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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핵발전소 현황과 전망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1. 들어가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핵발전소 안전신화가 무너졌다. 후쿠시마 원전 1호기는 수명이 다한 

원전을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이었지만 격납건물 파손은 1억년에 한 번의 확률로 계산될 만

큼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원전이었다. 작동되지 않는 핵무기보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서 발

생한 사고가 인류에게는 더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제, 액체 방사성물질이 양은 대폭 줄어들었지

만 아직도 대기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사고 수습은 더뎌서 1호기만 원격 조정 로봇

을 통해 핵연료가 어떻게 녹아내려 있는 지 확인했고 파손된 원자로 건물을 뒤집어 씌운 상

태다.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방출된 세슘134가 알래스카를 거쳐 미국 동부에서도 확인되는 

등 방사성물질은 태평양으로 확산되었고 사고 후 4년째가 되는 2015년이 되는 해부터 18

세 이하의 갑상선 질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등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앞으

로도 계속될 것이다. 

전 세계 전력수급에서 원전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

어난 일본을 포함하고 있는 한중일 동북아시아는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상관없이 전 세계 

원전 확대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원전확대 속도보다 재생에

너지 확대 속도가 훨씬 빠르고 러시아-중국 가스 파이프라인 계약이 체결되면서 계획된 원

전이 완공될 지는 미지수이다. 일본 역시 30% 비중을 차지하던 원전이 2013년 9월 이후 

원전 제로 상태로 1년 반을 경과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수급에 이상은 없다. 화력발전소 가

동률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전기소비를 줄이는 효율정책과 기술이 전면 도입되고 재생에너지

의 빠른 확대로 인해 지난 2년간 태양광 발전 신청 접수만 7만메가와트(MW)를 넘는다. 전

기발전량으로 보면 1,000메가와트급 원전 15기 분량이다1). 반면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체

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30년만에 2곳의 신규원전부지가 지정고

시되었고 신월성 2호기 가동이 승인되어 23기 원전에서 24기의 원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수명끝난 노후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2015년에는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운영허가를 앞두고 있다. 

2. 세계 원전 현황과 전망

전 세계의 원전은 80년대 급속한 성장을 겪었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90년

대 들어서면서부터 총 원전 기수는 정체기였다. 전력생산에서 원전 발전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독일에서 8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폐쇄결정

을 하고 80년대 가동된 노후원전들이 폐쇄되면서 원전 가동 기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

태에서 정체기를 맞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장기간 가동이 중지된 원전을 Long Term Shutdown(LTS)이

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22156185&code=6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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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표시하면서 가동 중인 원전 개수에서 제외한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

고 이전에 5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던 것이 사고 후 11기는 폐쇄되었고 2013년 9월 이후

로 2015년 4월 현재까지 43기의 원전이 점검을 이유로 가동 중단된 상태로 있지만(중간에 

오이 원전 2기가 잠시 가동된 적이 있으나 2014년 9월 이후 1년 반 동안 가동 원전 제로

상태)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43기의 원전을 ‘가동 중(Operational)' 원전으로 포함시켜서 현

재 44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1년 이상 가동이 중지된 원전은 

장기 가동중지(LTO)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림 1]은 이 상황이 반영되어 있

다(2014년 신규 원전 7기 포함 현재 395기). 일본 원전 운영사들이 21기의 원전 재가동을 

신청했는데 4기가 원자력규제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법원 금지 결정, 지자체 동의 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나머지 원전은 현재 심사 중이다. 

[그림 1] 세계 원전 기수와 설비 용량 추이

출처: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4, Mycle Schneider et al.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은 1980년대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미국이 1978년 쓰리마일 원전 사

고 이후로 오랫동안 신규 수주를 하지 않았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원전 위험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고 안전기준 개선으로 인한 경제성 악화와 맞

물려 90년대 들어 전 세계 원전 건설은 정체기에 이른다. 발전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원전가

동기수가 정체되었기 때문에 발전량 비중은 최고 17.6%에서 2013년 10.8%까지 떨어졌다.

발전분야에서 원전과 달리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성장은 폭발적이다. 재

생에너지산업이 에너지산업 성장을 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발전소를 점차 

폐쇄하고 있는 독일을 위시로 유럽의 재생에너지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독일은 2014년 말에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돌파했다. 2001년 탈핵결정 당시 원전비중이 

30%이던 것이 최근에는 15%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 그리드에 연결된 태양광, 풍력발전 용량과 원전의 용량은 2000년대 중반이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풍력발전의 설치 용량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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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 원전 발전량과 비중

출처: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4, Mycle Schneider et al.

2000년 이후 2013년까지 누적된 그리드 연결 풍력발전이 301기가와트이다. 이는 2014년 

운영 중인 원전설비 332.5기가와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13년에 중국에 설치된 풍

력발전기는 91기가와트에 달하는데 2013년 그리드에 연결된 세계 풍력발전기의 1/3에 가

깝다. 반면에 원전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된 신규원전보다 폐

쇄하는 원전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림 3] 풍력, 태양광, 원전의 전력망 신규 설비 용량(누적, GW)

출처: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4, Mycle Schneider et al.

세계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200여기의 원전이 폐쇄될 것으로 전망했는데2) 2014년 

2) World Energy Outlook 2014.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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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현재 가동연수 30년을 넘은 세계 원전이 162기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3

년까지 폐쇄된 원전 143기의 원전의 평균 가동 연수는 23년이다3). 

세계에너지기구가 상정한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New Policies Scenario)에 따르면 재생에

너지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핵발전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침체기를 겪지만 2020

년 이후로는 다시 원전 기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보다

는 낮게 전망했다. 

 [그림 4]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2040년 발전원별 발전량 전망

출처: World Energy Outlook 2014. IEA

이는 150기가와트(GW) 원전 설비가 폐쇄되는 반면에 향후 25년 동안 380기가와트의 신규 

원전 설비가 설치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그림 5] 연도별 신규 착수된 원전과 폐쇄된 원전 기수

출처: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4, Mycle Schneider et al.

