단일 고객 기준으로 LNG 수입량이 세계 최대이다. 막강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LNG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 

27)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portal/contents.do?key=1305
28) 아시아경제. (2017.0812). “｢美에너지원 몰려온다｣LNG수입 늘리라더니.. 정부지원은 제로”.
29) 한국경제. (2017.10.11.). “한국가스공사, ‘글로벌 가스공사’ 24개 해외 프로젝트.. 모잠비크, 이라크서 LNG 안정 

확보”.
30) 비즈니스 포스트. (2017.08.29.). “송영길,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북한을 시장경제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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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원전·탈석탄 정책, 발전단가·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나?

l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한 두 번째 강력한 비판은 전기요금 인상 문제이다. 석탄화력발전

과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LNG의 발전 비중을 높여 하는데 이들

은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

다는 것이다. 

Ÿ 첫 번째로 여전히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단가가 LNG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저렴하다고 지

적한다. <표5> 에너지원별 전력구입단가를 살펴보면, 원자력과 석탄(유연탄)은 발전단가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으로 원자력 68.03원, 석탄(유연탄) 73.84원

이 LNG 121.04원(복합 99.23원)과 신재생 88.18원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복합 LNG 신재생

2013 39.12 58.71 92.04 158.51 218.05 117.58

2014 54.96 63.35 91.45 160.03 230.34 115.43

2015 62.61 68.34 108.36 126.06 173.60 99.75

2016 68.03 73.84 88.71 99.23 121.04 88.18

출처 : 전력거래소

표 8 에너지원별 전력구입단가 (단위 : 원/kWh)

Ÿ 뿐만 아니라 발전원의 수입비용도 LNG보다 원자력이 더 저렴하다.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

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LNG 3,277만톤을 수입하는데 20조 1,7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반면, 2016년 우라늄(경수로 200톤, 중수로 400톤)을 수입하는데 총 1조원

이 들었다. 즉, 1년간 우리가 소비한 LNG는 약 20조인데 반해, 국내 원전은 우라늄을 핵연

료봉으로 가공하는데 발생하는 연간 2,000억원까지 포함하여 1년간 1조 2,000억원이면 모두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입할 때 우라늄의 부피는 LNG와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작다(조선비즈).31)

Ÿ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불확실성·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

해 추가적으로 유연성 백업설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계통안전성을 고려한 태양광, 풍

력 발전의 경제성」 보고서에서 따르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ESS를 태양광, 풍력 발

전소에 설치한 경우를 상정해 비용을 분석한 결과, 건설, 운영, 정비, 이용률 등을 감안한 

균둥화발전원가 기준으로 태양광은 ESS를 설치할 경우 242.3원/kWh에서 261.7원/kWh로 비

용이 증가했다. 풍력은 153.9원/kWh에서 167.4원/kWh로 늘었다. 원자력(46.9원/kWh), 석탄화

31) 조선비즈. (2017.07.02.). “｢탈원전 4대논쟁｣③ LNG, 장기계약으로 가격변동-공급위험 적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전의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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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62.3원/kWh), LNG(119.6원/kWh)와의 발전 단가 차이가 더 벌어졌다.32)

1. 과다하게 계산된 전기요금 인상분

l 원자력학회·업계와 야당 등에서는 원자력과 석탄을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전

기요금이 최소 18%에서 79%까지 오를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은 바 있다(매일경제).33)

Ÿ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 전력구입단가 18% 인상, 계약 호당 연 31만 4,000원(월 2만 6,000

원) 인상, 하지만 종별로 구분하여 주택용만 계산하면 연 6만 2,000원(월 5,200원) 수준

Ÿ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 2015~20335년 전력생산비용 46.1% 증가

Ÿ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 전기요금 인상률 36~40%

Ÿ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9년 발전비용 현재 대비 21% 인상(11조 6,000억원), 가정용 전기요금 

월 1만 2,510원(연 15만원) 인상(KBS)34)

Ÿ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 : 원전 중단에 따라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LNG로 

대체 시 추가 비용은 약 14조원, 전기요금은 25% 상승,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시 추가 비용

은 약 43조원, 전기요금은 79% 상승

l 이와 같은 전기요금 인상 추정치는 과다계산된 측면이 있으며, 설령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하

더라도 그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과 석탄을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

우 인상될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Ÿ 2016년 1년간 한국전력공사가 구입한 전력구입량과 구입금액, 구입단가를 활용하여 전기요

금을 추산했다. 단, 2030년의 실제 전력구입량은 알 수 없기 때문에 2016년과 동일한 구입

량을 전제로 하되, 비율을 조정하여 계산하였다.

