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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권 가뭄은 지방상수원 복원으로 해결해야  

1-1. 국토부 수자원개발과 / 일반회계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5033-30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 - - 800 800 800 -

- 사업내용

□ 충남서부권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보령댐 광역 급수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추진을 내용으로 밝힘.

■ 문제점

□ 충남도의 물 부족은 ①소규모 지방상수원 폐쇄 ②태안/당진화력발전소가 원인임. 충남도는 

보령댐 건설 이후 지방상수원 26곳 중 20개를 폐쇄하며 물 부족에 시달림. 광역상수도는 피

해도 광역적이기에 또 다른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상수원을 복원, 증설하

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물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함.

□ 보령댐의 2017년 1~5월 일평균 물 사용량 199,495톤 중 태안/당진화력발전소 사용량이 

36,901톤으로 18.5%를 차지해 당진시와 태안군 전체에서 사용하는 32,842톤보다도 많은 것

으로 나타남.1) 앞으로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되면 사용량은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가뭄이 심한 계절이 석탄화력발전서를 일시 셧다운하는 등의 정책이 필

요함. 

□ 이 사업은 B/C(비용편익비)가 1.05에 불과하고, AHP(다기준의사결정법)로도 0.641로 사업의 

기준을 간신히 충족한 것에 지나지 않음.

■ 의견 : 전액 삭감

1)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및 계약현황(한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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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단독사업은 무리수, 문정댐과 연계해서 결정해야

1-2. 국토부 하천계획과 / 일반회계 / 남강댐치수능력증대(5231-32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남강댐치수능력증대 - - - 900 900 900 순증

■ 문제점

□ 치수증대사업을 추진하는데 근거가 된 가능최대강우량(PMP)과 가능최대홍수량(PMF)이 남강

유역에서 과다 계산되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함.

□ 남강댐 상류에 건설 계획이 있는 문정댐 (일명 지리산댐)과 함께 다루어야 하는 문제

 - 남강댐 85km 상류에 계획하고 있는 문정댐을 건설하면 남강댐 저수용량에 변동이 발생하고 

치수사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국토부는 예산안 참고자료를 통해 “치수능력증대사업 착수까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

설계 등 최소 3년 이상 단계별 설계절차를 시행하므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며, 일단 댐 

건설을 시작하고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남강댐 방류수 갈등 심각

- 국토부는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경남 맑은물 공급계획을 세워 하루 65만

㎥의 용수를 확보해 부산권에 공급할 목적이 있음. 부산의 물 공급으로 남강댐 하류지역의 

물부족과 수질악화가 우려되며 지역갈등이 야기됨.

- 남강댐에서 방류하는 물로 사천만이 담수화돼 정착성 수산동식물들이 폐사하게 되어 영세어

업인이 매년 130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어 생계를 위협당하는 문제도 얽혀 있음. 진주로 방

류하게 되면 도시가 침수될 우려가 있어 방류방향을 놓고도 지역갈등을 겪고 있음.

■ 의견 : 전액 삭감

- 남강댐의 가능최대강우량(PMP),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정방법, 문정댐, 방류수 지역배분 등 

문제점을 우선 논의해야 함.

- 남강 상·하류 천변저류지 조성, 자연친화적인 물길조성, 하천연안 침수대책, 홍수총량제 도

입, 기상예측능력 강화, 댐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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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부채상환, 수자원공사부터 책임지게 해야

1-3. 국토부 수자원정책과 / 일반회계 / 수자원공사 지원(5331-305)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수자원공사지원 340,000 277,800 277,800 340,000 315,000 37,200 13.4

■ 문제점

- 수공, 4대강사업 투자 만장일치로 결정하더니

 ○ 2009년 9월 29일, 수공은 215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하며, 투자

사유를 ‘개발이익을 사기업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라고 밝힘.