하지만 [그림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 20년의 신규원전과 폐쇄된 원전 기수와 경향을 

3) http://www.iaea.org/PRIS/hom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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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명 위치 노형 설비용량
(MWe)

상업운전일
또는 공정률

고리
#1

부산광역시  장안읍

경수로

587 ’78.  4.29
#2 650 ’83.  7.25
#3 950 ’85.  9.30
#4 950 ’86.  4.29

신고리

#1 1,000 ’11.  2.28
#2 1,000 ’12.  7.20
#3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400 건설 중 98.24%
#4 1,400
#5 1,400

계획#6 1,400
#7 1,500
#8 1,500

월성
#1

경북경주시양남면 중수로
679 ’83.  4.22

#2 700 ’97.  7. 1
#3 700 ’98.  7. 1
#4 700 ’99.10.  1

신월성 #1 경북경주시양북면 경수로 1,000 ’12.  7.31
#2 1,000 건설 중99.71%

한빛
#1

전남 영광군  홍농읍 경수로
950 ’86.  8.25

#2 950 ’87.  6.10
#3 1,000 ’95.  3.31
#4 1,000 ’96.  1. 1
#5 1,000 ’02.  5.21

돌아봤을 때 1990년대 들어서 신규원전은 줄어들고 폐쇄 원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이 상황이 역전되어 신규원전 건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에너지기구의 핵발전소 성장 시나리오는 적중하지 못했고 성장 전망이 

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 동북아시아 원전 현황과 전망

3-1. 한국

한국의 원전은 2015년 3월 현재 23기, 20,716메가와트(M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5기

(6,600MW)가 건설 중인데 이 중 1기의 원전(신월성 2호기)이 운영허가를 받고 시운전 중

이다. 추가 한 기의 원전(신고리 3호기)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허가 심의 중이다. 두 기의 

수명끝난 원전(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이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는데 고리원전 1호기는 

2017년에 1차 수명연장 가동이 끝날 예정이라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차 수명

연장 가동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수명기간 만료일 2년 전까지 

신청서와 관련 안전성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2015년 6월 17일까

지 제출해야 한다.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월 27일에 수명연장 가동 허가를 받아 5월 재

가동을 위해 정기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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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00 ’02. 12.24

한울

#1

경북 울진군 북면 경수로

950 ’88.  9.10

#2 950 ’89.  9.30
#3 1,000 ’98.  8.11
#4 1,000 ’99. 12.31
#5 1,000 ’04. 7.29
#6 1,000 ’05. 4.22

신한울
#1 1,400 건설 중71.81%
#2 1,400
#3 1,400 계획#4 1,400

합 계 - - 35,916 -
[표 1] 한국의 원전 현황(2015년 3월 현재)

출처: http://khnp.co.kr/

2014년도 한 해 동안 원전 발전량은 156,406 GWh로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고 있

다. 첫 원전을 가동한 1978년에는 2,324GWh를 발전하여 전체 발전량의 7.4%를 차지했

다.4)

2015년 3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 4, 신한을 1, 2호기로 5기이

고 계획원전은 신고리 5, 6, 7, 8호기와 신한울 3, 4호기로 6기이다. 이에 추가해서 경북 

영덕군과 강원도 삼척시가 신규원전 부지로 2012년에 지정고시되었다. 오는 6월에 7차 전

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들 신규원전부지에 들어설 추가 원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로도 단위면적당 원전발전설비 밀집도가 세계 최대인데 앞으로도 밀집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 중인 원전까지 고려하면 한 장소에 동시 운영 중인 원전기수와 설비용

량은 기존 4곳의 원전 부지 모두 세계 10위안에 모두 속한다. 

 [그림 6] 세계 TOP10대규모 원전단지: 부지별 총 원전기수와 원전 설비용량 상위 10곳

출처: http://greenpeacekorea.org/info_detail#slide05

4) 한수원 홈피 http://khn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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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명 위치 노형 현황
설비용량

[MW]

송전망

연결일

중국실험고속로

CEFR

베이징

Tuoli

고속증식로

FBR
운영중 25 2011-07-21

창쟝

CHANGJIANG

#1 하이난

Changjiang

경수로

CNP650
건설중

650 　

#2 650 　

따야만

DAYA BAY

#1 광동

SHENZHEN

CITY

경수로

M310
운영중

984 1993-08-31

#2 984 1994-02-07

팡청강

FANGCHENGGAN

G

#1
광시

Fangchenggang

경수로

CPR1000
건설중

1080 　

#2 1080 　

팡쟈이산

FANGJIASHAN

#1 저장

Jiaxing

경수로

CPR1000
운영중

1080 2014-11-04

#2 1080 2015-01-12

푸칭

FUQING

#1
푸젠

Fuqing

경수로

CPR1000

운영중 1080 2014-08-20

#2
건설중

1080 　

#3 1080 　

고리와 신고리 부지, 월성과 신월성 부지, 한울과 신한울 부지가 서로 맞닿아 있는 곳에 원

전을 추가로 계속 건설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4곳의 부지를 확보한 뒤 추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결과로 기존 부지를 확장하는 방법을 썼다. 삼척과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고시한 2012년은 40년만에 신규원전부지 고시인 셈이다. 

[그림 7]한국의 원전 현황 

출처: 한국수력원자력(주) 홈피 https://cms.khnp.co.kr/company/주요사업/

3-2. 중국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전기수요 급증,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 등을 

이유로 원전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4월 현재 27기의 원전(24,603메가와트, 

MW)이 운영 중이며 25기(27,335MW)의 원전이 건설 중으로 세계 최다 원전 건설 국가이

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규건설을 자제해 왔으나 곧 2012년 10월 이후 재

개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4기의 신규원전이 송전망에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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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80 　