32) 해당 보고서에서 인용된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단가는 다른 에너지원과 함께 단순LCOE값을 비교하기 위해 인용된 
수치로 “Pak el al., Korea’s Energy Mix Options and Senarios, Presentation Material, 2014.”을 인용한 수
치라고 밝히고 있음

33) 매일경제. (2017.06.28.). “원전 대신 LNG·태양광? 전기료 40% 인상 감당할 수 있나”.
34) KBS. (2017.07.14.). “탈원전 전기요금 21% 오를 듯.. 국민적 합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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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억kWh % 억원 % 원/kWh
원자력 1,542 30.3 104,892 26.2 68.03
무연탄 65 1.3 5,737 1.4 88.71
유연탄 1,995 39.2 147,322 36.7 73.84
유류 133 2.6 14,624 3.6 110.27
LNG* 1,117 21.9 111,020 27.7 121.04

신재생에너지** 238 4.7 17,411 4.3 88.18
합계 5,090 100 401,006 100 -

*LNG에는 구입량과 구입금액에 복합에너지도 포함되어 있음. 단, 구입단가는 보다 보수적으로 계산하

기 위해 LNG복합단가보다 비싼 LNG 단가를 따름(<표5> 참조)

**신재생에너지에는 수력, 양수, 기타 모두 포함되어 있음. 단, 구입단가는 신재생에너지 단가를 따름

출처 : 전력거래소

표 9 2016년 에너지원별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에너지원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억kWh % 억원 % 원/kWh
원자력 925 18.2 62,928 13.2 68.03
무연탄 0 0 0 0 88.71
유연탄 1,197 23.5 88,386 18.5 73.84
유류 0 0 0 0 110.27
LNG* 1,932 38.0 233,849 49.1 121.04

신재생에너지** 1,036 20.4 91,354 19.2 88.18
합계 5,090 100 476,518 100 -

*LNG에는 구입량과 구입금액에 복합에너지도 포함되어 있음. 단, 구입단가는 보다 보수적으로 계산하

기 위해 LNG복합단가보다 비싼 LNG 단가를 따름(<표5> 참조)

**신재생에너지에는 수력, 양수, 기타 모두 포함되어 있음. 단, 구입단가는 신재생에너지 단가를 따름

***구입금액은 변경된 구입량*구입단가로 계산함

출처 : 전력거래소의 구입단가를 기준으로 구입량과 구입금액을 재계산함

표 10 2030년 문재인정부 전력믹스전망에 따른 에너지원별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Ÿ 2016년 원자력 30%, 석탄 40%, LNG 22%, 신재생에너지 5%로 구성되어 있는 전력믹스 구

성(<표6>)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목표대로 2030년에 원자력 18%, 석탄 24%, LNG 38%, 신

재생 20%(<표7>)로 전환하면 <표7>과 같다. 

Ÿ 이에 따라 계산된 구입금액은 총 47조 6,518억원으로 2016년 구입금액 40조 1,006억원보다 

7조 5,512억원 증가했다. 즉, 14년 동안 7조 5,512억원(2016년 대비 18.8% 증가)이 증가하며, 

매년 5,394억원이 증가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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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구분

전력소비 

비중(%)

14년간 

인상되는 

전기요금

(억원)(A)

1년간 인상되는 

전기요금

(억원)

(B=A/14)

호*

(만개)(C)

호당 1년간 

인상되는 

전기요금

(원/개)

(D=B/C)

호당 1월간 

인상되는 

전기요금

(원/개)

(E=D/12)

합계 100 75,512 5,394 2,255 791,341 65,945

산업용 55 41,532 2,967 41 731,201 60,933

상업용 25 18,878 1,348 309 54,134 4,511

가정용 13 9,817 701 1,473 4,760 397

기타 

공공용
7 5,286 378 433 1,247 104

*호수는 2016년 계약종별 수용호수를 활용한 것으로 전력거래소 자료를 참고함

**모든 숫자는 표기의 편의를 위해 반올림 하여 실제 계산값은 다소 다르게 나올 수 있음

출처 : 전력거래소의 수용호수를 기준으로 호당 인상되는 전기요금을 계산함

표 11 2030년 전기요금 인상분 종별 구분 (단위 : %, 억원, 천개, 원)

Ÿ 이를 종별 비율로 나누어 보면 <표8>과 같다. 

