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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김정욱

기후변화시대의 탈핵-그린 에너지

Ⅰ. 들어가며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에 있는 기후변화 정부간위원회 (IPCC: 

Inter-governmental Pannel for Climate Change)가 최근 발표한 제4차 평가보고

서에 의하면, 근년에 지구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따뜻한 겨울과 극심한 가뭄, 폭우, 

폭염, 폭풍 등이 다 인류의 산업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이 보다 명

확하게 밝혀졌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구의 평균 기온

으로 따지면 지난 100년 동안에 섭씨 0.75 오른데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 동안에 

섭씨 1.5도가 올랐다. 그런데 21세기 말까지는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라 1.8도 내지 

4.0도까지 더 오르고 해수면은 18 센티 내지 59 센티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이 보

고서의 결론이다 1). 이는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인류의 생존마저도 위

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 기온이 섭씨 2도 이상 더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통제 불

능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이 기후변화를 막는 것

이고 지구촌 어디를 가나 기후변화가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적

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도 하원에서 480억 달러의 거대한 예산을 기후변화가 국가안

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데 배정하도록 법을 통과시켰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9위의 온실가스 배출 대국이고 또 그 동안의 증가속도가 세계 

제1위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기후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대책에도 별 관심이 

없는 나라이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일본, 독일, 영국, 프

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앞지르게 되었다 2). 석유 소비가 세

계 6위로 올라섰고 석유수입은 독일을 제치고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로 올라

1) IPCC,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2) OECD,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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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곧 기후변화협약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어서 지금과 같은 방식

의 경제개발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도 머지않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이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자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이글에서는 이 기후변화와 더불어 어떤 환경

문제들이 우리의 앞날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비해야할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구기후변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의 징후들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이다. 

충청도 이북에서 안 된다던 감이 경기도, 강원도로 올라왔고, 경상도의 사과가 충청

도로 올라왔고, 포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해양생태계도 급격히 바뀌고 있어

서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들이 명태, 고등어 같은 한류성 어종에서 멸치 같은 

난류성 어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강우 형태도 많이 바뀌어서 100년에 한번 온다는 

홍수가 지금은 해마다 내리는 연례행사가 되었고 200년에 한번 온다는 홍수는 2,3년

에 한번 씩 내리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빙하가 녹아 없어지고 있고 스위스에

서는 예전에 해발 800 미터에서 타던 스키를 지금은 해발 1500 미터 이상올라가야 

탈 수 있다. 지금 지구 곳곳에는 폭우, 홍수, 가뭄, 태풍이 기록을 거듭 갱신하고 있

다. 그리고 예전에 열대 지방에서 퍼지던 전염병이 북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

난 100여 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이 단지 0.75도 오른데 따른 결과이다. 이로 인하여 

해수면이 20 cm 정도 상승하였고 북극의 얼음의 면적도 1/4 이 줄어들었다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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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구 기온과 해수면의 과거 변화

(출처: IPCC,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주로 에너지 산업에 관련하는 전문가들 중에는 지구 온난화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들도 많다. 현재의 기온 상승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의 변화일 수도 있다

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에서 전 세계 2,500여명의 전문

가들을 동원하여 연구한 결과는 이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결론짓고 있다.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기체들인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냉매로 쓰이는 CFC 

등이 지난 100년 사이에 갑자기 늘었다. 특히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여 65% 정도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산

업화 이전에는 대기 중에 250 ppm이던 것이 지금은 380 ppm 으로 증가하였다.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이미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아 하천의 유량이 늘어난 데다 해마다 쏟아지는 폭우로 인하여 국토의 

2/3가 해마다 물에 잠기고 이로 3천만 명의 인구가 해마다 수해를 입는다 3). 태평양

의 투발루는 아예 나라가 바다에 잠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이주

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뉴올리언스를 물바다로 만든 카트리나와 같

은 허리케인과 플로리다를 초토화하는 초특급 토네이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이 지구에 내리는 경고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IPCC 4차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지구의 기온

은 2100년에 0.6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세로 보면 온실

3) Japan Environmental Council, The State of Environment in Asia 2005/2006, Springer, Toky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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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경제성장 추세를 감안하여 

성장을 가장 느리게 본 경우에도 2100년에는 기온이 1.8도 오르고 경제성장이 빠른 

경우에는 4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기온 상승에 따라 해수면은 18 

내지 59 cm 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1, 그림 2 참조). 

표1. 지구 기온과 해수면의 변화 예측

(출처: IPCC,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이와 같은 변화가 온다면 이는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특히 

극지방에는 큰 폭의 기온 상승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보다 훨씬 커서 3도 내지 7도에 이르는 기온 상승이 있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2. 시나리오에 따른 지구 기온변화 예측

(출처: IPCC,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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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역별 기온 상승폭 예측

(출처: IPCC,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기온 상승에 따라 강수 형태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열대 지방

에서는 강수가 감소하여 사막이 확대되고, 온대, 한대 지역은 강수량이 증가하는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100년까지 강수량이 10 ~ 20%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4 참조). 그런데 이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홍수와 태풍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변화를 인류가 21세기에 공동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로 보고 있다.  

그림 4. 지구 강수변화 예측

(출처: IPCC,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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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후변화 이외의 지구적인 환경문제 

1. 사막화

기후변화가 많은 지역에 가뭄을 초래하여 사막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 생태학적으로 농경지로 부적합한 지역을 무리하게 개간함으로 인하여 일년에 

600만 ha 의 농경지가 완전한 사막으로 변하고 있으며, 또 일년에 1,100만 ha, 즉 남

한만한 면적의 삼림이 벌채되고 있는데 이의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사막

으로 변하고 만다. 이 속도면 20-30 년이면 인도 대륙, 40-50년이면 중국이나 미국 

만한 땅이 사막으로 된다. 중국도 매년 제주도 1.5배 만한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어

서 해가 갈수록 황사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 오염의 축적

지구상에는 또 수많은 오염물질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 지금 지구상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2,900만 종의 유기화학물질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는 분해가 잘 안 되고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의 체내에 농축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키는 물

질들이 많이 있다. 특히 유기염소화합물들이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주의를 끌고 있다.

3. 생물의 멸종과 질병

삼림과 습지와 같은 생물들의 중요한 서식지가 파괴되고 환경 호르몬과 같은 오염

물질이 범람하며 오존층의 파괴로 강한 자외선이 침입하고 기후가 변하는 등 여러 가

지 이유로 인하여 지금 지구상에는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어가고 있다. 현재 매년 1%

의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어서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이 지나면 지구에 있는 생물 종

의 1/4이 멸종하리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바다의 생물이 급속도로 파멸되고 있다. Science 지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지

난 50년 동안에 바다 생물 종의 70%가 개체수가 90% 이상이 줄어드는 파멸상태를 

맞았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2050년이면 모든 바다 생물들이 파멸될 것이라

고 이 논문은 예측하고 있다(그림 5 참조). 이 바다 생태계 파괴의 중요한 원인은 연

안 습지의 파괴와 남획이 주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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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양어족의 파멸 추세

(출처: Worm, B., et al, "Impacts of Biodiversity Loss on Ocean Ecosystem Services",  Science, Vol. 314. no. 

5800, 3 November, 2006: pp. 787 - 790)

4.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오존층의 파괴도 지구를 위협한다. 오존은 지상 10 - 50 km의 성층권에 존재하여 

파장이 0.29 마이크론보다 짧은 광선, 즉 강한 자외선이나 우주선, 감마선 등을 차단

하여 지구의 생물을 보호하는 구실을 한다. 말하자면 외계로 여행하는 우주인들이 자

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쓰는 우주복의 구실을 지구에서는 오존층이 하고 있는 셈이

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물질로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는 일산화질소

(NO)와 이산화질소(NO2) 같은 질소산화물, 그리고 유기물질이 썩을 때 나오는 메탄

가스(CH4) 등의 물질도 거론되지만 그 중의 가장 잘 밝혀진 원인으로는 

CFC(chloro-fluoro-carbon: 염화불화탄소)를 들 수 있다. CFC는 탄소에 염소와 불

소가 결합한 화학물질들을 일컫는다. 이 CFC 물질들은 온실가스로서 지구기후변화에

도 관여하고 있다. 

5. 자원고갈

인류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지구의 지원이 고갈되고 

말 것이다. 현재 60억의 인구가 21세기 말에는 100억 내지 14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구의 경제규모는 지난 100년 동안에 50 배가  증가했다 4).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단지 50년 동안에 인구가 20억에서 62억으로 

4)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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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구 경제가 15 배 6), 화석연료의 사용이 25 배 7), 공업생산이 40 배 늘었다 8). 

성장하지 않으면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구조 아래서

는 지금과 같은 성장이 당분간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21세

기 말이면 지구 경제는 다시 10 배 이상 성장할 수도 있다. 경제규모가 10 배 커진다

는 말은 생산을 10 배 많이 한다는 말과 같고 생산이 10 배 많아지기 위해서는, 인류

가 지금과 꼭 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에너지와 자원이 10 배 더 필요하고 폐기물이 

10 배 더 생기며 환경파괴행위도 10 배 더 커진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10 배나 더 커

진 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에너지와 자원은 이 지구상에 없다. 이러한  경제는 대부분

이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와 광물자원 그리고 삼림, 흙, 바다 등으로부터 얻게 되는

데 이러한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고갈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

가 지금보다 열 배나 더 커진 환경파괴행위를 감당할 수 있나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한 마디로 말해서 아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용량도 일정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의 매장량은 지금대로 쓰면 30년 쓸 것밖에 없고 더 찾

으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희망 매장량까지 보태서 2050년대에 고갈될 것으로 보

고 있고 석탄도 2100년대에 이르러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 우라늄도 2050

년대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 더구나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플루토늄은 반감기가 무려 24,000년에 이르러 이를 관리하는 

데에는 수십만 년이라는 장구한 시일이 소요되어 근본적으로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Ⅳ. 지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핵-그린 에너지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원칙

에너지와 자원을 끊임없이 소모하고 환경파괴를 당연시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개발

은 언젠가는 에너지와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황폐화되어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

5)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998 Revision, New York, UN, December, 1998.

6) World Bank,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7) Brown, L., et al, State of the World 1994, A Worldwatch Institute Report on Progress Toward a 

Sustainable Society, Norton, 1994.