#5
경수로

Hualong 1
1150

하이양

HAIYANG

#1 하이양

Haiyang

경수로

AP1000
건설중

1250 　

#2 1250 　

홍엔허

HONGYANHE

#1

랴오닝

DALIAN

경수로

CPR1000

운영중

1119 2013-02-17

#2 1119 2013-11-23

#3 1080 2015-03-23

#4

건설중

1080 　

#5 경수로

ACPR1000

1080

#6 1080

링아오

LING AO

#1

광동

SHENZEN

경수로

CPR1000
운영중

990 2002-02-26

#2 990 2002-09-14

#3 1080 2010-07-15

#4 1080 2011-05-03

닝더

NINGDE

#1

푸젠

Ningde

경수로

CPR1000

운영중

1080 2012-12-28

#2 1080 2014-01-04

#3 1080 2015-03-21

#4 건설중 1080 　

친산 1 QINSHAN-1

저장

Jiaxing

경수로

CNP300
운영중 310 1991-12-15

친산 2

QINSHAN 2

#1

경수로

CNP650
운영중

650 2002-02-06

#2 650 2004-03-11

#3 660 2010-08-01

#4 660 2011-11-25

친산 3

QINSHAN 3

#1 중수로

CANDU6
운영중

728 2002-11-19

#2 728 2003-06-12

산먼

SANMEN

#1
Taizhou

경수로

AP1000
건설중

1250 　

#2 1250 　

시다오완 1

SHIDAO BAY-1
Weihai

고온가스로

HTGR
건설중 211 　

타이산

TAISHAN

#1
Taishan

경수로

EPR
건설중

1750 　

#2 1750 　

톈완

TIANWAN

#1

장수

Lianyungang

경수로

WER1000

운영중
1060 2006-05-12

#2 1060 2007-05-14

#3
건설중

1060 　

#4 1060 　

양쟝

YANGJIANG

#1

광동

Yangjiang

경수로

CPR1000

운영중
1086 2013-12-31

#2 1080 2015-03-10

#3

건설중

1080 　

#4 1080 　

#5 1087 　

#6 1087 　

합계 - - 51,938 -

[표 2] 중국의 원전 현황(2015년 4월 현재)

출처:IAEA http://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CN, 

http://www.heneng.net.cn/index.php?mod=np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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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제 1차 한수원-CNNP 원전안전증진 컨퍼런스(2015.3), 외교부 동아시아경

제외교과 http://www.mofa.go.kr

*참고

M310 프랑스 아레바 가압경수로(PWR)형 모델

AP1000 미국 웨스팅하우스 3세대 가압경수로형 모델

WER1000 러시아 원자로 가압경수로형 모델

CANDU6 캐나다형 가압중수로(PHWR)형 모델(중수로)

CNP300, CNP650 중국핵공업그룹(CNNC)가 자체 개발한 가압경수로형 모델

CPR1000 프랑스 아레바 기술 차용하여 중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3세

대 중국표준형 가압경수로형 모델

ACPR1000 CPR1000의 개선된 모델

HUALONG 중국핵공업그룹(CNNC)과 중국광핵집단(CGN)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수출형 

가압경수로형 모델 

중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각국 원전의 모델을 대부분 도입해서 자체 기술로 개발 중

이다. 경수로와 중수로 외에도 고속증식로, 고온가스로를 자체 기술개발해서 운영 또는 건

설 중인데 고속증식로는 2011년 가동 시작 당시 26시간 가동 이후로 다시 가동을 못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는 고온가스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나 예상 준공일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과 함께 5대 원전 대국에 포함되지만 원전발전량은 중국 

총발전량의 2.4%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이 99기이며 발전량 비중으

로 19.5%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3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원전 발전량 비중은 

18.57%을 차지하고 있다5). 

중국 정부의 원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르면 2015년 말까지 발전용량을 4만메가와트

(MW)를 확보할 예정이며 2020년에 운영되는 원전 용량은 5.8메가와트까지, 건설 중에 있

는 원전의 발전 용량은 3만메가와트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6). 후쿠시마 원전 사

고 이후로 원전 건설을 보류했던 중국 정부는 2012년 10월 원전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3

월 10일에는 랴오닝 성의 홍엔허 원전 5, 6호기 건설 사업을 4년 만에 허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첫 신규원전 건설계획 승인이다7). 홍엔허 원전은 1, 2, 3호기가 가동 중이

고 4호기가 곧 준공될 예정인 CPR1000 모델로 프랑스 아레바의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가압경수로형 모델이다. 홍엔허 5, 6호기는 이를 개선시킨 ACPR1000으로 알

려져 있다. 

중국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건설을 잠정 유보했다가 재개할 때 ‘원자력발전 중

장기 발전계획’과 함께 ‘핵안전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중국 정

부는 ‘대대적인 원자력 발전 추진(大力发展核电)’ 정책을 수립하면서 2007년 원자력발전 중

5) http://www.iaea.org/pris/

6) KOTRA 해외 비즈니스 정보 포털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

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5662&ARTICLE_SE=20302

7)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61&se

qno=10411&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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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발전계획에서 원전 설비용량 목표를 4만메가와트로 결정했지만 2009년 원전 용량 목

표치를 7만메가와트로 확대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대적인 원자력 발전에

서 ‘안정적이고 고효율적인 원전 운영(安全高效发展核电)’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신규원전 

건설 승인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8). 

[그림 8]중국 원전 현황 

*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www.world-nuclear.org/info/Country-Profiles/Countries-A-F/China--Nuclear-P

ower/

2011년 원자바오 수상은 3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의 상황을 분석하고 중국의 원자력 발전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면서 4가지 긴급 대책을 

결정했다. ① 모든 원자력 건설에 대한 안전 사찰을 즉시 실시해 절대 안전을 도모한다. ② 

사업자와 안전감독관청이 협동해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에 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③ 

최우선의 안전 기준을 적용해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을 즉시 중지시킨다. ④ 원자력 발전 안전 계획서 작성을 

서두르고 동 계획이 승인될 때까지는 준비 공사가 이미 시작된 곳도 포함해 신설 안건에 

대한 심사와 비준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의 중장기 개발 계획에 관한 검토와 

건전화를 실시한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절감(절전) 강화, 가스 화력·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대체 전원 도입 확대 검토 등에도 착수했다9).

8) 중국의 원자력안전정책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종선, 2012. 6.15

9) 중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정책동향, Li Zhidong(李 志東) 나가오카 기술과학대학 경영정보계 교수,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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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중인 원전 제안된 원전

기수 MWe 기수 MWe

42 48,569 142 152,000

신규원전 건설승인을 이번에 4년만에 재개했지만 내륙지방의 원전 건설에 대한 승인은 

아직 유보상태이다10). 2015년까지 유보이므로 2016년 13차 5개년 계획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2015년 4월 현재 계획 중인 원전은 45기(이미 건설 시

작된 원전 제외하면 4월 현재 42기)이며 제안된 원전은 무려 142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 중인 원전에는 내륙지방 원전 부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계획 중인 원전이 완

료될 경우 현재 99기(98,639MW)의 원전이 운영 중인 세계 최다 원전 국가 미국보다도 더 

많은 원전설비용량을 보유하는 나라(94기 100,769MW)가 될 전망이다. 

[표 3]중국의 계획, 제안 원전 기수와 용량 

*출처: IAEA, WNA11), KOTRA, 외교부 홈페이지 종합

중국의 원전 사업 체계를 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전 건

설과 운영을 맡고 있고 중국은 3대 원전 사업자가 국가자산관리위원회 하에서 원전 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과 그 하위계획으

로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2012~2027)에서 원전 건설계획이 정해진다.  중국

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경제부 능원국에서 신에너지산업발전계획(2011~2020), 에너지발

전 12차 5개년 계획(2011~2016)과 원자력발전 중장기 발전계획(2011~2020)을 제시하여 

원전 건설 계획이 정해진다. 