    - 14년간 인상되는 전기요금 7조 5,512억원을 종별 전력소비 비중으로 나누어 종별 전기요

금을 추산하면, 산업용은 14년 동안 약 4조 1,532억원, 가정용은 9,817억원이 인상된다.

    - 매년 전기요금 인상분(B)을 호수(C)로 나누어 호당 1년간 인상되는 전기요금(D)을 원단위

로 계산한 결과, 산업용은 1년간 73만원, 가정용은 4,760원 증가한다. 한달 단위로 계산하

면(E) 산업용은 매달 약 6만원, 가정용은 약 400원 수준이다.

l 뿐만 아니라 1년간 약 5,400억원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인상분은 사실상 한국전력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이다. 한국전력은 2016년 12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낸 

바 있다.

2.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단가는 저렴하지 않다.

l 지난 첫 번째 에너지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원전과 석탄은 절대 저렴한 발전원이 

아니다.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LNG나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단가가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더미래연구소).35) 

Ÿ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에는 건설비, 운전유지비, 폐로해체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포함

된 직접비용만 반영되어 있다. 사고위험비용, 정책비용 등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간접비

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24기36)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로해체 하는데

에만 약 31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35) 더미래연구소. 2016. 「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 : 전력·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36) 지난 1차 에너지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만 포함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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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문제는 이 비용조차도 과소계산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영구운영중단된 고리 1

호기의 폐로해체비용을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조원에 달한다. 이는 

직접비용 중 폐기물 처리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다. 이미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일본과 미국도 원전 1GW당 해체비용만 각각 약 1조원, 8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 중인 독일은 20년 넘게 해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투

입된 비용만 5조원 이상이라고 알려졌다.

Ÿ 201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경우 원자력발전의 실질단가

는 현재 단가의 최소 2~7배 수준인 kWh당 110.3~371.6원까지 증가한다. 참고로 에너지경제

연구원이 지난 2015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바탕으로 추산한 우리나라의 원전사고 

피해 비용은 86조원에 달한다.

l 석탄발전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지난 11월부터 발효된 파리

협약에 따라 우리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분 37% 중 해외감축분 11.3%에 대해서 2021~2030

년까지 총 5억 4천만톤, 연평균 약 5천 4백만톤, 연간 최대 약 9천 6백만톤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를 모두 단순 구매할 경우 10년간 총 8.8~17.6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국회예산정책처).37) 매년 최대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탄소배출권을 구

매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차라리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하여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임

으로써 파리협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배출권 구매비용도 절감하고 친환경에너 발전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낫다.

l 더욱이 최근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대 초중반에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단가가 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역전할 전망이다.

Ÿ 이용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저로부터 받은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 보고서를 보

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2월 발표한 ‘발전원별 발전비용’에서 2022년에 발전량 

1MW당 신형 원전은 99.1달러(약 11만 1천원, 세금 감면 미반영), 석탄화력발전(탄소포집장

치 장착)는 123.2달러(13만 8천원)인 반면, 태양광은 66.8달러(7만 5천원), 육상풍력 52.2달러

(5만 8천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천연가스복합화력 발전비용은 82.4달러(9만2천원)로 원

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용이 태양광, 풍력, LNG 등보다 더 비싸진다.38)

Ÿ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지난해 발표한 발전비용 추계 역시 2025년 발전량 1MW당 원

전은 95파운드(13만 9천원), 석탄화력은 131파운드(19만 2천원)인 반면, 대용량 태양광은 63

파운드(9만 2천원), 육상풍력은 61파운드(8만9천원)로 전망했다. 가스복합화력은 82파운드(12

만 200원)로 역시 원전보다 발전비용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39)

Ÿ 독일 그린피스 보고서와 블룸버그 보고서도 재생에너지의 LCOE(균등화발전단가)는 

2030~2040년경 다른 발전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40)

37)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연구용역보고서(임대웅 외 3인).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해
외배출권 확보 정책 연구」.