8) Curran, T., “Sustainable Development: New Ideas for a New Century”,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특강 강의 

원고, 2000. 3.

9) 김영길 외, 자연과학, 생능, 1990, pp. 378-382.   

10) 통상산업부, 한국전력공사, 1995년 원자력발전백서, 1995,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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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UN 산하의 환경개발위원회에서 내린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의 정의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경제 성장

을 용인하고 있다. 원래 ‘지속가능하다’는 말은 지구 생태계를 지탱(sustain)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그 보고서에서 내린 용어의 정의에서는 생태계를 지탱한다는 

말은 없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되,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능력을 축내지 않는 개발(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

고 인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룬 분야는 인구와 인력자원, 식량, 종다양성과 생태

계, 에너지, 산업발전, 도시문제 등인데 이들을 주로 인류 발전의 자원으로 간주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시장경제체제하의 경제개발을 

많이 용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

나 경제 성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한 지구 생태계는 이대로 지속될 수가 없다. 그

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정말 ‘지속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

다. 발전 혹은 개발(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이라는 뜻으로 

자주 해석하고 있으나 성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 ‘녹색성장’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같은 것이 아니다. 성장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환경과 

경제와 사회적인 형평성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다는 의

미에서 ‘development’를 지금은 ‘개발’이 아니라 ‘발전’이라는 용어로 풀어 쓰고 있다.

인류는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성장이 없는 정상상태를 유

지해야 한다. 안정한 생태계는 정상상태를 유지하지 성장하지 않는다. 경제는 성장하

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달라지는 모습이 환

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의 원칙도 명확해 진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석유, 석탄,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

가? 있는 에너지는 아껴 쓰고 근본적으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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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능한 에너지라면 태양, 풍력, 조력, 생체, 지열 등의 에너지를 말한다. 그런데 이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단위면적당 생산 도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

량생산, 대량수송, 대량소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너지 요구가 작도록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하며 에너지를 멀리서 생산해서 수송할 것

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만들어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새로운 에너지 체계에 맞도록 국토와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시민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구에 사는 생물은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써서는 안 된다. 만들어

지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파멸될 수밖에 없다.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태양 에너

지가 비취고 이를 이용해서 식물이 광합성하는 것 밖에 없다. 즉, 지구의 생물은 지구

에서 만들어지는 총 광합성량보다 더 많이 써서는 안 된다. 인류는 생체량으로 따져

서 지구 전체 생물의 만분의 일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 총 광합성량의 거의 1/4

을 인류 혼자서 쓰고 있다. 간접적으로 쓰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총 광합성 에너지

의 60%를 인류가 다 쓰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일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의 선진국들을 앞지르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에너지 사용을 줄일 계획들

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열심히 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2010년에 지식경제부가 세운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024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4기, 석탄 발전소 17기, 복합발전소 26기, 양수 발전소 2기 등 총 59

기의 발전소를 지을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로 따지면 세계 제1위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조명이나 건물의 단열, 전동기

와 같은 산업기술로서 현재 이미 개발되어 시장에 상품화되어 있는 기술로 기존의 재

래식 기술을 대체하기만 하더라도 이로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약 30%를 절약할 

수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이럴 경우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도 더 지을 필요

가 없게 된다 11). 덴마크는 지난 70년대 초에 석유 파동을 겪은 이후 근 30년 이상 

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이 하나도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의 

실현성이 충분히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들도 그 한계가 분명하다. 무한한 자원이란 것

은 있을 수가 없다. 한 가지 자원이 모자랄 때마다 과학자들은 대체자원을 찾곤 하지

11) Byrne J. 외, ｢에너지혁명: 21세기 한국의 에너지 환경전략｣, 매일경제신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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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대체자원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무한한 줄 알았던 물이나 

흙까지도 유한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있는 형편이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물이라고까지 정의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이 이러할 때에야 다른 자원

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부족한 자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있는 자원은 

물론 아껴 써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원을 순환시켜야 한다. 쓴 자원을 모아 재활

용하는 것도 처녀자원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과 하나도 다름없이 인류의 필요

를 채울 수가 있고 지구 경제를 돌아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순환이 에너지를 아

주 효과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자원순환에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구조도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시 짜여져야 한다. 

셋째,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용량도 한정되어 있다. 지구 경제가 커지면서 무

한정 벌어지는 오염 행위와 자연파괴를 지구는 감당할 수 없다. 지구상에 사막은 늘

어나고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 동안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

했던 농사도 토지의 생산성이 한계에 도달하여 지금과 같은 농사 방법으로는 수확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인간이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산자원도 한계에 도달해 

있다. 전 세계 수산자원의 현존량은 현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간 어획기술이 크게 진

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1990년을 고비로 줄어들고 있다. 환경오염은 지구 곳

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기오염이 광역화하면서 이로 인하여 토양오염과 식생의 훼

손이 대륙의 차원으로 번지고 있고 환경 호르몬의 피해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 다 

나타나고 있다. 이 환경훼손도 에너지, 자원의 낭비와 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과 같

은 환경 훼손을 이 지구는 언제까지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 답은 명백하다. 각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용량 이상의 환경 훼손 행

위를 절대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 든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여 지구의 수용능력 안에서 쓰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람이 사는 도시의 산업구조와 정주구조를 개조하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것도 꼭 같이 중요하다. 이런 삶의 훌륭한 모범을 보인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다. 

우리 선조들은 철저히 자연 생태계의 법칙에 따라 살고자 노력했다.

2.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탈핵-그린 에너지 대책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게 될 기후변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먼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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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온 상승과 강수형태의 변화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이 우리 국토의 생태계와 국

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IPCC 4차 보고서에 의하면 2100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섭씨 3-7

도의 기온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강우현상

의 변화, 농작물을 비롯한 육상 생태계의 변화, 수산물을 비롯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이러한 변화가 경제 및 생활에 미칠 변화 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르는 대비책도 연구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수량 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대비책, 세어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책, 해수면 상승과 세어지는 파도에 따른 연안구조물의 안전대책 등도 연구가 되

어야 한다 12). 

그리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요한 

온실가스로는 주로 에너지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가축의 분뇨에서 주로 

발생하는 메탄가스, 비료사용에서 주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냉매로 쓰이는 CFCs, 

반도체에 쓰이는 불소화합물 등이다(표 2 참조).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90 %를 차지한다(그림 6 참조) 13).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독일은 이미 에너지 사용을 줄여가고 있고 2050년까지는 에너지 사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그림 7 참조). 덴마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에 힘쓴 결과 지난 35년 동안 

에너지 사용이 전혀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4만 달러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4). 덴마크의 앞으로의 계획은 에너지 사용을 2000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15). 이

런 계획들은 석유와 우라늄이 2050년대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응하는 현실적

인 전략이기도 하다. 

12) IPCC, Climate Change 2007: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13) 산자부/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 2004. 

14) OECD, 앞의 책.

15) Viegand, J.,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in Denmark towards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발전략을 위한 국제 세미나 논문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개관기념 세미나, 

2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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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온실가스의 종류

20% 40% 60% 80% 100%0%

CO2

CH4   : 4.6%

N2O  : 2.8%

HFCs : 1.5%

SF6 : 2.3%

PFCs : 0.4%

501.85 MTCO2

88.4%

그림 6.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출처: 산자부/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 2004)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증가만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굳게 믿고서 

2020년까지 에너지 공급을 2000년 수준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이는 계획을 세워놓

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를 열심히 지어서는 시골 곳곳까지 가장 에너지 효율이 떨어

지는 전기난방을 공급하느라고 바쁘다. 

석유와 우라늄은 둘 다 고갈되기 이전에 생산이 정점을 지나면 이미 혼란은 시작되

기 마련이다. 그리고 둘 다 정치와 깊게 끈이 맺어져 있어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장

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97퍼센트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국가의 번영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기술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햇빛, 바람, 조력, 

생체 같은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것이 바로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이고 또한 지구와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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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독일의 에너지 대책 시나리오

(출처: German Wind Energy Association, Energy Scenario for 2050, 2003)

독일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후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2022년까지는 17기의 원자로를 전부 폐쇄하기로 하였고 에너지 사용을 2008년 대비 

2020년까지는 20%, 2050년까지는 50%를 줄인다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온실

가스는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는 80∼95% 줄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표

3 참조).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독일은 법을 만들어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

을 우리나라 신축 아파트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재생 에너지의 도

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우

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독일은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새로운 경제 발

전의 원동력이 되고 특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의 에너

지보다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가 고급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낸다. 

일본은 또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독일의 절반 수준으로 더 줄일 수 있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태양열 온수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아예 건축허가도 내주

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책은 너무나 미흡하다. 쓰레기를 소각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빼고 나면 진정한 의미의 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0.1%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에너지 사용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 달에 전기사용료만 백만 원 이상이 

나가는 아파트가 유행을 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심야전기로 건물을 

난방하고 물을 데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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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일의 장기 에너지 기본계획

2020년 2050년 

온실가스(1990년 기준) 40% 감축 80~95% 감축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18% 60%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 35% 80%

1차 에너지 소비(2008년 기준) 20% 감축 50% 감축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리노베니션 1% 미만 2%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것이 많은 일

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을 창출한다. 일자리 제공과 환경비용을 감안하면 재생 에너지

가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 원자력이 아무리 단가가 싸다고 해도(유럽과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다른 전력에 비하여 싸지도 않다) 효율이 10%도 안 되는 전기난방에 

쓰이면, 효율이 높은 재생 에너지가 단가는 비싸더라도 결국은 더 경제적이다. 여름 

한철 냉방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 년 사철 돌아가는 발전소를 짓는 것 보다는 

재생 에너지로 냉방을 하여 첨두부하를 줄이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 에너지 단가가 비싼데 그 이유는 기술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재

생 에너지 개발에 열심히 투자한 결과 풍력을 가장 값싼 에너지로 만들었으며 풍력기

술을 세계로 수출하여 경제를 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 에너지가 비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경제성은 시간이 가면서 바뀐다. 화력과 원자력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고 재생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머지 않아 재생 에너지가 더 싼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우리는 자주 에너지 생산단가를 가지고 경제성을 비교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에

너지 생산단가가 아무리 싸더라도 에너지 사용효율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

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나 대형 화력발전소는 안전성과 환경오염 때문에 사용처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폐열은 그냥 버려지

고 송전하는 과정에서 손실도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작은 발전소를 사용처에다 바로 

세우면 폐열을 쓸 수 있고 송전 손실도 없다. 멀리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에너지 효

율이 10%도 안 되는 전기 난방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사용처에다가 바로 열

병합발전을 하여 전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냉난방까지 겸하여 에너지 효율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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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올리면 이것이 훨씬 더 값싼 에너지이다.    