중국의 원전 안전규제는 환경보호부에서 담당하는데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환경부 산

하에 있는 것과 같다. 중국은 원전 도입 초기부터 환경보호부에서 원전 안전규제를 담당했

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원전 추진 부처인 경제산업성에 있었고 한국 역시 

원전 기술개발부처, 즉 원전 추진 부처에서 원전 안전규제를 담당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과 한국정부에 여러 차례 원전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적인 위상 확보를 권고해왔다. 후쿠

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과 한국은 각각 독립적인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환경성과 대통령 산하에 두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대통령 산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위상이 격하되었다. 국무총리는 원자력진흥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독립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

이다. 

너지경제연구소 및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능원연구소 객원 연구원, 2011. 6

10) 연합뉴스TV http://www.news-y.co.kr/npost/중국-원전-건설-재개키로-내륙은-불허/

11)WNA 홈페이지

http://www.world-nuclear.org/info/Facts-and-Figures/World-Nuclear-Power-Reactors-and-Uranium-Requi

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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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국무원(State Council) 국가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부투자기관 노형결정 및 프로젝트 비준 실질적 의사결정

환경보호부
(MEP)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국방과학기술공업국(
MIIT내 SASTIND)

국가자산관리위원회
(SASAC)

방사선/방폐물관리
신규원전 환경검토

원자로형 결정
국방과학 정책수립

원전안전감시/수출통제
원전사업자 관리

국가핵안전국
(NNSA)

경제부 능원국
(BOE)

국가원자능기구
(CAEA)

원전 안전규제
신규원전 부지 검토

원전정책/노형 검토
원전건설/운영 인허가

원자력 평화적 이용관리
신규원전 타당성 검토

3세대 기술 도입 중국 3대 원전사업자

국가핵전기술공사
(SNPTC)

핵공업집단공사
(CNNC)

광핵집단공사
(CGN)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
(CPI)

SNERDI (NI설계) CNNP (원전 소유) CNPDC (설계) CPEC (CI설계)

SDEPCI (CI설계) CNNO (친산 운전) CTEC (DCS제작) CPCEC (CI구매)

SNPEMC (CV제작) CNNO (팡쟈산 운전) CNPEC (사업관리) LHNP (홍옌허운전)

SNBEIC (피복제작) JNPC (텐완 운전) LANPC (링아오Ⅰ운전) SNDPC (하이양운전)

SNAISEC (DSS제작) SNPC (샨먼 운전) LDNPC (링아오Ⅱ운전) CNPC (원전정책)

SNPEC (사업관리) FQNP (푸친 운전) TSNPC (타이샨운전)

SNPPOSTC (운영기술) HNPC (창쟝 운전) DNMC (따야완운전) ※ ‘15.3월 현재 
CPI社와 SNPTC社간
합병작업 추진 중LNPC (슈바다오운전) YGNPC (양장운전)

CNUC (우라늄탐사) NDNPC (닝더운전)

[표 3] 중국 원전 사업 체계

*출처: 제1차 한수원-CNNP 원전안전증진 컨퍼런스 참고자료. 2015.3. 한국수력원자력(주)

3-3. 일본

일본의 원전 현황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일본은 사실상 폐쇄된 고속증식로 몬쥬를 제외하고12) 54기(48,960메가와트, MW)의 원전

이 운영 중이었으며 2기(2,756메가와트, MW)가 건설 중이었다.  

12) 고속증식로인 몬쥬는 1994년에 핵분열반응이 시작됐지만 정식가동을 시작하기 전인 1995년 12월에 냉각재

로 사용된 액체나트륨 유출 사고로 15년간 가동 중지. 2010년 5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3개월 만에 다

시 고장. 2013년 5월 15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재발 방지 체계를 재구축하기 전까지 가동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정지하도록 명령. 사실상 폐쇄 결정. 2014년 2월 5일 일본 아베 정부의 신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폐쇄 

결정 번복. https://mirror.enha.kr/wiki/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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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명 위치 노형 현황
설비용량

[MW]

송전망

연결일

장기

점검

후쿠시마

후 폐쇄

후쿠시마

전 폐쇄

재가동

신청

건설

중

후겐 신형전환로 FUGENATR 쓰루가TSURUGA HWLWR 폐쇄 165 1978-07-29 　 　 1 　 　

후쿠시마다이치

FUKUSHIMA-DAIICHI

#1

오쿠마마치

OHKUMA-MACHI

비등경수로형

BWR
폐쇄

460 1970-11-17 　 　 　 　 　

#2 784 1973-12-24 　 　 　 　 　

#3 784 1974-10-26 　 　 　 　 　

#4 784 1978-02-24 　 　 　 　 　

#5 784 1977-09-22 　 　 　 　 　

#6 1100 1979-05-04 　 6 　 　 　

후쿠시마다이니

FUKUSHIMA-DAINI

#1

나라하마치

NARAHA-MACHI
BWR 장기점검

1100 1981-07-31 　 　 　 　 　

#2 1100 1983-06-23 　 　 　 　 　

#3 1100 1984-12-14 　 　 　 　 　

#4 1100 1986-12-17 4 　 　 　 　

겐카이

GENKAI

#1

겐카이초

GENKAI-CHO

경수로형

PWR

장기점검 후 폐쇄 결정 559 1975-02-14 　 1 　 　 　

#2 장기점검 559 1980-06-03 　 　 　 　 　

#3 장기점검

(재가동신청)

1180 1993-06-15 　 　 　 　 　

#4 1180 1996-11-12 3 　 　 2 　

하마오카

HAMAOKA

#1

오마에자키시

OMAEZAKI-SHI
BWR

폐쇄
540 1974-08-13 　 　 　 　 　

#2 840 1978-05-04 　 　 2 　 　

#3 장기점검 1100 1987-01-20 　 　 　 　 　

#4 장기점검(재가동 신청) 1137 1993-01-27 　 　 　 1 　

#5 장기점검 1380 2004-04-30 3 　 　 　 　

히가시도리

HIGASHIDORI-1(TOHOKU)