38) EIA. 2017. 「Annual Energy Outlook」. “Levelized Cost and Levelized Avoided Cost”.
39) BEIS. 2016. 「Electricity Gener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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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태양광(20~40€/MWh) < 육상풍력(20~80€/MWh) < 원자력 (62~102€/MWh) 추정

    - 2040년 태양광의 LCOE는 현재보다 66%, 풍력은 47% 감소 전망

 

3.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전기요금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다.

l 현재 에너지원별 세제는 불균형적인데다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에

너지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왜곡만 바로 잡아도 전기요금 인

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l 지난 보고서에서도서 살펴보았듯이, 먼저 1차 에너지인 유류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많은 종

류의 세금을 부과(휘발유 65%, 경유 55%, LPG 45%가 세금)하고 있는 반면, 2차 에너지인 전

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 외에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유류소비는 감소하고 전력소비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l <표9>를 보면,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는 개별소비세 등이 전혀 붙지 않고 부가가치세

와 1kWh당 지역자원시설세 1원, 원자력기금 1.2원, 사업자지원사업비 0.25 등이 부과될 뿐이

다. 발전용 유연탄(석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와 kg당 개별소비세 30원, 1kWh당 지역자원

시설세 0.3원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이다. 반면 발전용 LNG에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3%, kg당 

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3.9원이 부과된다. 지금의 에너지 세제

는 발전부문 연료간 가격경쟁력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석탄과 원자력에 편중되는 현상을 만

들었다.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과금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석탄 X 30원/kg* 10% X X 0.3원/kWh

LNG
원가 

3%
60원/kg 10% 24.2원/kg 3.9원/kg 0.3원/kWh

우라늄** X X 10% X X 1원/kWh

*저열량탄 27원/kg 및 고열량탄 33원/kg의 평균값

**우라늄의 경우, 이 외에 1kWh당 원자력기금 1.2원, 사업자지원사업비 0.25원이 부과됨

출처 : 더미래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전기신문 등을 통해 재조합41)

표 12 에너지원별 세금 및 부과금 현황

l 한편, 세금 때문에 LNG의 발전단가가 비싼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2016년 말 기준 조세

부담금은 LNG가 kwh당 13.22원, 유연탄이 12.24원, 원자력이 11.70원으로 그 차이는 미미한 

반면 발전단가는 석탄화력(유연탄)이 kwh당 73.84원, LNG복합은 99.23원으로 차이가 크기 때

문이다.42)  

40) 세계원자력협회. 2017. 「세계원자력 성과 보고서」.
41) 전기신문. (2017.07.07.). “에너지전환의 시작은 에너지세제 개편”.
42) 조선비즈. (2017.07.02.). “｢탈원전 4대논쟁｣③ LNG, 장기계약으로 가격변동-공급위험 적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전의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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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물론 지금의 발전단가 차이는 반드시 세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인해 가

격이 왜곡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앞으로 발전용 연료에 대해 탄소세, 전력소비세, 

안전세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단가가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 

Ÿ 2016년 기준으로 kWh당 원자력의 발전단가 68.03원은 LNG복합의 발전단가 99.23원과 약 

30원 차이에 불과하며, 73.84원인 유연탄과는 25원, 88.71원인 무연탄과는 10원밖에 차이나

지 않는다. 신재생의 발전단가는 88.18원으로 심지어 무연탄보다 더 저렴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금구조의 왜곡을 바로잡는다면 LNG와 신재생의 발전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

을 것이다.

4. 에너지 효율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l 1차 에너지인 유류보다도 저렴한 왜곡된 전기요금이 전력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유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산업은 과거 고로(일종의 용광로)를 

주로 활용하여 철을 녹였지만 지금의 철강산업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

을 만큼 많은 양의 전기를 활용하여 철을 녹인다. 이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l 더욱이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의 55% 이상을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015년 

기준으로 전력 다소비 상위 15개사의 전력 소비가 산업용 전력소비량의 약 30%(전체 전력 소

비량의 약 15%)에 달한다. 이는 가정용 전력 소비량보다도 많은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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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 전력 소비량 483,655GWh 100%

산업용 전력 소비량 265,634GWh 54.9%

가정용 전력 소비량 63,794GWh 13.2%

기업명 전력사용량(A) 전기요금(B)
1kWh당 전기요금(원)

(B/A)