꼭 전기를 생산하는 것만이 에너지가 아니다. 햇빛을 난방이나 조명에 이용하고, 

단열을 잘 하고, 자연 바람을 이용해서 건물 환기를 시키는 것 등이 다 에너지이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리모델링했더니 에너지 사용이 딱 절반으로 줄

었다. 그래서 클린턴 전대통령은 미국의 건물 에너지 사용을 앞으로 절반으로 줄이겠

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건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체 사

용량의 1/4이나 되고 그리고 재생 에너지가 거의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기술만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을 30% 이상 줄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산림을 잘 관리하고 교통체제를 개선하면 온실가스는 37%까지 줄일 수가 

있다(표 4 참조) 16). 그리고 많은 실험에서 증명해 보였듯이 에너지의 20% 정도는 절

약을 통하여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덴마크처럼 현재의 절반의 

에너지로도 충분히 지금과 같은 수준의 경제활동과 생활을 할 수 있다. 

표 4. 우리나라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포텐셜 (2020년 기준)

멀리 대형 발전소를 지어 관리비가 많이 드는 에너지 낭비 형 국토구조를 만들기보

다는, 필요한 곳에 작은 규모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어 송전 손실을 없애고 효율

을 올리고 수요를 줄이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이

고 미래지향적이며 우리 도시가 추구해야 할 길이다.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원자력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석유와 석탄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다 좁은 안목에서 하는 말들이다. 이들은 다들 자

원이 머지않아 고갈될 처지에 있고 강대국들과 몇몇 자원부국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16) Kim, JW., “Greenhouse Gas Reduction Potential for South Korea,” Proc. 7th. Asia-Pacific NGOs 

Environmental Conference, Kathmandu, Nepal,  50-7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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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고갈되어 갈수록 돈이 있다고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에너지 안

보는 기술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재생 에너지에 있다. 

재생 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태양열, 생체에너지(바이오매스), 지열, 소수력, 조력 

등, 태양만 있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들 재생 에너지의 잠재

력은 그림 8에서 보듯이 거의 무한해서 전 인류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으

나 다만 환경적 및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의 에너지와는 달리 에너지 생산 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서 소규모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기존에 한 곳에 집중

하여 대량생산해서 대량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에 대비하여 분산형 에너지 

체계 (distributed energy system)라고 한다. 

수소와 연료전지는 자동차의 무공해 연료로 각광을 받으면서 깨끗한 에너지로 인식

되고는 있으나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기)가 필요한데 어떤 에너지로 수소

나 연료전지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린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

료를 재처리하면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게 생산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도 현실적으

로 타당하지가 않다. 재처리를 하면 에너지 단가가 10배 가까이 뛰기 때문에 재생 에

너지보다도 훨씬 비싸져 에너지로서는 하등의 가치가 없다. 재처리를 하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처리를 하는 나라들은 실은 다들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제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나라들이다. 사용후 핵연료를 

pyro-processing (건식재처리기술)으로 재처리를 하면 폐기물 양도 줄이고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기가 어렵고 연료도 거의 무한정 생산된다는 이론도 

있으나 이 방법도 역시 비싸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

다. 기존의 방법보다 핵무기 원료를 추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협약에 의하여 재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림 8 재생 에너지의 잠재량과 수요 (Hans-Josef Fel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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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축

각각의 지역사회를 국토의 전체적인 환경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재생 에너지에 기반

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자원을 순환하며, 환경을 깨끗이 지킬 수 있도

록 생태학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역사회 

안에서 최대한으로 공급하고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그 안에서 최대한 처리를 

하되 최소한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물질순환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을 최소

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이상형으로 삼아 

용도지역들을 멀찍이 띄어 놓고 각 지역들을 거미줄처럼 도로로 얽어 자동차로 다니

게 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무한정 투입하고 쓰레기는 딴 데다 갖다 버리는 그런 도시

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의 지역적인 특성을 죽이고 유럽이나 미국과 똑 같은 모습으

로 만들어 가고 있고 사람들도 똑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지역

의 기후나 지형이나 특산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자들을 수출하고 수입하여 

더운 곳은 춥게 추운 곳은 덥게 하고 같은 집에 같은 옷에 같은 음식에 같은 취미생

활을 하고 같은 물건들을 쓰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국 사람들은 풀밭이 있기 때

문에 골프를 즐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을 깎아서 농약과 비료와 수입 잔디로 골

프를 즐긴다. 스위스 사람들은 알프스 산에 눈이 있기 때문에 스키를 즐기지만 우리

는 산을 깎고 인조 눈을 만들어 스키를 즐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은 

분주하게 수입되고 대량 소비가 촉진된다. 이런 지역사회의 모습은 에너지를 낭비하

고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지역마다 가장 그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지역성을 가지고 

지역의 산물을 이용하여 기본재는 최대한 내부에서 충당하고 사치재의 수입을 최소화

하는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에 가깝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의 국토개발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공급

해 주면 된다는 방식, 즉, 공급위주로 교통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이는 에너지를 낭비

하고 오염을 조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방법이다. 첫째는 가장 교통 수요가 

적도록 지역사회를 구축해서 교통을 가장 적게 이용하고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분당이나 일산 같이 일터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

거도시(bed town)를 만드는 방법은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안산이나 

창원 같이 자동차를 타야만 다닐 수 있는 도시도 적절하지 못하다. 

그 다음은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들고 오염이 작도록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래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자전거, 혹은 소형 자동차를 이용하고 지역사회 간에는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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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소형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이다. 미래의 자동차 연료로는 태양 에너지 혹은 수소 전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들 연료로는 자동차를 대형화하거나 고속화하기가 어렵다 17). 미국은 자동차의 에너

지 사용을 지금의 1/3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클린턴 대통령이 선언한 적이 있다. 

4. 시민 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

우리 조상들의 생활문화야 말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의 모범을 보

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여건들이 크게 달라진 지금 옛날의 생활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원칙과 태도는 우리가 다시 본 받아야 한다.  

지금 우리의 주택구조나 생활양식은 환경적으로 타당한 모습을 가꾸어 온 것이 아니

라 가장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도록 가꾸어져 왔다. 

예를 들면 우리는 미국 사람만큼 물을 많이 쓰도록 부엌이나 화장실을 꾸며왔다. 욕조

나 세면대나 변기 같은 데서 물을 절약한다든지 허드렛물을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방법

들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같이 대규모 주거단지가 많은 곳에서는 단지 안에서 발

생하는 하수를 처리해서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하기가 아주 쉽다. 

미국을 본떠서 넓은 잔디밭을 가꾸는 것도 환경적으로 권장할 것이 못된다. 넓은 

잔디밭은 조금 가물었다하면 물을 줘야 한다. 가물 때 잔디밭에까지 물을 뿌려야 한

다는 것은 잘못이다. 또 잔디를 유지하느라고 화학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고 봄에 불 

지르고 짧게 깎느라고 에너지를 쓰는 것이 모두 잘못되었다. 보다 에너지와 물을 적

게 쓰고 일손을 적게 들이고 정원을 가꾸도록 해야 한다. 관목을 심든지 야생화를 적

절하게 골라서 가꾼다면 훨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더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을 것이다.

주택과 건물 구조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자연광을 이용한 

조명,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과 냉방,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 단열시공 등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스라엘, 터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신축 주택에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들이 집집마다 빗

물을 받아씀으로 물 사용을 줄이고 있다. 수돗물 값의 거의 절반이 에너지 가격인 점

을 고려하면 이것이 또한 에너지를 줄이는 길임을 알 수 있다. 클린튼 전 미국대통령

은 앞으로 미국의 건물에 쓰이는 에너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

17) Appleby, A.J., The Furure of Fuel Cells: The Electrochemical Engine for Vehicles, Scientific 

American, 281(1), 1999, pp. 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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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그 동기는 백악관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한 후에 에너지 사용이 절반으로 

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편지봉투 따게, 통조림 따게 등 거의 모든 가정용

품들을 에너지를 써야만 움직일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는 것도 한 번 생

각해 봐야 한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더 편

리한 상품을 개발해 낼 수 가 있다. 

음식도 상온에서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냉장 식품을 적게 만

드는 생활습성을 기르든지 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편리하고 

경제적일 것이다. 냉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음식의 낭비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로 아

니다.

세탁기도 깨끗하게 빠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한 기

준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로 물을 데우는 것은 불로 물을 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기에서 전기로 빨래를 삶기보다는 뜨

거운 물을 받아서 빨래를 하는 것이 에너지가 절약된다. 

식생활은 가장 적은 땅에서 가장 적은 에너지를 써서 효율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식량 중에서는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영양소들은 단백질보다는 어렵지 않게 생산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생활에서 음식을 비롯하여 물건을 아끼는 것이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지키

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품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를 캐는 데서부터 쓰레

기가 되어 버리기까지 제품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각종 폐기물이 발생하고 또 많은 

에너지가 투입된다. 자원을 재활용하면 쓰레기의 처리와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이 줄

고 원료의 수입 부담이 줄고 생산공정에서 에너지가 절약되는 등 여러 가지 이득이 

발생한다. 

V. 맺는 말       

현대의 과학기술이 인류의 복지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이로 안하여 

결과적으로 인류와 지구상 많은 생물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문

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인류의 가장 절박한 과제가 바로 기후변화 문제이다. 이 기

후변화에 인류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잘 협력하여 실행해 나가느냐에 인류의 앞날

이 달려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어디에 가나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화

두로 대두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발열풍에 휩싸여 정치가들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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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남발하고 있고 국민들은 땅값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기후변화문제는 건성

으로만 지나치고 있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와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때에 기후변화와 지구적인 환경문제

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번영은 고사하고 오히려 생존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

다. 지금은 기후변화시대에 맞게 자원 고갈의 문제가 없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재생에

너지를 개발하되 에너지 절약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들이 생태학적인 단

위가 될 수 있도록 국토와 도시의 구조와 시민생활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도록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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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19대 국회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과제

1. 현황

○ 원전 확대 정책

- 근거: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 

2012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13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예정

-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모두 지식경제부 관할임. 에너지소비의 

20% 정도만 전기이고 나머지는 원료인 납사와 교통, 건물 관련 에너지이나, 건

설교통해양부의 에너지정책은 미약한 상황임. 