 ○ 4대강 사업에 앞장 선 김건호 사장은 유례없이 연임했고, 수공은 2009~2012년 사이 676명

의 인력을 증원하고, 직원들에게 225%의 성과급을 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임. 지난해 역

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억800만원, 임직원은 933억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2)2007년 1조 6천억 원이던 부채가 2012년 13조8천억 원

으로 750% 증가했고, 수공 임원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

로 고발당함.

-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모두 비용분담 중

 ○ 4대강 사업 투자실패로 발생한 부채 원리금은 12조 4,000억 원 (원금 8조원)으로 이 가운

데 6조 8,0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함. 2010년부터 이미 2조 1,400억 원을 수자원공사 

지원예산으로 집행했고, 남은 4조 6,000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

간 매년 약 3,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작년, 동 사업은 3,400억 원의 예산안이 제출됐지

만, 예산 심의에서 622억 원이 감액되어 실 집행액은 2,778억 원으로 조정됨.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3,083억 원, 2013년 3,481억 원, 2014년 2,993억 원의 당기순이익

을 기록하다 2015년 5조 8,00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를 근거로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각 4.8% 인상함. 2015년 반영된 6조 1,306억 원의 손실은 4대강사업 손실임. 

 ○ 부산·대구·경남·경북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21개 정수처리시설의 2004년

부터 2016년 8월까지 운영비를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해 대구 매곡정수장, 부산 덕산정수장, 창원 칠서정수장, 김해 삼계정수장, 

양산 웅상정수장은 원수가격 인상과 더불어 고도정수처리비용까지 떠안은 상황임.3)

※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 원)

2) 2017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3)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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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예산액 700 2,444 2,912 3,016 3,054 3,090 3,400 2,778 21,394

- 수자원공사, 현실적인 부채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채무원금 5조6,000억 원을 자체 상환하기로 결정하며, 2015년 9월 

발전사업에서 935억원, 단지사업에서 928억원 등 매년 2,0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했으나 실제 2016년 발전사업에서 269억 원, 단지사업에서 720억 원 등 순이익이  

989억 원에 불과해 안정적인 부채상환을 위한 추가대책이 요구됨.4)

 ○ 발전사업, 단지사업뿐아니라 수도사업에서도 2015년 기준 수도사업분야 관영요금에서 634

억 원, 댐요금에서 998억 원 등 총 1,632억원의 당기순이익5)을 내는데다 확장하고 있는 광

역상수도 보급사업, 수도요금 상승분을 반영해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통

한 자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의견 : 전액 삭감

○ 부채는 수자원공사의 일반 수익으로 상환해야함

○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수공의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구 대책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함.

○ 4대강 수문 개방을 위해 양수시설을 조정 예산 5,000억 원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발

생함. 수자원공사 지원예산인 3,4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u 참고

수정의견 수정이유 심사경과

- 김동철 위원
△340,000 전액

- 박홍근 위원
△340,000 전액

- 추혜선 위원
△340,000 전액

- 진선미 위원
일부 감액

  동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비용을 지원(원금 839
억 원, 이자 2,561억원)하는 내용으로, 국회의 

예산통제권 훼손 문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부담과 자체수익 발생에 따른 
자체자금으로의 상환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감

액
 u 김동철 의원 3,400억 원 전액 감액 : 국가정

책조정회의로 결정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훼손
 u 박홍근,추혜선 위원 3,400억 원 전액 감액
 u 진선미 위원 일부 감액 : 한국수자원공사가 4

대강 사업 실패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최근 
5년간 발전사업에서 연평균 1,799억 원 등 자
체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체자금으로 4대강 사업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비용 우선 상환 필요

u 심사결과 : 보류
u 보류사유 : 수자원공사 지원 감액 필요성에 대
한 이견으로 보류

u 지적사항
- (주광덕 위원) 수자원공사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국민 이해 가능

- (김태년 위원, 이개호 위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실패 책임과 자체수익 발생 등을 고려하
여 지원 재검토 필요

- (김동철 위원) 여야정의 충분한 협치를 거쳐 4
대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국민 부담
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성일종 위원, 추경호 위원) 수자원공사 상환일
정 등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국가정책조정회의
에서 정한 지원기준 준수 필요