히가시도리무라

Higashidori-mura
BWR 장기점검(재가동 신청) 1100 2005-03-09 1 　 　 　1 　

이카타

IKATA

#1
이카타초

IKATA-CHO
PWR

장기점검
566 1977-02-17 　 　 　 　 　

#2 566 1981-08-19 　 　 　 　 　

#3 장기점검(재가동 신청) 890 1994-03-29 3 　 　 1 　

일본동력시험로

JPDR

도카이무라

TOKAI-MURA
BWR 폐쇄 13 1963-10-26 　 　 1 　 　

가시와자키가리와

KASHIWAZAKIKARIWA

#1

가시와자키시

KASHIWAZAKI-SHI
BWR

장기점검

1100 1985-02-13 　 　 　 　 　

#2 1100 1990-02-08 　 　 　 　 　

#3 1100 1992-12-08 　 　 　 　 　

#4 1100 1993-12-21 　 　 　 　 　

#5 1100 1989-09-12 　 　 　 　 　

#6
장기점검(재가동 신청)

1356 1996-01-29 　 　 　 　 　

#7 1356 1996-12-17 7 　 　 2 　

미하마 #1 미하마 PWR 장기점검 후 폐쇄 결정 340 197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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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AMA
#2

MIHAMA
500 1972-04-21 　 2 　 　 　

#3 장기점검 826 1976-02-19 1 　 　 　 　

몬쥬

MONJU

쓰루가

TSURUGA

고속증식로

FBR

장기점검,

폐쇄결정후번복
280 1995-08-29 　 　 1 　 　

오이

OHI

#1

오히

OHI
PWR

장기점검
1175 1977-12-23 　 　 　 　 　

#2 1175 1978-10-11 　 　 　 　 　

#3 법원가동중단판결(1심)

(재가동신청)

1180 1991-06-07 　 　 　 　 　

#4 1180 1992-06-19 4 　 　 2 　

오마

OHMA

오마

OHMA
BWR 건설중(안전심사 신청) 1383 　 　 　 　 1　 1

오나가와

ONAGAWA

#1
오나가와 이시노마키

ONAGAWA,ISHINOMAKI
BWR

장기점검 524 1983-11-18 　 　 　 　 　

#2 장기점검(재가동 신청) 825 1994-12-23 　 　 　 1 　

#3 장기점검 825 2001-05-30 3 　 　 　 　

센다이

SENDAI

#1 사쓰마센다이

SATSUMASENDAI
PWR

장기점검

(재가동신청/규제위 승인)

890 1983-09-16 　 　 　 　 　

#2 890 1985-04-05 2 　 　 2 　

시카

SHIKA

#1 시카마치

SHIKA-MACHI
BWR

장기점검 540 1993-01-12 　 　 　 　 　

#2 장기점검(재가동 신청) 1206 2005-07-04 2 　 　 1　 　

시마네

SHIMANE

#1
마쓰에

MATSUE
BWR

장기점검 후 폐쇄 결정 460 1973-12-02 　 1 　 　 　

#2 장기점검(재가동 신청) 820 1988-07-11 1 　 　 1 　

#3 건설중 1373 　 　 　 　 　 1

다카하마

TAKAHAMA

#1

다카하마

TAKAHAMA
PWR

장기점검
826 1974-03-27 　 　 　 　 　

#2 826 1975-01-17 　 　 　 　 　

#3 장기점검(재가동 신청/

규제위 승인)

870 1984-05-09 　 　 　 　 　

#4 870 1984-11-01 4 　 　 2 　

도카이

TOKAI

#1 도카이무라

TOKAIMURA

기체냉각형

원자로

GCR

폐쇄 166 1965-11-10 　 　 1 　 　

#2 BWR 장기점검(재가동 신청) 1100 1978-03-13 1 　 　 1　 　

도마리

TOMARI

#1
도마리무라

TOMARIMURA
PWR 장기점검(재가동 신청)

579 1988-12-06 　 　 　 　 　

#2 579 1990-08-27 　 　 　 　 　

#3 912 2009-03-20 3 　 　 3 　

쓰루가

TSURUGA

#1 쓰루가시

TSURUGACITY

BWR 장기점검 후 폐쇄 결정 357 1969-11-16 　 1 　 　 　

#2 PWR 장기점검 1160 1986-06-19 1 　 　 　 　

합계(기수) 　 　 　 62 　 43 11 6 21 2

합계(설비용량) 　 　 　 53,720 　 42,048 6,912 2,004 21,483 2,756

[표 4] 일본의 원전 현황(2015년 4월 현재) 출처: http://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JP, 원자력지식정보관문국 https://

www.atomic.or.kr/atomica/word_read.html?idx=1695 https://www.atomic.or.kr/atomica/read.html?chapter=5-2-4-10,한수원 http://blog.khnp.co.kr/blog/archives/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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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83887,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03_0012328608&cID=10102&pID=10100, 

JTBC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10080,

KSTI 미리안 글로벌브리핑 http://www.inmm-kc.or.kr/bbs/board.php?bo_table=m52&wr_id=205&page=10,

安価で日本の通販が買えるhttp://genpatumap.seesaa.net/article/367792940.html

*참고:

HWLWR 중수감속비등경수냉각형 원자로의 원형로, 플루토늄자급사이클 위한 일본독자설

JPDR 일본원자력연구소의 동력시험로

[그림 9]일본 원전 현황 

*출처: WNA http://www.world-nuclear.org/info/Country-Profiles/Countries-G-N/Japan/

2011년 3월,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의 가동 중이던 3기를 포함한 4기의 원전들이 차례로 폭

발한 후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6기(4,696MW)는 폐쇄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3월 17일에는 

세 곳에 위치한 40년 이상 되는 노후원전 5기(2,216MW)의 폐쇄가 결정되었다. 반면에, 14

곳에 위치한 21기(21,483MW)의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안전 규제 기준에 맞

춘 장기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을 신청한 상황이다13). 그 중에는 아오모리(靑森)현 시모키타

(下北)에 건설 중인 오마(大間) 원전도 포함되어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건설 중

인 원전의 건설이 재개되었다. 원전 운영사인 ‘J파워’는 건설 중인 오마 원전에 대해 안전 

심사를 신청했다.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원전에 대한 안전신청이 접수되기는 원자력규제위

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14). 재가동 신청한 원전 21기 중에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 심사를 

거쳐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전은 센다이 1, 2호기와 다카하마 3, 4호기이다. 센다이 1, 2호