- 2024년까지 국내 13기 추가건설, 설계 수명 다한 원자로 폐로 계획 없음

- 원전 전기의 발전량 비중 2024년까지 48.5%, 2030년까지 59%

- 2030년, 원전 용량 현재의 2.2배로 증가(17,700GW에서 39,200GW로 확대)

부지 가동 중 건설 중 2024년 2030년 합

고리/신고리

(부산, 울산)
1~5호기

3기

(시운전 1기*)

(1400MW)

4기

(1400MW)
12기

영광 (전남) 1~6호기 6기

울진/신울진

(경북)
1~6호기

2기

(1400MW)

2기

(1400MW)
10기

신규 부지

(삼척, 영덕)

2기(1500MW)+

추가 10기**
12기

중

수

로

월성/신월성

(경북 경주시)
1~4호기

2기-경수로

(시운전 1기)

(1000MW)

6기

합 21기 7기 6기 12기 46기

*시운전 중인 신고리 2호기는 1000MW 용량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설비용량만 기재되어 있어 신규부지에1500MW 원전 2기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부지별 

6기까지 확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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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수출 정책

- 앞으로 430기 신규 건설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현재 435기이고 1986년 체르노

빌 사고 이후 세계 원전 시장은 침체되어 있으며 2011년에는 신규원전은 7기가 

줄었으며 4기만 착공할 정도로 사양산업화 되고 있음.

- UAE 원전 수출 이후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 수주 80기 

목표. 현지에서는 반핵운동과 함께 반한 감정 고조

- UAE 원전 계약서를 둘러싼 의문: 189억 달러 수주액 중 100억 달러 지원 계약

(역마진 문제 발생), 고정환율 계약 의혹(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손해), 완공연기

에 대한 배상 계약 여부 의혹, 60년 가동 보증(폐쇄된 세계 원전 평균 가동연한 

23년, APR1400은 가동경험이 없음), 핵폐기물 처분의 책임여부(UAE 외무부 자

료에 언급)

○ 수명연장 정책

- 핵발전소는 가동 중에 고 중성자선과 고 방사선이 방출되어 원자로 압력용기와 

같은 핵심 부품이 노화되므로 30년의 설계수명을 가짐. 

- 그러나 핵발전소를 새로이 건설하는 것보다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부지선정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 있으므로 수명연장 정책을 선택함. 

-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권고한 폐로계획도 없고 폐로비

용도 신규원전 건설비용으로 써버리고 폐로비용 산정도 과소 산정되어 있어서 

폐로 절차를 밟기 어려운 형편임. 

- 2005년에 핵발전소가 설계수명만큼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주기적 안전

성평가를 통해 10년씩 가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 시행령을 개정함. 

- 국내 원전 고장-사고의 20%를 기록할 만큼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던 고리 1호기 

원전은 편법(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을 5년전에 제출해야하나 고리 1호기

는 2년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둠)을 이용해 수명연장을 결정함

- 최근 고리 1호기가 가동 초기부터 원자로 압력용기의 최대흡수에너지(원자로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정도 평가)와 무연성-취성화 천이온도(강철이 유리처

럼 약화될 수 있는 온도)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안전성평

가 관련 주요 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방

사선환경영향평-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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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 당시, 위의 여러 가지 사항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명시된 ‘열처리’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가동 환경이 다른 

미국의 기준(세계 이용률 78.9%, 우리나라 이용률 90% 이상)을 들어 수명연장을 

결정함. 

- 세계에서 5% 정도만 가동 중인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 역시 오는 11월에 설계

수명이 다하지만 수명연장 절차를 밟고 있음. 중수로 원전은 주변 환경의 삼중수

소 위험이나 중수로 자체의 안전 문제 등으로 세계적으로 가동 기수도 적고 경험

도 적고, 수명 연장 사례도 거의 드물기 때문에 수명연장은 위험한 선택임. 

○ 재처리 정책

- 근거: 4차 원자력진흥종합개발계획(2012~2016),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255차 원자력위원회, 2008.12.22)

- 파이로프로세싱과 연계한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 개발 승인(255차 원자

력위원회)

- 건식재처리 방법인 파이로프로세싱 '프라이드(PRIDE, 연간 10t 규모)' 추진

- 2028년까지 소듐냉각고속의 원형로 완성 추진(현재 실증 설비 '스텔라-1(STELLA-1))

-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기한 만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추진 - 개정 협상 중

- 원자력클러스터 내 입지 추진 중(스마트 원자로, 초고온수소생산 원자로, 소듐냉

각고속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 파이로프로세싱)

○ 핵폐기물 정책

<중저준위 핵폐기물>

- 2005년 11월 주민투표와 부지조사 보고서 근거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경주시 양

북면 일대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결정

- 처분시설 1단계 동굴처분장: 2007년 7월 착공 후 2009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1차 

6개월 공사기간 연장, 2차 30개월 추가연장으로 2012년 말 완공예정이었음. 그

러나 지난 1월에 다시 2014년으로 완공시기를 연장하여 총 공사기간이 30개월에

서 84개월이 됨. 

- 경주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의 근거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고 4년 뒤인 

2009년에 공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조사 보고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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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해당 부지의 시추조사 결과 불량암반이 59~82% 이상(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 2008년 7월에 운영허가)

- 실제 공사에서 불량암반 정도가 더욱 심각, 하루 3,000~5,000톤 지하수 유출(샘

물공장 500톤 규모). 최근에는 바닷물 유출(최종 처분 사일로가 바닷물 내에 잠

기게 됨). 동굴처분시설의 애초 목적인 자연방벽 역할이 없어진 상황이고 방사성

물질 누출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하지만 바닷물에 희석되어 기준치 이

하로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입장. 

- 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지경부, 2011.11.23): 12만5천드럼, 천

층처분, 2016년 말 준공 목표

<사용후 핵연료>

- 사용후 핵연료 국내 누적 발생량은 13,246 MtU(2008.12월 말), 매 10년마다 약 

10,000MtU씩 추가로 발생될 전망. 고리, 영광, 울진은 사용후 핵연료 풀에 습식 

저장 중. 중수로인 월성에는 습식저장과 건식저장 병행 

- 2016년까지의 발전소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포화 예정이었으나 고리원전의 발전

소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으로 2024년까지 연장됨

-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추진 중이었으나 2009년 7월 발족직전 연기됨. 현

재 지경부에서 공론화포럼 운영 중

- 재처리 정책 추진 중 

○ 방사능 식품과 생활 방사능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국토의 70%가 오염됨. 3%인 8개 현(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사이타마, 지바)은 오염제거지역으로 지정. 

- 일본 식품 기준치는 kg당 370Bq에서 100Bq로 하향 조정: 방사능오염식품 섭취 

확률 높아졌다는 반증. 

- 태평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 확산으로 먹이사슬 통한 수산물 오염 확대. 2011

년 8개월간 21건의 일본산 방사능수입 수산물 검출, 2012년 2개월간 32건으로 

급증. 3월에는 20여건 20Bq 이상도 발견  

- 중국, 대만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10개현에서 모든 식품, 사료 수입중지. 쿠웨

이트 등은 모든 일본식품, 사료 수입중지. 한국은 일부 현지 출하정지 품목 제외 

건농산물, 냉동과일, 가공식품원료, 분유, 고기, 수산물 등 광범위하게 수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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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지난 2월까지 후쿠시마현에서 110톤 식품 수입. 최근 후쿠시마현에서 어업

이 1년 3개월만에 재개되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수입될 것으로 보임. 일본 수산

물의 경우 현단위 원산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식품 핵종검사는 파괴검사라서 전수-전량검사 불가능, 우리나라는 수입건수에 

대한 1kg 샘플조사 중. 

- 벽지, 매트, 팔찌, 침대 등 각종 ‘음이온’ 제품에 자연방사성물질 사용, 베타방사

선에 의한 일상생활에서의 방사능 피폭

- 전국 5천여곳 방사성물질 취급기관, 방사능아스팔트 등 오염 경로 미지수

○ 원전 주변 방재 현황

-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난 구역이 원전 주변 30km, 한국의 방사선비

상계획구역은 8~10km(미국 80km, 일본 30km로 확대 추진 중)

- 원전 주변 30km 내 340여만 명 거주로 세계 최대 집지역(고리와 월성 인근 

320만명, 울산시청과 부산시청 포함. 일본의 30배)

- 갑상선 방호약품 구비량은 18만6,000명분. 원전 30㎞ 내 시민에게 필요한 양의 

약 19분의 1에 불과

- 중대사고에 대한 사고 시나리오 대비 없음 

○ 대형사고에 대한 보험과 책임한도

- 우리나라 원전은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가 없음.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중

대사고에 대한 평가 없음. 

- 후쿠시마 원전의 노심용융 확률은 1천만년-원자로에 1회이지만 한국형 원전은 1

백만년-원자로에 1회임. 이른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로 인해 중대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3기에서 동시에 노심용

융이 발생하면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근거가 원자력 안전신화는 붕되되었음.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한 주민들 15만명의 5년간 피난보상비용

만으로 약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동경전력주

식회사의 보험으로 인해 배상할 수 있는 비용은 1조 5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심

각한 자연재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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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 배상 비용은 500억원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이후 동일

하며 책임한도는 3억 SDR(약 5천억원)로 유한책임이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책

임지도록 되어 있음. 

○ 송전탑 관련 주민갈등 및 전원개발촉진법

- 신고리 1~8호기 전기 송전탑으로 신규 추진 중인 76만5천볼트 송전탑은 양 및 

기장군 정관면 지역 심각한 갈등사안으로 대두

- 양의 경우, 1월16일 74세 이치우 어르신 분신 이후 예정대로 6월 공사 재개 시 

주민 감정 격앙으로 위험 사태 발생 가능성

- 신규 송전탑과 발전소 인허가 관련 초법적인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 필요성 대두  

- 전원개발 사업(발전소, 송전탑, 변전소 등)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

률 등 관련법에서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

으로 보고 개인의 토지를 수용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자와 지역공동

체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6조, 6조의2, 6조의 3)

○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 정부의 수요관리 목표 달성실적 저조: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효율정책보다 첨두부

하를 관리하는 정책이 주. 이마저도 지난 915 정전사태 통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2011년 겨울 대대적인 관리로 원전 3기 가량의 수요 줄

임. 2012년 6월 21일 정전대비훈련시에는 원전 5기 이상(548만kW) 줄임.