현대제철 12,025 11,605 96.5

삼성전자 10,042 9,662 96.2

포스코 9,391 8,267 88.0

삼성디스플레이 7,219 6,934 96.1

LG디스플레이 6,182 5,951 96.3

SK하이닉스 5,121 4,932 96.3

LG화학 3,321 3,267 98.4

OCI 3,054 3,022 99.0

한주 2,988 2,908 97.3

고려아연 2,958 2,381 80.5

**에너지 2,876 2,778 96.6

GS칼텍스 2,733 2,626 96.1

동국제강 2,490 2,420 97.2

한국철도공사 2,374 2,902 122.2

씨텍 2,097 2,045 97.5

합계 74,871 71,700
95.8

(평균 96.9원)
출처 : 한국전력공사

표 13 2015년 상위 15개 기업 전력 사용량 (단위 : GWh, %, 억원)

l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사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13%에 불과한 가정용보다도 저렴한 전기요

금을 지불하고 있다. <표 11>에 따르면 15개 기업은 2015년에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2조 

이상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은 것과 같다. 1개 기업당 평균 1,300억원 이상의 가치에 해

당한다.

연도

전기

사용량

(A)

전기

요금

(B)

판매

단가(원)

(C=B/A)

산업용 

판매단가(원)

가정용 

판매단가(원)

(D)

가정용 판매단가로 

계산시 전기요금

(E=A*D)

차액

(F=E-B)

2015 74,871 71,700 95.8 107.4 123.7 92,615 20,915

2014 75,073 71,614 95.4 106.8 125.1 93,916 22,302

2013 71,364 64,675 90.6 100.7 127 90,632 25,957

2012 66,942 55,218 82.5 92.8 123.7 82,807 27,589

2011 63,522 46,879 73.8 81.2 120 76,226 29,347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표 14 전력 사용량 상위 15개 기업의 전기요금 혜택 현황 (단위 : GWh, 억원)

l 앞서 살펴보았듯이,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다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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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럼에도 만약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력 다소비 상위 15개사는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가 

일부 대기업에게 전기요금의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

고 있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개선되어야만 한다. 

l 물론 점진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Ÿ 전기요금이 원가 부담 증가 등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

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산업용 전

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Ÿ 또한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요금 인상분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기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l 이와 함께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전력 다소비 구조를 효율화 구조로 전환

해 나가야 한다.

Ÿ 에너지 수요관리는 곧 에너지 효율화를 의미한다. 즉,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해 과소비 

되고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3%에 불과하다. 

이는 OECD의 절반 수준이다. 충분히 적게 사용하고 있다. 반면, 산업용은 전체 전력 사용

량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OECD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전력 과소비는 주로 

산업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에너지 수요 관리정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Ÿ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수요량을 OECD 수준(32%)으로만 낮추어도 원전 폐쇄에 따르는 전력 

수급의 부담이나 피크타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무리 평균전력과 최대전력(피크) 

간의 격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전력 사용량 자체가 줄어든다면 추가 설비의 증설 없

이도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l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로 하여금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에너

지 효율형 산업구조로의 재편은 경제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수요를 창출해서 혁신기업

의 출현과 성장, 에너지 혁신기술 발전의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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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전산업의 쇠퇴? 새로운 산업의 성장!

l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직면한 세 번째 비판은 에너지, 특히 원자력 산업의 대·내외적 경쟁

력 상실 문제이다. 

Ÿ 대내 경쟁력 상실 문제 : 일자리 감소 등 국내 산업적 효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

    -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실시한 「2015년 제21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원자력 산업분야 총 매출액은 26조 6,324억원이며, 종사 인력은 3만 5,330명에 달함

    -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하여 지금 가동되는 25

개 원전은 한 해에 36조 2천억 원의 생산효과를 가져옴. 여기에 연 9만 2,000명의 고용 

창출을 거두며, 원전 관련 사업 종사자 및 부양가족을 포함하면 약 30만명이 원전과 관

계된 경제 활동을 영위함(한국원자력산업회의) 

    - 무엇보다 원자력 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산업적 특성으로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산업임(한국원자력산업회의).43) 기자재 제작 분야는 소재 및 부품 공급사의 90%가 중소

기업이 맡고 있으며, 건설(시공)분야 역시 거의 모든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임.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경우 5월 말 기준 28%(설계 79%, 구매53%, 시공 9%)의 종합공정률로, 

이미 760개 업체, 중소기업 인원만 최소 2만 9,000여 명이 투입된 상태임(에너지경제).44)