기는 관련 지자체에 동의를 얻었지만 승인 이후에 안전대책 설계에 대한 계획이 불충분하다

고 원자력규제위원회 지적을 받아 재가동 시기가 미뤄졌고 다카하마 3, 4호기는 지자체 동

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재가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에서 재가동 금

13) 安価で日本の通販が買えるhttp://genpatumap.seesaa.net/article/367792940.html

1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8/0200000000AKR201412180909000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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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두 곳인데 오이원전 3, 4호기는 2014년 5월에 후쿠이 지방법원에서 

재가동 금지 판결을 1심에서 받았고 다카하마 3, 4호기는 2015년 4월 14일에 역시 후쿠이 

지방법원에서 재가동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54기(48,960MW)의 원전이 2015년 4월 현재 43기

(42,048MW)의 원전으로 줄어들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이원전 3, 4호기가 약 1

년간 가동된 것을 제외15)하고는 모든 원전은 장기안전점검에 들어갔고 가동 중인 원전은 

없는데 원전 제로 상태가 2014년 9월 이후 약 1년반 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림 10]일본 원전 폐로 진행 상황

*출처: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73680.html

2014년 5월 21일 일본 후쿠이(福井) 지법은 21일 “현재 정기점검중인 오이(大飯) 원전 3, 

4호기 재가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총리가 2012

년 8월 일본 전력난 해소를 이유로 오이 원전 3, 4호기 가동을 결정하자 후쿠이현 주민과 

원전 사고로 피난 중인 후쿠시마현 주민 189명은 이 원전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운영회사인 간사이(關西)전력을 상대로 가동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송의 이유

로 1. 외부전원이 상실할 경우 원자로 냉각 불가능 2. 사용후 연료탱크 손상에 의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 3. 오이 원전이 활성단층에 위치, 산사태 등으로 지반이 갈라질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간사이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했다”고 반박했으

나 재판부는 가동 중지 결정을 내렸다16).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신안전규제기준의 준수를 입증하고 원전이 입지된 지자체를 비롯한 

주변 30킬로미터 내의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재가동이 쉽지는 않은 상

황이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의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원전 사고 시 집중방재대책

이 필요한 ‘긴급시 방호조치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동의는 법적으로 명시

된 조건은 아니지만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서 지자체의 동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중 규슈전력의 센다이 원전 1, 2호기는 지난 2014년 10월 28일 센다이 원전이 입지한 

사쓰마센다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가동 승인을 받았으며 11월 7일에는 가고시마현으로부

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미 2014년 7월에 센다이 원전 1, 2

15) 2012년 8월부터 오이 원전 3,4호기 재가동, 2013년 9월 2일에 오이 원전 3호기 정기점검을 위해 운전 정

지. 4호기는 9월 15일부터 운전 정지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83887

16)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c1dba53b78534b0c8b9f50b8f0465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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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가 신 안전 규제 기준에 부합된다며 원전 재가동을 결정했다. 이어서 센다이 현의회는 

11월 7일에 원전 재가동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며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으로 원

전 재가동을 승인했다17). 

[표 5] 일본 원전 재가동 심사 과정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5-7

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규슈전력이 제출한 안전대책 설계에 관련된 ‘공사계획’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센다이 원전 1, 2호기의 재가동 시기가 미뤄졌다. 규슈전력은 원

자력규제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검토·수정한 뒤 센다이원전 1호기 공사계획은 2월 말, 2호기 

공사계획은 3월 말에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공사계획’ 서류 승인 이후

에 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현장검사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앞으로 재가동에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쿠이현에 있는 간사이 전력의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도 원

자력규제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신안전 규제 기준을 만족하다고 있다는 사전인허가 승인을 

12월 22일에 받고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12일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센다

이 원전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자체는 사쓰마센다이시와 가고시마현이 이었는데 다

카하마 원전은 입지 지자체 후쿠이 현 외에도 30킬로미터 반경에 교토시와 사가현이 포함

17) 외교부 후쿠오카 총영사관 

http://jpn-fukuok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79

6&seqno=110633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

du=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07_0013282166&cID=10102&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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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재가동에 필요한 지자체 동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18). 게다가 4월 14일에는 후쿠이

현 주민 등 9명이 제기한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 재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후쿠이 지방

법원이 받아들였다19).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하다는 승인 결정을 법원이 ‘가처분 결정’으

로 뒤집은 것이다. 오이원전 3, 4호기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소송 1심에서 재가동 중지결정

이었는데 역시 후쿠이 지방법원이었다. 다카하마 원전 운영사인 간사이 전력은 지자체 동의 

전에 법정 다툼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은 에너지정책기본법에 근거해 3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추진한다. 2003년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7년에 1차 개정, 2010년에 2차 개정

되었다. 2010년 2차 개정본에서는 2030년까지 에너지자주화율을 38%에서 70%로, 이산화

탄소 제로배출 전원(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4%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원전의 신·증설을 추진해 원전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후쿠

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5월 10일 간 나오토 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2030년까지 원

전 비중 50% 확대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 

[표 6]일본 정권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변화 

*출처: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요약],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 2014

이후 2012년 9월에는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탈원

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춘다는 내용의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이 발

표되었다. 하지만 에너지기본계획 3차 개정본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지 못했다. 총 

33차례에 걸친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기본문제위원회의 논의 결과로 발표된 에너지기본

18) 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record_no=254051&cont_cd=GT

   세계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 15-7호 015.2.27, 에너지경제연구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0/0200000000AKR20150210099400073.HTML

1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4/0200000000AKR20150414124300073.HTML

20) 미디어 오늘 뉴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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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3차 개정안은 2012년 말에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2013년에 종합

부회에서 다시 원점부터 논의하게 되었고 12월 13일 종합부회 10차 회의에서 다시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 초안에서 ‘원전 제로’ 방침이 ‘원전 재가동’으로 변화되었으나 3차 개정안은 

결국 각의결정에 이르지 못했다21). 