- 원전 전기는 전체 발전량의 약 30% 가량인데, 2010년 난방용 전기로 25% 소비, 

2011년 냉방용 전기로 21% 소비: 건물 단열만 잘해도 원전 전기 상당량 줄일 수 

있음. 

- 에너지, 특히 전기소비를 줄이는 가스냉방기 보급, 열병합발전, 고효율전동기 보

급 등의 정책이 제자리 걸음이고 현장에서는 퇴출되는 실정

-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분류와 통계는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수소에너지, 연

료전지, 폐기물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아닌 것까지 포함됨. 국가에너지기구

는 한국의 자료를 재분류함. 

-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 확대되고 있어 2011년 한 해만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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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기 분량의 재생가능발전소가 늘어났고 90개 분량이 새로 착공됨. 지난 5년간 

태양광, 풍력 성장률이 20~80% 가량임. 반면에 우리나라의 국가에너지 기본계

획 상 신재생에너지 연간 증가율은 8.7%에 불과함. 

- 2010년 말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6%, 이중 폐기물 70.92%, 수력 11.56%. 2030

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11%이지만 그 중 폐기물 비중이 30% 가량(같은 시기 

독일25% - 2020년 전력비중의 36%, 2030년 50% 2050년 80% 전망, 중국 20%)

-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이며 이 중 수력발전이 61%를 차지함. 

- G20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비 순위 15위, 인도네시아보다 적음

○ 탈핵-에너지전환 시나리오 발표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대안 시나리오(2012.3.12), 에너지대안포럼 2030 에너지 

대안시나리오(2012.3.15) 그린피스의  에너지혁명시나리오(2012. 4.19) 발표 등

- 각기 탈원전 한국의 시기를 2030~2050년 가량으로 내다보고 있음.

- 공통점은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한 탈원전 시

나리오로 우리나라의 효율잠재량,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과 기술력이 높다는 데

에 의견을 같이함. 문제는 정책의지와 투자 우선순위. 

- 또한, 중장기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 보다 비용이 더 절감되며(그린피스 에너지혁

명시나리오: 매년 평균 48억달러의 에너지 투자비용 절감), 고용창출효과도 큼

(참고: 독일 2002년 원전비중 30%일 당시 고용인력 3,8000명 가량, 2011년 재

생가능에너지 고용인력 38만명이상. 앞으로 50~100만명 고용 창출 예상

2. 19대 국회 과제 제안 

<입법 과제: 법률 제개정>

○ 탈핵기본법 제정

- 2012년을 탈핵발전의 원년

- 신규원전추진을 중단,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등 탈핵한국기본계획과 로드맵 등 

작성

-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재설정: 경제성장과 에너지수요 감축 병행가능

○ 재생가능에너지 촉진법 개정(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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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

지 분리

-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의무할당제와 병행 검토)

- 법률에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목표 2020년 경과규정 두어 2030년까지 최소 30% 

이상 확대 목표 명시

-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조력발전 삭제 또는 가중치 낮춤

○ 원자력문화재단 지원예산 삭감(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3항 삭제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원자

력문화재단 홍보기금 삭감

○ 원전주변 피난구역 확대 등 방재법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증설 (현행 8~10km-> 최소 30Km로 증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세분화(IAEA 안전요건/지침 반영)

  *예방적 보호조치 준비구역(PAZ : Precautionary Action Zone)

  *긴급시 보호조치준비구역(UPZ :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방사능구름 보호조치 실시구역(PPA : Plume Protection Planning Area)

- 방호물품의 현실화와 범위 확대.

  *현행 방호물품 재정비 및 요오드재제의 보유 범위확대(50km 권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주변지역에 대한 방호물품 등에 대한 

예산 확보 의무.

-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국가 재난 시나리오 마련.

○ 수명연장 관련 법안 개정

○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또는 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현실화: 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제도

○ 원전 가동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보장

○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련한 특별법령 제정

○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 개정: 한국수력원자력(주)를 정보공개대상으로, 원전 안전관련 

기본 보고서 공개

<예산 삭감 과제>

○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및 고속로 개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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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로 개발 중단

<정책 과제>

○ 고리1호기-월성 1호기 폐쇄 특별위원회 구성

○ 신규원전 부지 선정 근거 보고서 공개 및 백지화

○ 일본 방사능 식품 수입 중단(제염대상 8개현 우선, 수산물 전면 중단), 생활방사

능오염수치 공개-관련 국회 특별위 구성

○ 경주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 공사 중단 및 2단계 재논의

○ UAE원전 수출 국정조사 및 계약서 공개

○ 원자력클러스터 사업 중단

○ 원전 정기점검 후 재가동 시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추진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할당 재설정

  - 현행 산업 18.2%, 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에서 

산업 분야 확대

  - 에너지목표관리제 현실화(현행 최고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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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정책특보 서왕진

태양광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개선배경      

○ ‘11년까지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고 ’12년부터 시장가격이 반영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됨

○ ‘11년 이전에 자발적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PA)으로 확보한 REC를 인정하

고, 할당 의무량의 30%까지 다음해로 유예를 허용함에 따라 태양광 공급인증서

(REC) 가격이 거래소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의무이행발전사의 매수추세에 

따라 하향 변동되고 있음

  - REC 가격 동향

구 분 2월 3월 4월 5월 비고

REC(원/kW) 229.4 220.0 156.6 161.0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 

○ 최근 태양광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15년까지 물량을 증가시킬 것을 발표하였

으나, 서울시의 공격적인 태양광 보급정책으로 '14년까지 추가 공급되는 

320MW로 인해 REC 가격이 급락할 우려가 있음

[태양광 연간의무공급량 변경(안)]

(단위 : MW)

구분 ‘12 ‘13 ‘14 ‘15 ‘16 합계

현행 220 230 240 250 260 1,200

변경(안) 220 330 330 320 - 1,200

증감 - +100 +90 +70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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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4를 개정하여 향후 5

년간(‘12~’16년) 계획된 1,200MW 태양광 의무량을 2,000MW 규모로 대폭 확대

(2) 중소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중 5GW

이상 발전시설을 보유한 한국수력원자력(주)외 5개 발전사에 대하여 태양광 의

무공급량의 50% 이상을 외부에서 조달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외부 의무조달 비

율을 75% 이상으로 상향하고 증가되는 25%는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

로부터 구매

  ※ 100kW 규모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1000kW 규모의 발전사업자보다 투자비가 

20%, 운영유지비는 100%이상 추가됨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대도시 가중치 부여

  - 대도시의 토지가격은 시․군에 비하여 수십에서 수백배 높고, 대기오염 및 기상

현상으로 일조량도 전국 평균치 3.5시간에 못 미치는 3.1시간으로 태양광 발전

에 매우 열악한 조건이나, 송전 손실이 없고 피크전력 및 분산형 전력공급시스

템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별도의 대도시 지역 가중치를 신설하여 반영하여

야함(※ 현재 제주도만 지역 가중치 인정)

(4) 자가 및 일반 발전설비의 RPS 적용 및 별도 REC 적용

  - 자가 및 일반 발전설비는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

우 경제성이 전혀 없어 투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투자비가 대규모 발전사업에 비해 20%이상 투자 되고 운영유지비는 100%이상 

추가되나, 동일한 REC를 적용받고 있음

  - 공급의무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REC는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매을 회

피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필수적으로 한전 계통연계를 하여야 하고 수반

되는 비용은 전액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발전사업 허가와 관계없이 자가

사용량 만큼 현행 신재생에너지 판매체계 수준의 전기요금(SMP+REC 가격)으

로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자가 및 일반 발전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등 입지제한을 받지 않으나 전기사업

법을 적용 받는 발전사업자는 입지제한을 받고 행정절차 이행에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로 작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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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 김영희

원자력 관련 법령의 문제점 지적과 삼척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며

1. 탈핵과 관련한 제19대 국회의 중점 과제

원전 폐지는 오스트리아의 사례와 같이 국민투표로 결정하여 헌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처럼 원전폐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제19대 국회에서 탈핵과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탈핵

에 관한 국민투표 내지는 원전폐지법의 제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과제는 고리1호기의 폐로와 신규원전건설을 저지해 내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 관련 법령은 그동안 국민과 국회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시행령이나 행정규

칙, 지침 등에서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을 법률로써 규율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

이고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관여 권한은 무시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원자력 관련한 법률이 그동안 민주적 통제에서 소외되어 있었으므로, 제

19대 국회에서 모든 원자력 관련 법령을 샅샅이 점검하여 관련 법령을 최대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실행해야 할 것이다.

2. 원전 등 건설허가시 필요적 주민투표사항으로 규정할 필요성

원자력안전법상 원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시 원자력안전위

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되고, 이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사반

영에 관한 절차가 없다(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63조).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 건설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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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

고 있을 뿐이다(원자력안전법 제103조). 