- (윤상직 위원) 수자원공사가 100% 정부 출자기
관인 점에서 국가 부담이 되므로 원안 유지 필
요

- (박홍근 위원) 수자원공사의 자산매각, 구조조
정, 수익발생 등에 대한 자구 대책 필요

4) 2017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5) 2016 국정감사,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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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생태 파괴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 폐지해야 #1

1-4. 국토부 하천계획과 / 지특회계 / 지방하천정비(생활)(5334-30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 2018년 예산안 증감

(B-A)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비율

지방하천정비 638,350 578,700 578,700 555,500 - -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 2018년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비율

지방하천정비(생활) - - - - 542,520 542,520

- 전국의 지방하천(제주·세종 제외)을 치수․이수․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정비함.   '99～'25년

까지 총 사업비 10조 7,728억 원이며, 2018년 예산은 5,400억 원임(제주, 세종 포함 5,600억). 국

비 50%/지방비 50% 매칭펀드로 지원됨.

■ 문제점

□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생태하천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다시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 예비타당

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

□ 국토정책연구원이 2013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하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하천정

책 발전방향」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하천 정책의 정상적 방향은 지속가능한 물정책의 도임이 

화두임. 자연형 하천정비, 하천환경복원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함. 

■ 의견 : 대폭삭감

- 치수대책으로는 도시 내 투수율 증대, 천변저류지, 홍수터 조성 등 기후변화시기 위기에 대

응하는 자연친화적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친수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하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적 철학에 기반 해야 하

며,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되므로 환경부로 이관하여 진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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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생태 파괴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 폐지해야 #2

1-5. 국토부 하천계획과 / 지특회계 / 지방하천정비(제주)(5332-30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 2018년 예산안 증감

(B-A)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비율

지방하천정비 638,350 578,700 578,700 555,500 - -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 2018년 예산안 증감

(B-A)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비율

지방하천정비(제주) - - - - 12,060 12,060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하천을 치수․이수․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정비함. 국비 50%/지방비 

50% 매칭펀드로 지원됨.

■ 문제점

□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생태하천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다시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 예비타당

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

□ 국토정책연구원이 2013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하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하천정

책 발전방향」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하천 정책의 정상적 방향은 지속가능한 물정책의 도임이 

화두임. 자연형 하천정비, 하천환경복원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함. 

■ 의견 : 대폭삭감

- 치수대책으로는 도시 내 투수율 증대, 천변저류지, 홍수터 조성 등 기후변화시기 위기에 대

응하는 자연친화적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친수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하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적 철학에 기반 해야 하

며,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되므로 환경부로 이관하여 진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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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생태 파괴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 폐지해야 #3

1-6.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 지특회계 / 지방하천정비(세종)(5333-30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 2018년 예산안 증감

(B-A)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비율

지방하천정비 638,350 578,700 578,700 555,500 - -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 2018년 예산안 증감

(B-A)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비율

지방하천정비(세종) - - - - 5,420 5,420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하천을 치수․이수․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정비함. 국비 50%/지방비 

50% 매칭펀드로 지원됨.

■ 문제점

□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생태하천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다시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 예비타당

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

□ 국토정책연구원이 2013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하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하천정

책 발전방향」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하천 정책의 정상적 방향은 지속가능한 물정책의 도임이 

화두임. 자연형 하천정비, 하천환경복원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함. 

■ 의견 : 대폭삭감

- 치수대책으로는 도시 내 투수율 증대, 천변저류지, 홍수터 조성 등 기후변화시기 위기에 대

응하는 자연친화적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친수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하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적 철학에 기반 해야 하

며,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되므로 환경부로 이관하여 진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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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는 흑산도 소형공항 백지화, 쾌속선 도입으로 정책전환

1-7.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 교특회계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3538-302)

담당 :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244 20,852 20,852 20,775 16,788 △4,064 △19.5

- 사업내용

 ㅇ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서 관광지인 흑산도 지역(신안군) 숙원 사업으로서 교통오지 불편해

소,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불법조업 감시 등 해양영토 관리지원 등을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하다는 입장

 ㅇ 흑산도 소형공항은 50인석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1200m 급 5대 주기 가

능한 계류장과 여객 터미널 및 부대시설이 필요함. 