자민당 아베정권 하에서 에너지 기본계획 4차 개정안이 2014년 4월 11일에 각의에서 결정

되었다. 민주당의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대폭 수정한 내용이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원전 제로’에서 ‘원전 재가동’으로 원전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을 공식화했다. 에너지절감과 

재생에너지 도입 등으로 원전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방침이지만 원전 제로 목표는 포

기하기로 한 것이다. 다시 원전의 ‘기저부하’역할을 강조했고 원전 신설과 증설을 하지 않겠

다던 것을 안정공급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규제기준에 적합하

다고 인정한 경우 원전 재가동을 진행시키고 지자체의 이해를 얻기 위해 중앙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거의 폐쇄가 결정되었던 몬쥬 고속증식로에 대해서도 ‘국제

적 연구거점으로 평가하고 연구계획 성과 정리를 목표로 한다’며 폐쇄를 하지 않고 계속 연

구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가동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

다. 사실상 몬쥬 원전은 고장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가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4차 개정안에 대해 원자력계는 구체적인 원전 비중이나 기수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불

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국민여론은 아베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4차 개정안과 정반대이다.후쿠시마 사고 

이전만 해도 일본인들은 원자력에 호의적인 편이었다. 2009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

상 중 59.6%의 사람들이 현재보다 원자력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22). 그러나 사고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원전 재가동 반대

는 대부분 절반가량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일본 NHK가 2013년 11월부터 1년에 걸쳐 전국 

16세 이상 245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원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46%, '모

두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30%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원전에 부정적인 의견이 약 80% 

가량으로 나타난 것이다23). 이러한 국민여론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자민당 정권이 원전 

재가동 정책을 추진해도 선거에서는 야당을 앞서기 때문이다. 

4. 한중일 3국 원전 현황의 의미

한중일의 원전 현황을 비교해보면 한국 23기(20,716MW), 중국 27기(24,603MW)가 운영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일본은 54기(48,960MW) 원전이 운영 중이었으나 후쿠

시마 원전 사고 이후 11기가 폐쇄되고 43기(42,048MW)가 남았는데 장기 점검에 들어간 

상태로 가동 중인 원전은 아직 없다. 21기의 원전이 재가동을 신청했지만 실제 가동에 이르

기까지는 난관이 산적해 있다. 건설 중인 원전은 한중일 각각 5기(6,600MW), 25기

(27,335MW), 2기(2,756MW)로 중국이 가장 많다. 하지만 국토면적과 전기사용량을 비교해 

21) [현안자료]일본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초안) 기본내용, 최승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5호, 2013. 12. 13, 일본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 초안(전문), 세계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제 13-4호, 

2013,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요약],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 2014

22) atom story http://atomstory.or.kr/p/47763/

23) 환경TV 뉴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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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을 때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은 곳은 한국이다. 발전량 대비 원전 비중도 한중일 각각 

30%, 2.4%, 0%으로 한국이 가장 높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한국과 마찬가

지로 원전발전비중이 30%였는데 사고 이후로 0%로 떨어졌다. 전력사용 절감과 화력발전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림 11] 운영 중, 건설 중인 원전 설비 현황(GW) *출처: World Energy Outlook 2014,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파악한 세계의 원전 현황에서는 전 세계를 걸쳐 건설 중인 원전 중 54%

가 동북아시아 한중일 3국에 몰려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충격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원전 재가동방침을 발표했고 중국 정부도 신규원전 승인을 재개하면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새

로운 정책 시나리오 전망에서 2040년에 한중일 3국이 가동하는 원전 설비가 전 세계 원전

의 37%(231GW/624GW)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격한 전력소비 증가를 

반영한 전망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1인당 전력소비는 가히 폭발적이다. 한국은 

중국보다도 증가율이 더 높다. 

[그림 12] 한중일 1인당 전기소비량(kwh) *출처: 구글 퍼블릭 데이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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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도 인구(백만명)
GDP

(십억2005USD)

1인당 GDP

(2005USD/capita)

전기소비량

(TWh)

1인당 전기소비량

(kWh/capita)

한국
2011 49.78 1,056.12 21,215.75 505.86 10,162.00

2012 50.00 1,078.21 21,564.20 517.33 10,346.00

중국
2011 1,344.13 4,194.94 3,120.93 4,432.90 3,298.00

2012 1,350.70 4,522.14 3,348.00 4,693.68 3,475.00

일본
2011 127.83 4,621.97 36,157.16 1,003.09 7,847.00

2012 127.55 4,694.39 36,804.31 988.92 7,753.00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한중일의 전기사용량 변화를 살펴보면 확실히 일본이 전체 

전기사용량을 줄였다. 한중일 중 일본만 인구가 약간 줄어들기도 했지만 한중일 중 1인당 

전기소비가 일본만 줄어든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0% 발전비중을 차지하던 원전

을 가동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전기소비 절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 중에서 1인당 GDP가 두 번째인 한국은 1인당 전기소비량이 매우 높다. 미국

(12,947kWh/capita, 2012년)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표 7]한중일 전기 소비량 변화 비교(2011~2012) 

*참고: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3, 2014(IEA)로 재구성 

전력소비는 에너지 소비를 이끌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을 경제수준과 비교해서 그 나라의 

경제구조의 에너지 효율성을 따지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 

[그림 13] 한중일 에너지사용(석유 1kg)당 GDP(PPP) 출처: 구글 퍼블릭 데이터 센터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기술이 발전한다는 의미이므로 에너지소비나 전기소비가 늘어나더

라도 경제가 발전할수록 1달러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양은 줄어든다. 똑같은 에너지

를 소비하더라도 생산가치가 더 커진다는 의미다. 그런데 한중일 에너지 사용량(석유 1kg)

당 GDP, 즉 생산액을 비교해보면 한국만이 최근 들어 유독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OECD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서 보

이는 현상이다.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나타나고 있다. 같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다

는 의미다. 한국은 GDP가 성장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더 많아지고 있으므로 에너지 측면

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경제구조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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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전기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GDP 성장과 맞닿아 있게 되면서 단위 에너지사

용량 당 GDP는 성장세이다. 일본은 30%의 발전비중을 차지하던 원전을 일시에 가동을 중

단한 이유로 전기는 물론 에너지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GDP 성장은 꾸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효율,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4] OECD 주요 국가 에너지사용(석유 1kg)당 GDP(PPP) 출처: 구글 퍼블릭 데이터 센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시행하

고 있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도입한 뒤 2년 만에 70GW의 태양광 신청이 쇄도했는데 이는 

설비용량으로 원전 70기 분량이고 발전량으로 원전 15기 분량이다24). 이와 동시에 전력 소

비 효율을 높이고 있어 1인당 전기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림 15] 중국의 풍력, 태양광, 원전 신규 설비 용량(GW)

출처: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4, Mycle Schneider et al.

중국 역시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함께 지난 11월 12일 2020년 이후 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을 기점으로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서게 하고 제로카본 

에너지원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25).