Ÿ 대외 경쟁력 상실 문제 : 원전 기술 수출에 문제가 생길 것(한국원자력산업회의)

    - 2015년 기준 원자력산업분야 해외 수출 현황은 29개국, 62건, 1억 5,063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음(<그림4>)

    - 건설 계획 중인 영국 원전 13기, 인도 10기를 한국에서 수주할 경우 최소 130조에서 260

조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

    - 현재 진행중인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총 계약 금액 186억달러(약 20조원), 향후 60년

간 원전 운영·정비·부품공급 등에 80조원의 수출 효과를 가짐

43) 정책토론회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조성은. “원전산업 붕괴와 대외 신인도 대책”.
44) 에너지경제. (2017.06.08.). “원자력업계, 문 대통령에게 호소 – 3만명 생계·일자리 창출 고려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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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연도별 해외수출 실적

출처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l 또한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며, 원전 산업은 여전히 전망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전 

운영국 31개 중 탈원전을 공식화한 나라는 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원전을 유지하거나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처럼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Ÿ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전세계에 총 59기가 있으며, 약 

160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이 21기를 건설중에 있으며, 러시아도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확대 방침에 따라 25기를 더 지을 예정이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원전 확대에 가

장 적극적이며, 2030년까지 1,500억달러(약 170조원)를 투자해 최대 30기의 원전을 건설하

고, 이 원전을 통해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25%까지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영국 또한 현

재 가동중인 노후 원전 16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6기를 건설·

대체할 계획이다(매일경제).45) 

45) 매일경제. (2017.10.09.). “탈원전 국가에 누가 맡기겠나. 韓, 600조 큰 장 구경꾼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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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계 원전 운영 및 건설 현황 (2017년 3월 1일 기준)

출처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l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원전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타당하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

더라도 원전문제에 대해 산업적으로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에너

지 토론회부터 이번 보고서까지 지속적으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한 잘못된 비판들에 

대해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원자력 산업을 쇠퇴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사회에 유익한지 의문이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더 나

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차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

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원전 산업, 당장 쇠퇴하는 것은 아니다.  

l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당장 하향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니다. 

Ÿ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소 60년 이상 우리나라 원전은 유지될 것이다. 지금부터 신고리 5,6

호기 이외에 신규원전을 새로이 건설하지 않을 뿐, 지금도 건설중이며, 여전히 가동되고 있

고 향후 60년 이상은 가동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산업에서 당장 경쟁력을 상실했다

고 보기 어렵다. 

Ÿ 오히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더 장기화됐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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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탈원전 정책도 사실상 탈원전 정책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속도의 정책이라

는 비판을 받았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확정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 장기

화됐다. 

l 특히 원자력 산업계가 우려했던 UAE 바라카 등 해외원전 수주에도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해외원전 수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한국일보).46) 

Ÿ 국내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탈원전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원자력발전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외원전 수주에 있어 경쟁력이 있다. 우

리나라는 원전의 3대 핵심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한편,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도 받아 

기술적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더욱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2년에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Ÿ 원전 건설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데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가 저금리

로 금융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수주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실제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원전 수주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정부 지원에 힘입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원전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에너지 산업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때이다.  

l 원전 산업이 여전히 전망있는 산업이라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

니다. 지금과 같은 원전 산업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Ÿ 원전의 발전비중은 2000년대 이후 감소 추세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14년 10.6%이다(산업통상

자원부).47)

Ÿ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원전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잘

못됐다. 전세계 건설중인 핵발전소의 절반 이상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Ÿ 사실 원전 해외시장 진출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건설중인 핵발전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

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원전 수출이 가능한 것은 시장의 

50% 이하라는 것이다. 

Ÿ 또한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와 일본 도시바가 원전시장에서 철수했고 프랑스 원전업

체 아레바가 사업난을 겪고 있다. 대형 원전업체들의 도산은 핵발전소 건설로 충분한 이윤

을 남기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한겨레).48)

l 오히려 원전 해체산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더 낫다.

46) 한국일보. (2017.10.22.). “국내엔 안 지어도 원전 수출은 밀어주는 ‘투 트랙’ 전략을”.
4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해명자료(2017.07.13.). “청정에너지 원전 파리기후협약 후 더 늘고 있다”.
48) 한겨레. (2017.07.25.). “해외 원전시장 진출 한계.. 폐로시장이 블루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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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세계 원전 438기 중 150기가 영구정지 

됐고, 해체가 완료된 건 19기에 불과하다. 당장 해체를 기다리는 원전만 131기에 달한다. 