■ 문제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 낮음

 ㅇ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봄. 보고서가 도출한 흑산도 공항의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는 0.1%로 크게 낮은 수치임. 

- 경제성 없음

 ㅇ 서울지방항공청의 2017.7『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중 - 교통운수시설<소규

모 공항신설>』(이하 보완서)에 따르면 경제성분석 값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값을 4.38에서 2.60으로 40% 낮추었다. 이결과는 

 ㅇ 보완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흑산도 공항 이용자수를 50만명, 연간 운항횟수를 12,500회

로 경제성분석 값을 계산한 것이다. 이는 현 목포항과 31㎞(자동차 35분거리)의 무안국제공

항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이용자수와 연간공항운행횟수6)이다. 하지만 흑산도 소형공항을 

이용할 이용자수가 무안국제공항 이용자보다 높을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흑산도는 

무안국제공항에 비해서 목적 통행이 적어 이용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문안

국제공항의 적자는 개항이후 계속되어 2016년 89억6700만원이였다. 또한 목포항과 1시간 거

리의 광주공항역시 2016년 30억5700만원의 적자를 냈다. 광주공항 운영적자는 2013년 25억

500만원에서 2014년 22억97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6) 한국공항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2016년 항공기 운항편수는 2,330회, 이용자수는 
321,67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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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주민 및 장도 영산도 등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섬 주민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은 쾌속

선임

 ㅇ 흑산도 여객선은 하루 4회 운행하며, 목포항에서 2시간 소요된다. 흑산도 지역주민들과 관

광객들은 교통 불편 해소방안으로 공항건설이 아닌 배편 증편, 1시간 이내의 쾌속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장을 만들

면 충분하다. 해양 관광문화 사업과 목포항 인근 상권 활성화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ㅇ 총 사업비 1,833억원 규모의 흑산도 소형공항 예산의 일부로 쾌속선을 도입할 경우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목포를 비롯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섬들이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대로 흑산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할 경우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은 더욱 어려워지고, 

인근 영산도나 장도의 경우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정온한 섬의 생활환경과 생태관광에 대

한 매력을 잃게 됨  

-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ㅇ 2016.11.18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시 보류된 이유는 첫째, 환경부의 적폐행위로 인한 ‘부

동의괸 전략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조건부협의로 뒤집힌 지적’, 조계종의 ‘수행환경 침

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제시, 지역주민 위원이 불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큰 변수로 작

용. 국방부도 전술비행기 충돌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ㅇ 또한 민·관위원 다수가 제3의 합리적 대안(헬기 운항, 선박 운항 강화 등)의 비용평가가 

제시되지 않은 점, 항공기에 대한 조류 충돌 가능성자료, 공항입지 대안별 검토자료 등이 

부실하여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철새보전을 이유로 보완 제시한 바 없음

■ 의견 : 전액 삭감

 - 사업 폐기 및 쾌속선 도입 요구 

  ㅇ 흑산도 소형공항건설은 보완서를 통해 경제성이 40%나 낮아졌으며, 또한 인근 무안국제

공항의 개항이후 만성 적자를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거나 매우 낮다. 따라서 

국가예산낭비와 자연생태계 훼손을 가져올 흑산도 소형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단, 지

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초고선의 도입에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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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거짓용역·도민배제 제주제2공항 전면재검토

1-8.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 교특회계 / 제주 제2공항 건설(3538-304)

담당 :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 010-3693-3971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제주 제2공항 건설 -
-

(4,700)

-

(4,700)
1,160 1,160 1,160 순증

- 사업내용

 ㅇ 총사업비 : 4.87조원

    - 사업기간 : 2017년~2025년

    - 사업규모 : 연 2,500만명 처리 목표의 신공항 건설(활주로(3,200m×60m), 터미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문제점