또한 전원개발촉진법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조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원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전 또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

정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원전 관여 권한 보장

원자력안전법1)과 전원개발촉진법2)에 따라 부지사전승인이나 실시계획승인을 받으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 ⑥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때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1.7.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
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제  <2010.4.15>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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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가 의제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건축허

가에 대한 판단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경

우 그나마 관련 권한 행사를 통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사전에 입법적으로 차단하

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원전의 운영, 안전관리, 핵연료 수송, 사고·고장 시 보고

의무 등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규제권

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원전 운영회사와 원전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하는데, 협정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 관리, 폐기물의 보관 관리 및 처분, 핵연료의 

수송, 온배수등의 수질의 관리, 방재대책, 손해배상, 사전적인 연락과 보고, 지방자치

단체의 입회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의 폭 넓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입회 조사 권한을 갖고, 사고・고장이 발생하면 원전 회사는 지

방자치단체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원전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

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정은 사실상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원전 운영

과 관련된 감독과 규제 활동에 대하여는 주민에 대한 보고 및 정보공개 등으로 실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

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

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지 사전승인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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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안전 규제에 실

효성이 없다-입법유보사항의 한계를 정해야

원전 건설 허가3) 및 허가 변경시, 원전 수명연장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에 관

한 규정에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준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과정에서 자의

적 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이 

원자력 관련 법령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다. 원자력 관련 법률은 지나치게 추상적

이고 막연하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애매한 요건들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입법 기술적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법률로 상세히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현재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또는 상위규정의 위임이 없

는 하위규정들은 모두 위헌, 위법적인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관련 기준들이 얼마나 엉성하게 규정되고 있는지 사례를 

보기로 한다.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원자로의 수명연장과 방폐장의 위치 등과 

관련한 기준이 “건전함”, “안전성”, “가능한 한” “충분히” 등으로 매우 막연하게 규정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에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한심하다고 할 수밖

에 없다. 다른 많은 원자력 관련 규정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3) 원자력안전법 

제21조(허가기준) 제2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4조(허가기준)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폐기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

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

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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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리1호기 관련 규정(원자로 수명연장과 관련한 규정)

아래 규정을 보면 원자로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건전하다거나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도

록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8호, 2012.1.20, 일부

개정)

제15조(감시시험 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① 시험결과가 미국의 "10CFR Part 50, 

Appendix G, IV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자로의 운

전을 계속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를 제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만족되

는 기간 동안 해당 원자로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1. 제1항의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압력용기의 해당부분에 대한 

100% 체적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함을 증명한 때

  2. 추가적인 파괴인성 시험결과에 의하여 안전성에 여유가 있음을 증명한 때

  3. 적절한 안전여유를 보장하는 파괴역학적 해석 및 안전성 평가에 의하여 압력

용기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증명한 때

  ③ 제2항의 서류는 제1항의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명말기에 샤르피충격시험곡선의 최대흡수에너지가 68J 이하로 떨어지거나 

조사후 기준 무연성천이온도가 약 93℃(2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

로는 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⑤ 제1항의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제2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압력용기의 파괴인성 회복을 위한 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열처

리 계획을 제1항의 파괴인성 요건이나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폐장 관련 규정

(1) 관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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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부고시)

제3조 (기상조건) 기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장은 강우 및 강설 등으로 인하여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

이어야 한다.

  2. 처분장은 태풍, 돌풍, 지진해일, 폭풍해일 등으로 인하여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제4조 (지표면 상태) 지표면 상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장은 표면배수가 잘 되고 내부 투수가 어려운 곳이어야 한다. 

  2. 천층처분의 경우 처분장은 기후의 변화 또는 침식작용, 풍화작용 등의 영향으

로 표토의 심한 변화나 그 우려가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질학적 상태) 지질학적 상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장은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는 지층 또는 균질 기반

암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처분장은 풍화, 침식, 산사태 및 화산 등과 같은 지표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중의 방사성핵종 이동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위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처분장은 가능한 한 방사성핵종에 대한 흡착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장반감기

의 방사성핵종 이동을 지연시키는 천연방벽이 발달한 지역이어야 한다. 

  4. 동굴처분의 경우, 처분장의 기반암 또는 지층은 균열이 많고 석회암이 존재하

는 곳이어서는 아니된다. 

  5. 동굴처분의 경우, 처분장은 구조적으로 동굴이 안정되고 강도가 큰 기반암에 

위치하여야 한다. 

  6. 해저동굴처분의 경우, 처분장은 저탁류에 의한 침식이나 해저사태의 위험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조 (표층수) 표층수의 분포상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장 인접지역의 지표면에서 지하수로 충전될 수 있는 표층수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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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장과 가장 가까운 표층수와의 거리는 폐기물 중의 방사성핵종이 표층수역

으로 이동하여 방사성핵종 방출에 의한 환경영향이 없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

야 한다. 

  3. 처분장은 홍수, 댐의 파손, 해수의 작용이나 기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내수

면의 범람시 예측수위보다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하수) 지하수의 분포상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위는 단층작용, 해수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한다. 

  2. 천층처분의 경우, 처분장 주위의 최고 지하수위는 처분 트랜치 하부보다 가능

한 한 낮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 유동 및 유속은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 

  4.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 유동 계통내에서 방사성핵종의 예상지연시간은 그 핵종

이 충분히 붕괴되어 인간생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길어야 한다. 

  5. 처분장 주위의 대수층은 지하수 유동계통상 가능한 한 다른 대수층과 연결되

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 (공학적 방벽) 처분장의 위치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는 처분장에 공학적 방벽의 설치를 통하여 부족한 성질이 보완될 수 있

도록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해외 사례

스웨덴에서 결정질암반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일 경우, 처분공(despositional 

hole) 주변에는 대부분 암반에서 선호하는 수리지질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수리전도도 : 10-8 m/s

(나) Darcy 유속(specific flow rate) : 0.01 m/year

(다) 수리구배(지하수위 경사) : 0.01

(라) 단열대의 투수량 계수 : 10-5 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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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 방호, 방재제도의 개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및 동시행령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

역에 대하여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당해 원자력시설

에서 방사능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

효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와 협의 후 설정한 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교과부고시인 원자력사

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원전으로부터 반경 8 내지 10km

라고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국제적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한국의 

원전 주변 인구 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해야 한

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6. 원자력문화재단의 문제점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용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는데, 전기사업법 

제49조 제9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제3호, 그리고 같

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5)에서 매년 약 100억 여원을 한국원자

력문화재단에 홍보사업에 지원하고 있다.6)

5) 참고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재원인 부담금 부과 기준은 전기요금의 3.70%로 2010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

담금은 1조 3,495억원이다. 

6)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

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법인이 원자력 관련 전력사업에 

대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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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의 제3호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용도로 “3. 홍보사업 :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 관련 

전력사업에 대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률은 ‘홍보사업’을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

고, 시행령은 다시 ‘전력사업’의 범위를 ‘원자력 관련 전력사업’으로 좁히고 있으며, 

이러한 홍보사업의 수행주체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 정하고 있다. 

전력사업에는 원자력 관련 전력사업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도 있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자력 관련 전력사업의 홍보사업으로 제한하여 

원자력문화재단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이며, 그나마도 홍보사업이 아닌 원자력문화재

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

이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오히려 친환경에너지로 호도하여 홍보하고 찬핵 여론 조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늘여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구하여야 할 정부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다. 

7.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문제점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라는 미명하에 원자력산업을 보

호·육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피해자보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원자력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해배상의 주체와 범위, 시효를 

제한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고, 국가가 일정한 원자력손해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통

하여 원자력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으로써 원자력사업을 촉진하고 한편

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세계 최초의 입법례로서 미국에서 제정된 1957년 

Price-Anderson법은 ①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 ②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책임

집중, ③ 면책사유의 엄격한 제한, ④ 구상권행사의 제한, ⑤ 배상책임한도액의 설정, 

⑥ 원자력사업자의 배상능력확보를 위한 손해배상조치(책임보험 등)의 강제, ⑦ 배상

책임한도액 이상의 원자력손해 발생 시 원자력사업에 대한 국가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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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이후 이러한 특칙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각국 입법례 및 국제협약 등

에서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책임집중의 원칙이라고 일컫는 것으로서 제3자

가 입은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은 원자로제작자 등 원자력시설과 관련한 제조, 건설자의 책임을 당초부터 배제하

고 있는 것인데, 원자로 제조업자 및 건설업자 등의 원자력산업은 사실상 원자력사고

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사고와 관련하여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짧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손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무시한 것

으로서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력손해배상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에는 미미하므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 

8. 삼척 진상조사단을 꾸릴 필요성에 대하여

가. 삼척주민의 반핵 투쟁사

삼척은 역사적으로 두 번에 걸친 원자력 관련 시설 유치 반대 투쟁에서 성공한 경

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삼척주민의 반핵 투쟁사는 다음과 같다.

(1) 근덕(덕산) 원전 건설 백지화 투쟁 일지

-82.1.8 동력자원부에서 덕산원전건설 계획 발표

-91.3.2 동자부에 건의문 발송

-91.7.5 대통령, 동자부에 진정서 발송(근덕면관내 38개리 1,973명서명 날인)

-91.8.2 덕산 원전반대 대책위원회 발족(지역인사200명,사회단체장85명으로 구성)

-93.8.20 근덕면38개리장 및 사회단체장 사표 제출

-93.8.29 근덕면민 총궐기 대회 개최(근덕초교 운동장 7,000여명)

-93.11.27 삼척시.군 범시민궐기대회 개최(삼척고 운동장)

-94.4.14 그린피스 레인보우 와리어호 삼척항 입항, 환경연합.그린피스.삼척시군

민 총궐기 대회 개최(삼척항 동양 시멘트 부두)

-95.5.11 원전결사반대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삼척시청앞 광장 5,000여명 참석)

-98.8.21 상경투쟁(국회 및 한전본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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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7 전남 해남,삼척 근덕 연대 결의 대회 개최(광화문)

-98.12.30 산자부 근덕원전건설 후보 예정지 해제 발표

(2) 원덕 방폐장 건설 반대 투쟁 일지

2004년

-8.20 핵폐기물 반대하는 뜻있는 사람들 첫 모임

-8.25 삼척시장 면담

-8.26 삼척시핵폐기물 처분장 반투위 결성키로 함

-8.30 삼척시핵폐기물처분장반대투쟁위원회 출범(유림회관 130여명)

-9.6 삼척시청 방문 시장 공개 면담(대회의실,400여명)

-9.12 유치신청 반대집회 개최(시청앞 광장,700여명)

-9.15 핵폐기장신청 의회 상정 저지투쟁:상정못함

2005년

-3.2 방폐장특별법 국회통과

-7월 원덕읍 이천주민들 지질 조사 저지 투쟁(19박20일간)

-8.30삼척시의회 유치 동의안 부결을 위한 집회 개최(시청별관 광장,1000여명) : 

부결됨

나. 삼척시장의 원전유치신청 및 삼척시의회와 주민투표 합의

2008년말 정부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12기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삼척시장

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며 원전 유치 신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그 후 삼척시장은 2010. 11. 22.경 삼척 MBC와의 인터뷰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2010. 11. 26. 한수원은 

삼척시 등 4곳을 원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삼척시에 유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

고, 삼척시장은 2010. 12.초 갑자기 말을 바꾸어 주민투표 대신에 여론조사로 대체하

겠다고 하였고, 이에 삼척시의회는 약속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갈등

이 발생하였다.