IPCC 5차 보고서 등 기후과학과 여러 분석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정점은 2030년보다 훨

24)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835

2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1/12/0603000000AKR201411120931510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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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승인규모(MW)

2011 26,830

2012 25,280

2013 27,970

2014 27,600

합계 107,680

씬 이전에 도달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석탄 소비 총량제, 재생에너지 급증 등으로 인해 지난 11월 발표보다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현재로도 풍력과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비

중이 원전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중국에서 내륙지역에 대한 원전 신규 건설 승인은 유보되

고 있다. 또한, 원전 건설은 건설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APR1000의 경우 18~30개

월, EPR의 경우 13~15개월 지연되고 있다. 반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은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다26).

[표 7] 중국의 풍력발전건설 프로젝트 승인 규모 *출처: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27)

2014년 2월 13일에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제4차 풍력발전 신규건설 승인 계획’을 발

표했다. 국가에너지국은 2011년부터 「풍력발전건설 프로젝트 승인 계획」을 실시, 4년간 

승인규모가 10만MW를 초과했다28). 국제에너지기구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가 핵발전에 대한 투자를 훨씬 앞설 것으로 전망했다.

[표 8] 새로운 정책 전망에 따른 발전원별 투자 전망 

출처: World Energy Outlook 2014. IEA

26)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4, Mycle Schneider et al.

27)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181&seqno

=349678&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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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0여년간 각각 1,960억 달러와 7,000억 달러를 재

생에너지에 투자해서 각 원전 투자액인 140억 달러, 1,930억 달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12년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G20 국가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투자가 

적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림 16]G20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투자비 비교

*출처: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pril 2012

한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다. 2014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른 재생에너지 잠재량 

중 기술적 잠재량29)은 총 13억7,167만톤(toe, 석유환산톤)에 이른다.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

지의 기술적 잠재량만도 11억6,108만톤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2억5,410만톤으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약 5배 가량 많다. 

[표 9]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체 잠재량 *출처:2014년 신재생에너지 백서, 신재생에너지 센터

한국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투자가 저조하면서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

중일 3국의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면 중국이 높다. 한국과 일본은 OECD 

평균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들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29) Technical Potential, 현재의 기술수준(에너지 효율계수, 가동율, 에너지 손실요인 등을 고려)으로 산출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량(예: 태양광 효율 1.00%, 태양열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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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국 18.4 16.2 14.5 13.7 12.8 12.5 12.6 12.1 11.4 10.7 -

일본 3.2 3.4 3.3 3.2 3.4 3.2 3.3 3.4 3.9 4.2 4.2

한국 0.4 0.5 0.5 0.5 0.6 0.6 0.6 0.7 0.7 0.7 0.7

OECD 5.7 5.9 6.0 6.2 6.4 6.6 7.0 7.5 7.8 8.1 8.5

과거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다가 산업화로 인해 그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1차 에너지소비

량 자체가 급증하여 비중이 낮아졌다. 재생에너지 절대량 자체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그림 

15]. 

   

[그림 17] 한중일 1차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참고: OECD Factbook 20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재구성

동아시아 중심국인 한중일 3국은 원전이 여전히 개발되고 있는 곳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

전 사고로 인해 원전제로 상태이지만 원전 재가동을 고집하고 있고 중국과 한국은 원전 건

설과 계획을 지속하면서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점은 한국만이 원전

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개발속도

가 더 빠르고 비중이 높다. 일본 역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지만 전기사용량 절감과 재생에

너지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실현되고 있다. 

4. 참고자료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종선, 중국의 원자력안전정책과 시사점, 2012. 6.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브리핑, 2010.12.10

신재생에너지 센터, 2014년 신재생에너지 백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5호, 2013. 12

에너지경제연구원, 일본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 초안(전문) 세계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제 

13-4호,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 15-7호 015.2.27

최승은, [현안자료]일본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초안) 기본내용, 2013

한국수력원자력(주), 제1차 한수원-CNNP 원전안전증진 컨퍼런스 참고자료. 2015.3.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요약], 2014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pril 2012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3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4

IEA, World Energy Outlook 2014.



- 26 -

Li Zhidong(李 志東), 중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정책동향, 2011. 6

Mycle Schneider et al.,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4, 

OECD, OECD Factbook 20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record_no=254051&cont_cd=GT

http://www.inmm-kc.or.kr/bbs/board.php?bo_table=m52&wr_id=205&page=10,

구글 퍼블릭 데이터 센터

그린피스 홈피  

http://greenpeacekorea.org/info_detail#slide05

엔하위키 미러 

https://mirror.enha.kr/wiki/몬쥬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

&boardid=11661&seqno=10411&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

&pc=&dc=&wc=&lu=&vu=&iu=&du=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

boardid=181&seqno=349678&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

pc=&dc=&wc=&lu=&vu=&iu=&du=

외교부 후쿠오카 총영사관 

http://jpn-fukuok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

eID=15&boardid=3796&seqno=1106332&c=&t=&pagenum=1&tableName=TYPE_LE

GATION&pc=&dc=&wc=&lu=&vu=&iu=&du=

원자력지식정보관문국 

https://www.atomic.or.kr/atomica/word_read.html?idx=1695 

https://www.atomic.or.kr/atomica/read.html?chapter=5-2-4-10,

중국원자력정보네트워크 

http://www.heneng.net.cn/index.php?mod=npp

한국수력원자력(주)

http://khnp.co.kr/

한국수력원자력(주) 블로그 

http://blog.khnp.co.kr/blog/archives/5166

atom story 

http://atomstory.or.kr/p/47763/

IAEA

http://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CN   

http://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JP

KOTRA 해외 비즈니스 정보 포털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C

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5662&A

RTICLE_SE=20302

World Nuclear Association

http://www.world-nuclear.org/info/Facts-and-Figures/World-Nuclear-Power-Reactors

-and-Uranium-Requirements/

http://www.world-nuclear.org/info/Country-Profiles/Countries-G-N/Japan/
安価で日本の通販が買える

http://genpatumap.seesaa.net/article/367792940.html



- 27 -

<언론>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22156185&code=61

0103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03_0012328608&cID=10

102&pID=1010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07_0013282166&cID=10

102&pID=10100

미디어 오늘 뉴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16

연합뉴스 

http://www.news-y.co.kr/npost/중국-원전-건설-재개키로-내륙은-불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8/0200000000AKR2014121809090007

3.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0/0200000000AKR2015021009940007

3.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4/0200000000AKR2015041412430007

3.HTML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73680.html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c1dba53b78534b0c8b9f50b8f046594e

환경TV 뉴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36364

JTBC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10080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83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