 - 사업 추진의 바탕이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연구(‘14.12～‘15.11)>

의 공정성 논란 및 허위 데이터 문제

  ㅇ 제2공항 최종 후보지에서 대한항공(한진그룹) 소유의 ‘정석비행장’이 제외되면서 의혹 

제기

  ㅇ 해당 연구 총괄기관인 한국항공대학산학협력단은 대한항공 소유의 학교재단 ‘정석인하

학원 소속임. 즉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용역으로써 공정성 상실

  ㅇ 용역 보고서 상에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가 주변지역과 3배 차이(제주 15.3일/성산 13.0일

/정석비행장 33일)가 나는 것으로 작성 됨. 그러나 제주/성산의 관측자료는 기상청 공식자료

며 정석비행장 관측자료는 정석비행장 자체 측정치임.

  ㅇ 당초 용역 보고서에는 정석비행장 관측자료가 ‘성산기상대 자료라고 허위 기재’ 되어

있었고, 2016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이 단순 오타라고 해명.

　ㅇ즉, 해당 용역 보고서는 제2공항 추진의 근거로 인용될 수 없고 제2공항 후보지에 정석비

행장을 포함한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함  

 - 해당 지역주민과 도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추진

  ㅇ 제주도의회는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안’을 통과시킴

  ㅇ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상봉 의원(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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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했다”며 "제2공항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ㅇ 지난 9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데일리리서치) 현제 제주공항 확

장 의견이 33.6%로 성산읍 제2공항 건설 24.4% 보다 높게 조사됨

 - 공항 예정 부지에 천연동굴 18+α곳 존재, 동굴분포 지대 위에 활주로 건설은 안전에 치명

적

  ㅇ 작년 11월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 천연동굴(모낭궤굴) 추가 발견, 올해 10월에도 예정지 

600m 지점에서 신규 동굴 발견

  ㅇ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보고회에서 예

쩡지 주변 동굴은 7곳이라고 축소 발표한 바 있음

  ㅇ 그러나 문헌 상 성산읍에는 18곳의 천연동굴이 존재하며, 최근에도 추가 발견이 이어지고 

있음.

  ㅇ천연동굴 밀집 지역에 공항 활주로 입지 불가.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 하중을 

견딜 수 없고, 지질학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국가적 손해임 

■ 의견 : 전액 삭감

 - 제주도민의 여론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정석비행장을 포함한 공정한 대안 평가를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제주 제2공항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절차적 투명성과 상생 방안’을 전제로 추

진되어야 하며, 즉 2018년 예산안에 순증된 설계·감리비 11억6천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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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예산편성 외압에 대한 사전 차단 필요

2-1. 문체부 관광정책과 / 지특회계 / 관광자원개발(생활)(4151-300)

담당 :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B) (B-A)/A

관광자원개발(생활) 270,731 239,678 239,678 254,667 254,667 14,989 6.3

- 사업내용

 ㅇ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광자원개발(생활)사업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국민여가 캠핑장조

성,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원영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등이 주된 사

업이다.

 ㅇ 반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정상 부근 끝청(해발 1480ｍ)을 잇

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3.5㎞이다. 

■ 문제점

 -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오색케이블카 예산 편성 외압 우려

  ㅇ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광자원개발(생활)의 경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ㅇ 하지만 강원도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예산 587억원 가운데 

229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의 국비 지원으로 요청하여 왔다. 

 - 2016년 배재정 전 의원(국무총리 비서실장,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염동열 의원(자유한

국당 강원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요

구한 바 있다.

 - 지역 수익사업에 국고지원 있을 수 없다.

