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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과연 적절한가?



3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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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4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2040년 OECD 발전비중에서 수력 제외 재생에너지 28.6%를 근거로
하한 30%를, 계통 대응 한계를 근거로 상한 35%를 제시

수력이 태양광 풍력 변동성을 보완하는 보조발전원임을 고려하면
수력이 거의 없는 우리의 경우 태양광 풍력 목표는 더 낮아 져야함. 
OECD국가들이 수력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LNG로 해야함.

바이오(5%)와 지열(1%)도 추가로 제외할 경우 태양광(7%)과
풍력(15%)은 22%에 불과

우리 목표는 20% 이하가 적절하며 그것도 아주 도전적

지역별 재생에너지 확충량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만 계획하여
송전망과 저장장치 확충은 고려도 안된 상황.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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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발전으로 사용될
LNG는 정말 청정인가?



The Lancet, Vol 370 September 15, 2007

석탄화력 LNG
간접배출(메탄영향 포함)

직접배출(연소 이산화탄소)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82 (2018) 1497–1513

• 재생간헐성 보완을 위해 가스복합을 가스터빈 단독 변환: 57% -> 39%
• 태양광 풍력 간헐성 보조를 위해 출력을 변동할 경우: 39% -> 27%
• 60% 가깝던 효율이 30%도 안되게 급락함 (효율 반토막)

저출력

전출력 전출력

저출력
가스복합

가스단독

~57%

~39%~27%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82 (2018) 1497–1513

• 가스복합을 가스터빈 단독으로 바꾸면 배출은 50% 증가
• 가스터빈의 출력을 낮춰도 배출이 50% 증가 (고속도로 vs. 시내도로)

전출력 저출력 저출력
전출력

가스복합

가스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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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질소산화물 전환계수가 0.079인데 유럽연합(EU)은 0.68
LNG에 유럽연합 전환계수 적용 시 LNG는 초미세먼지 0.12 kg/MWh
석탄에도 동일 계수 적용 시 석탄은 0.29 kg/MWh

0.29
0.12

석탄발전의 배출은 현재의 2배,
LNG 발전의 배출은 현재의 8배 높아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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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과연 사양산업인가?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REFERENCE DATA SERIES No. 1 2018)

설비용량 비교(2017)
태양광 385 GW
원자력 392 GW

발전량 비교(2017)
태양광 416 TWh
원자력 2,503 TWh

수력

가스

유류

석탄



원자력과 태양광의 정량적 비교(동일 발전량 기준)

태양광 12 GW * 30년 * 14.4%

원전 1 GW
(설비용량) 

태양광 12 GW
(설비용량)

원전 1 GW * 60년 * 85%

51 GWy
(발전량) 

52 GWy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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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신규 원자력설비 용량 추가 추이 및 전망] 
World Nuclear Performance Report,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8

360 GW

240 GW

120 GW

동등 태양광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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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W

5 GW

1GW

동등 원전 용량



IEA 2017, Figure 6.8 ⊳ Global average annual capacity additions and retirements by technology in the New Policies Scenario, 2017-2040 

원자력 12 GW = 태양광 144 GW 

2040년까지의 신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생애 생산 전력은
신규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생애 생산 전력의 1.5배 내외

이용률 가정: 원자력(0.85) 태양광(0.15) 풍력(0.25) 수력(0.45)
운영기간: 원자력(60년) 태양광(30년)
생애 생산 전력 = 용량(GW) * 이용률 * 운영 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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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 전성기에서 버려야하는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스웨덴(번복), 벨기에, 필리핀,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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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계속운전 전면 불허 + 신한울3&4 백지화 + 월성1 조기 폐쇄)

과연 얼마짜리 결정인가?
합리적 활용방안은 어떤 것인가?



원자력 활용 방안에 따른 비교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에너지안보에 더 나은 길은?)

원자력 활용방안
발전량

[조 kWh]
한전 매출
[조 원]

한수원 매출
[조 원]

현재까지 3.5 385 210

탈원전(건설X & 계속X) 10.0 1,100 600

신한울3·4 & 계속20년 15.7 1,700 940

※ 현재 요금 및 단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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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원자력



20

12 → 13
13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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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원자력 59~106% 증가 (~2배)
2050년까지 원자력 98~501% 증가 (~5배)

2018년 10월 8일



Average annual increase of carbon-free electricity per capita during decade of peak scale-up.

Junji Cao et al. Science 2016;353:547-548

Copyright ©  2016,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수력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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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3%

수력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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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49%

석탄

수입 17%

자국원유

가스

신고리 3호기 2017년 발전량
(신고리 5&6 및 신한울3&4도 동일 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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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탄소에서 무탄소로의 전환



Google: 24시간 데이터센터에 청정 전력을 공급하자.



수력

원자력

석탄/갈탄/피트

바이오메스

가스



Google: 24시간 데이터센터에 청정 전력을 공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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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Coal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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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에서 제시한 전환 부문 추가 감축
잠재량 3,410만톤에 대해서는 감축 목표 및 수단 미 확정

 영국은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제로'로.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13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

 프랑스는 당초 2025년까지 원전 용량을 유지하면서 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지만, 원전 비율 축소 시점을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으로 10년 연기

 일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하며, 원전 비중은 20% 
이상 유지하기로 함.

건설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경우 석탄발전 대비
연간 이산화탄소 2,000만톤 감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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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에 의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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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

총 방사능: 7,000 Bq (100 Bq/kg)

제품명: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모델명: 정용훈/한국인
모델번호: 7*****-1******

칼륨 4,000 + 탄소 2,500 
+ 루비듐 500 + 납/폴로늄 20 
+ 우라늄 1

Po-210     1 베크렐
= Cs-137    92 베크렐
= K-40     194 베크렐
= H-3 67,000 베크렐



후쿠시마 일반인
평생피폭

10~20 mSv

후쿠시마 작업자
초기 19개월 피폭

12 mSv

한국인 평생
자연방사선 피폭

240 mSv

강원도-부산
평생피폭 차이

90 mSv

일본인 평생
자연방사선 피폭

170 mSv 강원
3.53mSv/년

부산
2.41mSv/년

1.1 mSv/년

핀란드 지역 평생
자연방사선 피폭

600 mSv

출처: UNSCEAR 2013 출처: UNSCEAR 2013출처: UNSCEAR 2013

출처: KINS/GR-256

출처: Ojovan & Lee 2019 출처: KINS/GR-256 출처: KINS/GR-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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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을 수정한다면?



 원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에너지안보 증진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관리, 사후처리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음

 신한울 3,4호기의 가치
 대규모 청정에너지원: 덴마크 전체 풍력보다 큰 발전량
 2030년 우리나라 총 태양광설비의 30년간(수명) 생산 전력량과 동등한

발전량
 연간 가스발전대비 1조3천억원 절감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000만 톤에 이름 (추가감축필요의 절반 이상)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지속 활용과 최신 안전성을 구비한 원전의 건설 재개는
원전도입국에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음. 

 탄소전원에서 무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전환은 탈원전정책 수정부터 시작해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계속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