그 후 삼척시와 삼척시의회 사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삼척시의회는 2010. 12. 14. 회의를 개최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자력 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시의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당시 삼척시의회는 삼척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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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약속을 요구하였으며, 삼척시장은 주민여론조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삼척시의회와 합의하여 삼척시의원 전원이 ‘원전유치에 관한 주민투표 찬성서명부’를 

만들어서 이에 서명하였다.

표결 직후 김상찬 삼척시의회 의장은 기자들에게 “이거는 단순한 유치동의안에만 

참여한 것이고, 의견수렴과정에서는 투명하게 주민투표로 가기로 합의했다”, “의회 

차원에서는 당초에 제시했던 대로 주민 수용성 조사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

로 설정했다. 원전 부지 유치 신청이 끝나는 2월 이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삼척 MBC는 “삼척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였던 주민투표는 내년 상

반기에 반드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삼척시는 2011. 1. 12. “2010
년말 기준으로 주민투표 유권자는 총 59,151명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삼척시의회 본회의 의결 후 삼척시장은 2010. 12. 16.경 한수원에 원전 유치신청서

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영덕군과 울진군도 원전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

라 한수원은 3개 지역 중 2개 지역 부지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

고, 2011. 6.말까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고 2012년말경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

겠다고 밝혔다.

신규원전부지 선정기한이 2011. 6.말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2011. 2. 중에는 주민

투표 절차가 가시화되어야 하지만 삼척시장은 2011. 2.까지도 주민투표에 관해 아무

런 공표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삼척시장은 2011. 3. 2. 삼척시청 공무원 직원조회에

서 “원전유치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삼척시의회와 약속한 사실이 없으

며, 법적으로 그럴 수도 없다”고 하였다. 

다. 삼척시의 원전유치 지지 주민서명 경과

삼척시는 약속하였던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대신 원전유치를 지지한다는 주민

서명을 받았다고 하였다. 삼척시는 2011. 2. 21.~2011. 3. 6.까지 원전유치에 관한 

주민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삼척시 유권자 58,339명 중 96.9%인 56,551명이 원전 

유치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전 유치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1,788명이라는 결과다.

라. 원전유치 주민동의서명 결과를 믿을 수 없는 점

그동안의 삼척의 원자력시설 유치 반대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삼척시의 원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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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서명결과는 정말 믿기 힘든 것이다. 또한 2011. 12. 23. 한수원은 삼척을 원전 

건설을 위한 신규부지 예비후보지로 선정 발표하면서 삼척은 시민들의 동의가 50%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고, 2011. 4. 삼척 MBC가 삼척시민들에 대하여 조사한 여론결과

도 60%가 넘는 시민이 반대한다고 나왔으며, 제19대 국회의원총선 당시 도내 6개 언

론사 공동여론조사 결과에서도 50%가 넘는 삼척시민이 원전 유치를 반대하였다.

마. 삼척시의 투표율 및 부재자 수에 비추어서도 믿을 수 없는 점

2006. 5. 31.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삼척시의 유권자 수는 58,415명이고 예상 부재

자 수는 4,000명이다.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삼척시의 유권자 수는 

54,546명이고 예상 부재자 수는 1,877명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인용). 

또한 역대 주요 선거에서 강원도의 투표율을 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 4.) 

59.7%, 제4회 지방선거(2006. 5.) 58.7%, 제17대 대통령 선거(2007. 12.) 62.6%, 18

대 국회의원 선거(2008. 4.) 51.5%, 제5회 지방선거(2010. 6.) 62.3%인데 삼척시도 

크게 다르지 않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 4.) 삼척시의 투표율은 58.4%였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삼척시가 2011. 2. 원전유치 동의 서명을 받을 당시 삼척시 유

권자 58,339명 중 96.9%인 56,551명이 원전 유치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군대에 가있거나 주소는 삼척에 두었지만 외지에서 대학에 다니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대부분 원전 유치를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어야만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삼척시가 원전 유치 동의 서명을 받을 때 초기에 서명해주는 

비율이 낮으니까 공무원들을 대거 서명에 동원하였고, 근덕면 동막리 새마을지도자회 

총무는 “내 주변엔 서명해줬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찬성율이 

90%가 넘게 나왔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하였으며, 삼척시 정라동 주민 박은숙은 

“동네 일을 보는 분이 ‘많은 눈이 내려 눈 치울 사람을 파악해야 한다’고 해 가족 이름

까지 대신해 서명을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요즘 유행어가 돼버린 건국 이

래 최고의 원전 찬성 비율 96.9%더라”며 “허탈함을 넘어 괘씸하고 너무나 분해서 잠

을 제대로 못 청한다”고 하였다(한겨레신문 2011. 3. 24.자 기사).

바. 제19대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조직하여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삼척핵발전소유치반대투쟁위원회는 삼척시가 당시 주민들이 동의서

명을 하였다는 서명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주민투표 약속을 어긴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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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다.

만일 서명부에 일부라도 허위로 서명이 된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범죄행위이며 범죄행위를 동원한 원전유치신청은 무효이므로 서명부의 공

개 및 진위 여부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의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공포와 반대 여론은 드높

은데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원전추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원전은 무엇

보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하며, 삼

척시장이 주민투표를 약속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이끌어내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삼척시 유권자 96.9% 56,551명이 원전 유치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다는 결과를 믿

을 것을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삼척시장은 원전유치 동의 

서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말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

다. 삼척시의 원전유치 동의 서명부는 한수원에도 제출이 되어 있다고 한다. 

국회는 한수원과 삼척시에 원전유치 동의 서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 받

아 서명이 위조된 사실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서명이 위조된 부분

이 밝혀진다면 삼척시의 원전유치신청은 무효이고,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원전유치는 

절대 강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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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총론

한국 사회의 원전 논란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위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찬핵과 

반핵 진영이 각자 다른 이야기만 하고 한 치의 절충점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찬핵 

쪽이 내세우는 이유에 대해 반핵은 말이 없고, 반핵 쪽 주장에 대해 찬핵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서로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소통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다. 원자력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진공 상태이다. 

일반인의 여론 양상도 특이하다. 총선을 계기로 원전 문제가 정치적 의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적 관심사라기보다는 지역적 관심사처럼 보인다. 대선에서 

과연 탈핵 여부가 주요 선거 쟁점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원전에 대한 시각은 매우 긍정적인 편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 2010년 상반기 매달 조사한 결과 ‘안전하다’는 응답은 평균 70.2%에 이르렀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안전하지 않다’는 응

답은 55.2%로 ‘안전하다’는 응답 41.9%보다 많았다. 안전하다는 응답이 3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지만, 대부분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꽤 높은 편이다. 게다가 이 

조사에서 원전의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50.8%)과 반대(46.2%)가 비슷했고, 오

차범위 안에서 찬성 응답이 오히려 더 높았다.

일반인에게 원자력은 단지 안전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사고 

같은 세기적인 재앙에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여론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이를 단적

으로 보여준다. 원자력은 대중에게 ‘핵 주권’ ‘수출 경쟁력’ ‘기술 자립’ 등의 단어를 

연상시킨다. 값싼 전기를 공급해 산업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원자력이 지닌 

민족적 자긍심, 자주국방, 과학기술 근대화로서의 가치는 언론계가 원자력을 다룰 때 

종종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보수언론은 사용후 핵연료로 처분과 관련해 핵 재처리와 

핵연료 주기의 완성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의 안전성이 아무리 문제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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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원전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탈핵을 얘기하려면 원자력에 덧씌워진 이런 ‘신화’를 벗겨내야 한다. 오랜 사회적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찬핵 담론이 지닌 환상이 깨지고 반

핵 진영이 지닌 당위론적 주장도 현실화될 것이다. 

필요한 논의 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어떤 비중을 차지해야 하나. 원

자력 없이도 과연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 있나.

2.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은 국제 수준에 비춰 어떤 상태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의 원전 안전을 매우 주시하고 있다.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 대형 

사고가 난다면 끝장이란 측면과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측면이 모두 있는 것 

같다. 이를 위해 원자력 내부의 건전한 비판세력을 키우고 이들에 의한 건전한 

견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핵폐기물 대책은 얼마나 시급하며 어떻

게 시작해야 하나.

4.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원전 주변 지역, 송전

탑 건설 지역과 전력 다소비 지역 사이의 새로운 연대 방안이 필요하다. 또 원전 

주변 인구 집지역의 잠재적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

5. 원전 수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나. 대중에게는 기술 수출의 자부심

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이 먹힌다.

6. 탈핵과 성장의 관계는 어떤가. 성장 포기 없이 탈핵이 가능한가. 탈핵이 경제수

준의 후퇴로 이어진다면 대중이 받아들일까

■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각론

1.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의 안전성. 

2. 경주 중저준위처분장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사회적 수용성에 우선하는 핵폐기물 처분의 기본 원칙 수립. 경주 처분장의 리

스크 정  평가해 핵폐기물 운송 금지 가처분 신청 등 구체적 대응.

3. 저수준 방사능의 건강영향에 대한 보건학계의 합의를 도출. 이를 바탕으로 유사

시 취약 계층에 대한 권고 등 의무화.

4.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삭감 또는 폐지.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효율향상 지원을 위

한 재단 설립.

4. 원자력안전위 개혁과 지도부 개편. 원자력계 안의 비판 세력 형성의 토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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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밥상과 농업을 위협하는 핵발전, 

이제는 중단할 때

작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는 가동은 멈췄지만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며 발생하는 열로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피난하고 남은 마을은 유령마을마냥 비어있고 일본의 엄마들은 아이

들을 위한 암보험을 들고 있다고 한다. 일상이 깨진 자리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웃나라 일본이 여전히 진행 중인 핵사고로 열병을 

앓고 이는 이때, 한국도 무관하지는 않다. 

원전 집도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총 21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나라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월에는 35년간 운영된 고리원전 1호기의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자칫 후쿠시마 핵사고와 같은 대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마저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조차 한 달 동안 이 사실을 모를 정도로 한국의 핵

발전소는 안일하게 관리되고 있다. 핵발전소 관리뿐만이 아니다. 부산 등 남부지역 

토양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방사능오염 의혹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

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먹는 식품 기준치도 엉망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식품 방사성물질 기준치를 100베크렐로 낮춰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이

는 오직 일본산 식품에만 적용된다. 한국은 방사능 문제가 없으므로 기준 강화가 필

요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대며 한국 식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370베크렐을 유지하는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핵발전 확대정책 역시 추진하고 있으

니 답답할 노릇이다. 