또한 2050년경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이 300기가 넘을 예정이다. 앞으로 약 280조

에 달하는 원전해체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이 정지되는데, 원자력 업계가 추산하는대로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을 약 6,500억

원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만 약 8조원의 원전해체 시장이 형성된다. 짓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더 많은 상황에서 원전해체 산업은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울산매일).49)

Ÿ 더욱이 원전을 완전 해체한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다. 우리나라의 기술

력은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어 해체 기술을 보다 완벽하게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Ÿ 무엇보다 기존의 원전 산업에 종사하던 인력들을 원전 해체산업으로 전환(shift)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원전해체 산업에서 약 3,500여개의 일

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디지털타임즈).50) 또한 정부는 올해 원전해체 전문인력 120명을 

배출하고 선진국과의 기술 교류, 원전해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축, 원전해체 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경향신문).51) 

l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신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Ÿ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업체수 405개, 고용인원 14,412명, 매출액 10

조 892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태양광 산업이 고용인원(8,112명, 56%), 매출액(70,248억원, 

70%) 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산업은 전체 수출액(매출액

의 35%)의 96%로 높은 수출 비중을 보였다. 

Ÿ 2016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중 약 7%를 차지했다. 이 중 태양광 12.6%, 

풍력 4.1%이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위해서는 앞으로 

약 3배 가량 더 증가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발전량과 정비례하진 않겠지

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금보다 3배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 면에서 고

용인원이 약 3만 명 더 증가하는 것과 같다. 

Ÿ 산업연구원의 「태양광융합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에 기여」 보

고서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100만 달러를 투자할 때 15.7명의 일자리가 생길 정도로 원자력

이나 석탄화력발전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미국 원자

력에너지연구소는 원자력 발전은 1천메가와트(MWe)당 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태양

광 발전은 1천메가와트당 1,060명으로 두 배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했다. 석탄화

력은 190명, 가스발전은 50명이다(연합뉴스).52)

49) 울산매일. (2017.07.18.). “｢창간 26주년 특집｣ ‘노다지’원전 해체시장 열린다”.
50) 디지털타임즈. (2017.08.29.). “신재생에너지·원전해체산업서 2022년 일자리 7만 7,000개 만든다”.
51) 경향신문. (2017.08.02.), “한국, 원전해체 사업 시동.. 고리 1호기로 출발해 1,000조 세계시장 겨냥”.
52) 연합뉴스. (2017.10.22.). “태양광 발전, 원자력·석탄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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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미래지향적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

l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을 살펴보고 비판의 타

당성을 검토해보았다. 현재 제기되는 비판들이 일면 타당한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판의 관점이 현재 혹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우

리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Ÿ 지금의 우려들은 앞으로도 전력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증가할 것이며, 기술 수준도 현재보

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더

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Ÿ 너무 저렴한 전기요금은 지금의 전력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유발했다.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15개에 불과한 일부 기업이 산업

용 전력 소비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 15개 기업들은 매년 2조 이

상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국가가 일부 대기업들에게 이런식의 전기요금 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 더욱이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면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산업용을 중심으로 적극

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전력 다소비 구조를 전력 효율화 구조로 전환해 나가

야 할 것이다. 

Ÿ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으로 인

해 발생하는 산업적·경제적·환경적 효과들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된다. 원

전의 발전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원전 확대 정책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 원전 해체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 에너지 신산

업 등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이다. 원전 산업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훨씬 더 많

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l 무엇보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Ÿ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2015년 기준으로 30세 이상의 인구 중 

PM2.5 노출로 인해 조기사망하는 경우가 인구 10만명당 약 80명에 달하며(뉴시스), 특히 아

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소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Ÿ 더욱이 후쿠시마 이상의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원자력발전소

를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Ÿ 이렇듯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저렴할지 몰라도 탄소배출권 매입, 미세먼지 문제, 위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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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에너지원이다. 물론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포기함

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는 편익이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사회적 편익보다 크지 않다. 더 이상 에너지 정

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막을 명분이 되지 않는다.

l 다시 한 번 보다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정

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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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전환, 과연 전력수급 불안정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하는가?

-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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