한살림은 친환경 유기농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함께 결성한 생

활협동조합이다.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에

서 자연을 살리고 생명을 모시는 마음으로 농사짓고 물품을 만드는 생산자들과 이들

의 마음이 담긴 물품을 이해하고 믿으며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곳“이다. 이

런 한살림의 표고버섯에서 올해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염정도는 비록 아주 적은 양일지라도, 핵발전으로 인한 먹을거리의 위기,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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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 것이다. 지금은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뿐이

지만 전 세계에서 발생한 여러 핵사고들을 겪고도 철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지금과

도 같은 핵발전 정책이 지속된다면, 안전한 먹을거리의 위기, 생명의 위기는 가속될 

것이다. 

이에 한살림은 생명의 밥상과 농업을 위협하는 정부의 핵발전 확대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핵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유

기농업을 고집하며 우리 생산자들이 정성들여 일궈온 소중한 농업과 그로부터 차릴 

수 있었던 우리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이 핵발전으로 인해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살림은 오랫동안 공동체 생산과 공동구매라는 협동의 힘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농업과 가공산업을 확대하며 식량자급을 이루어왔다. 사람과 자연이, 온 생명

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세상을 꿈꿨기에 곤충 하나, 미생물 하나까지 모두 생명

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거부하고 유기농 방식으로 

곡식을 기르고 그 곡식을 함께 나눠왔다. 

한살림은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정책에 반대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하며 노후 핵발전소는 당장 폐쇄되어야 한다. 핵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거짓말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비롯한 지난 여러 핵사고들을 통해 들통난지 

오래다. 한살림은 진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는 다름 아닌 에너지 절감이라 믿

는다. 이에 핵발전소 폐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핵 없

는 사회를 향한 길에 서고자 한다. 핵없는 세상을 위해 한살림이 제안하는 생활 속 

실천 중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까운 먹을거리를 이용하여 간단히 요리해서 

먹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까운 먹을거리는 수확 즉시 소

비되기 때문에 맛과 질이 뛰어날뿐더러 장거리 수송에 드는 냉장보관 및 연료를 줄여 

에너지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줄인 탄소배출로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 한살림의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에 함께 하는 것은 곧, 저탄소식품 이용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우리 지구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또한 생명을 생각하는 우리 

친환경 농업과 생산자들을 살리는 일이며, 친환경 농산물로 차리는 우리의 안전한 밥

상을 살리는 일이다.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일궈가는 한살림의 생명살림의 

길에 핵발전은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19대 국회는 우리의 안전한 밥상과 농업을 위협하는 정부의 핵발전 확대정책을 중

단하고, 전 세계에 부는 탈핵바람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더 

이상 죽음의 기술인 핵발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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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기준 없는’ 식품 방사성

물질 기준치 적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방기해서도 안 될 것이다. 방사성물질 

오염식품에 대한 기준치 강화와 엄격한 검역 및 관리로 방사능 오염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한살림은,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건강한 농업을 일구며 만들어온 생명살림의 

길과 죽음의 기술인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길에 19대 국회가 많은 

힘을 내주길 바란다. 

생명의 밥상과 농업을 위협하는 핵발전, 이제는 중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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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교육

Ⅰ. 들어가며

1972년 로마보고서를 통해서 ‘성장의 한계’가 제시된 이후에도 인류의 성장은 한계

를 염두에 두지 않은 듯 점점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며 끝없을 것만 같은 

성장을 구가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후변화로부터 촉발된 인류

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고, 이어 피크 오일로 표현되는 석유 자원의 고갈을 마주하

게 되었다. 마침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장’이 아닌 ‘발전’의 개

념으로 인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이르게 되었다. 과거와 같은 

성장으로는 인류의 존망이 위태로울 것으로 전망하기에 이르게 되고, 경제 문제를 환

경 문제, 사회(정의)의 문제와 결합하여 바라보게 되었다.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

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UNESCO를 통해서 2005년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 10

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환경문제와 사회 문제를 애써 외면하

면서 성장을 구가하는 자본의 세력에 의해서 인류의 위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현실

에 있다. 2011년 3월에 일본 대지진에 이어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핵에너지의 

생산에 따르는 방사능 위협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인식하게 하였다. 핵발전에 의한 에

너지 생산은 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때만이 아니고, 발전 후에 발생하는 핵 쓰레기의 

보관과 처리에 있어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인류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에너

지 생산 방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사고

의 영향을 받았던 독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서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

소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탈리아와 핀란드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는 

34기의 원전을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매월 월

간지를 제작하여 공교육 기관에 투입하여 원자력을 홍보하고 있으며, 원자력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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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종 행사를 여는 한편, 교원들의 다양한 모임을 후원하면서 핵발전이 안전하며 

기후변화에 이로운 깨끗한 에너지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미래 세대의 중심이 될 현재의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

르쳐야하며, 우리 사회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할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1. 21세기 한국의 교사들의 경험들

미래 세대를 키워야할 책무가 있는 곳이 학교이다. 현재의 학교는 대부분 20세기에 

지어졌으며, 20세기에 학교를 다닌 교사들이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 

교사들은 성장하는 동안에 일부는 오일 쇼크를 체험하기도 하였지만 석유 자원의 피

크 오일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온실효과라는 용어는 간간히 입에 오르내

리고 있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깊이 고민한 경험을 가지

고 있지 않았다. 또한 윤리적인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에너지 자원을 바라본 경험도 

없었다. 교사들의 경험들은 인류의 지속가능함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교육을 

담당할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지속가능하다’는 표현은 여전

히 생소하다. 이들은 핵발전에 의한 에너지가 비윤리적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낯설다. 

핵발전에 의한 에너지의 공급이 세대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미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다.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

칠 방사능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핵발전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게 없으며, 대안이 없다는 주장에 쉽게 동의한다. 원자력문화

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면서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인식을 뇌리에 담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올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에 의해서 길러지는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

류의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현 세대의 책무를 인지하게 하

고, 그에 따른 교육의 내용들을 채워갈 수 있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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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소양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교육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제도가 강제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다.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하여 원전1기를 없애자는 노력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 옥상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MOU

를 맺는다해도 별 관심이 없다.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수업 설계하여 잘 가르치면 좋

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교실 난방을 위해서 전기를 열로 바꿔 천정에서 따뜻한 

공기를 내려보내지만 바닥까지 따뜻해지지 않아 교실이 추워서 난방에 문제가 있으니 

천정형 전기 난방을 바꿔야한다고 말한다. 난방 방식을 바꾸어 에너지효율이 높은 난

방방식으로 변화된다해도 교사들의 관심은 에너지효율의 문제에큰 관심이 없을 것이

다. 학교 건물과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그 바탕위에서 학교의 에너지효율을 

위한 리모델링이 전개됨으로써 에너지효율이 높아지고 비윤리적인 에너지를 생산하

는 원전을 1기 이상 줄이는 성과가 일어난다면 관심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교사들이 변해야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모든 연

수과정에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내용을 소양교육으로 담아내야한다. 인류가 처한 에

너지 위기, 기후변화의 위기, 핵에너지 생산에 따른 방사능의 위기 등을 인식할 수 있

도록 소양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교사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소양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거나 마련하고 제도를 구축해야한다. 그 바탕위에서 에너지

효율이 제고될 수 있으며, 성장없는 발전이 가능해지며, 미래 세대 구성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되다.

동시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프로젝트학습이 가능할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한다.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하며, 그에 따른 평가권이 

보장되어야한다.

한편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한다. 교사들이 살아갈 정치적 환경을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 환경문제는 정치문제이다. 지속가

능한 사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치환경을 만드는 일에 교사들이 배제되어야할 이유

는 없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에 유보되었던 정치활동을 퇴근 이후에는 시민의 당

당한 헌법적 기본권으로써 누릴 수 있어야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활동의 전면에 나설 수 있어야한다. 수년간 매월 1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벌금을 선고 받는 불행한 현실은 정치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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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어렵게 한다.

3. 학교가 무엇을 가르쳐야할 것인가?

지금의 추세라면 지구의 온도가 금세기 중반에 2도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 특히 성장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큰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IPCC 4차 보고서에서 염려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이웃나라 일본

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이미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 핵발전소의 짝퉁 

부품, 잦은 고장, 비상발전기의 고장과 냉각수 공급 중단 등의 문제도 대중매체에 제

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학교에서는 인류의 위기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 위기에 슬기롭게 적

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를 교육내용의 중심으로 놓고 고민할 수 있어야한다. 지속가

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사회, 경제 등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학습을 위해 모든 교과

가 교과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한다. 언어는 인류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

써 자리하며, 수리가 위기 해결의 도구로써 몫을 다하고, 역사와 철학, 인문학 등은 

이해와 소통, 배려의 바탕이 될 수 있어야한다. 교사들은 프로젝트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하며,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안내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행착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허용적이어

야한다. 정답을 강요하는 교육이 아닌 시행착오를 통하여 답을 찾아가는 교육해야한

다. 미래에 다가올 위기의 해결에 현재의 답이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사회

에 필요한 정답이 아닌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 배려인 것이다. 사회는 교사들의 역할

을 이해하고 그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

록 존중해야한다.

Ⅲ. 글을 맺으며

폭력적인 사회는 폭력적인 아이들을 길러낸다. 평화로운 사회는 평화로운 아이들을 

길러낸다. 정서발달 검사결과 30%가 넘는 아이들이 정서불안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서둘러 끝나야한다. 사회가 아이들에게 던진 불행을 통해서 아이들은 폭력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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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따돌림을 만들어내고, 자살을 만들어낸다. 아이들의 상처를 다독여야한다. 사

회는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한다. 다가올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이들을 구

해야한다. 방사능, 기후변화 등 모든 위기들에 가장 약한 대상은 아이들이다. 그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답을 구

하는 경험을 제공해야한다. 어른들은 어른들이 가진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아이들

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게 해야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

착오를 경험하게 해주어야한다. 현재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은 훗날 다가올 위기에 

매우 쓸모있는 경험들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교육이 

변해야하고, 교육의 변화를 사회가 허용해야한다. 교사들에게 미래 세대를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허용하고 교사들을 존중해야한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이들이 교육의 전문가라고 말한다. 그것은 다만 입시 교육에대

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