  ㅇ 현재 설악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역수익사업으로 

국가차원의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국민여가 캠핑장조성,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원영지원, 관

광안내체계구축,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의 사업과는 확연히 다르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향유권 주장은 과다한 이용 외면한 무

모한 결정

  ㅇ 설악산은 현재 33개의 휴양 및 편익시설과 숙박, 문화시설이 존재하고 이와 연계된 교통 

운수시설이 30개가 설치되어있다. 이미 사회적 약자까지 고려한 다양한 이용방식과 문화재 

접근 향유 활동이 존재하며 오히려 보전과 관련된 시설은 전무한 실정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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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61년 기준 연간 365만명 방문(일일 평균 1만명), 권금성 케이블카(한병기/박근혜 일가 

독점운영)연간 50만명 이상 이용객이 몰리는 상황으로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

두대간 보전지역,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위상 및 관리 강도에 비해 과

다한 이용현황을 보이고 있다.8) 

 - 문화재위원회의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 2차례에 거처 부결 

  ㅇ 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을 부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문화

재위원회 심의결과이다. 

 - 문화재청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허가처분 입장 

  ㅇ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거부처분을 취소

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재량심사권한을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합법성을 위협하는 반 헌법적 행위이며 지난 35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

는 첫 번째 사례이다. 

■ 의견 : 쪽지 예산 거부

 - 천연보호구역 지정 취지 반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예산 편성 외압이 있을 경우(229억원) 

편성하면 안 됨

7) 2017.10.2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관련 보존과이용의 조화에 대한 종합의견’
8) 2017.10.2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관련 보존과이용의 조화에 대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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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경인운하를 확장하는 MB의 그림자, 한강운하

2-2. 문체부 관광개발과 / 관광기금 / 관광레저기반구축 (4161-31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정부안(B) (B-A)/A

관광레저 기반 

구축
13,840 40,240 40,240 11,966 11,966 △28,274 △70.2

- 사업내용

  ㅇ 레저관광 활성화 : 900백만원 
  ㅇ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 162백만원
  ㅇ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 538백만원 
  ㅇ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16백만원 
  ㅇ 관광 투자유치 지원 : 300백만원 
  ㅇ 관광자원화 지원 : 9,650백만원 
    ▪ 한강 관광자원화(통합선착장 조성) 3,000
    ▪ 오산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2,000
    ▪ 청주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1,400
    ▪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3,250

■ 문제점

□ 실패한 경인운하를 서울구간으로 확장하기 위한 선착장 조성 사업.

- 경인운하 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구간의 개통 5년차 (2015년 5월~2016년 5월) 화물 운송량은 

7천 톤으로 애초 목표인 853만7천톤의 0.08%에 불과함. 수공은 경인운하를 이용하지 않고 

인천터미널만 이용한 화물 운송량 75만5천 톤을 경인운하 운송량에 포함해 화물 운송량을 

76만2천톤(8.9%)이라고 발표함.9)

- 경인운하 투자금 회수율은 2017년 8월 기준, 54.6%임. 그러나 항만시설인 마리나는 8.0%, 부

두 임대는 8.9%, 관리권 매각은 5.5%에 불과함. 평균 투자금 회수율이 54.6%까지 높아진 것

은 국고지원(100%), 단지 분양(96.1%) 등 경인운하 항만시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가 

포함됐기 때문임.10)

- 경인운하의 한강구간 연장을 주장하는 측은 경인운하는 인천과 김포 구간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서울 한강구간까지 진입하지 못해 실패했다며, 한강구간으로 확장하

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추측컨대 경인운하가 성공했다면, 성공한 경인운하를 

한강구간까지 확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임. 기-승-전-한강운하.

■ 의견 : 부분삭감, 한강 관광자원화(통합선착장 조성) 30억 원 삭감

9) 2017 국정조사,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10) 2017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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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31,883 38,247 38,247 49,637 45,781 7,534 19.7

4대강 자연성 회복 예산 터무니없이 부족해

3-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환특회계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1234-304)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현황

(단위: 백만원, %)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 가운데 4대강 자연성 회복 예산으로 7,297백만 원을 요

구함.

- 구체적인 사업목적으로 4대강 보 구간의 수생태 변화, 수질, 수량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

함임을 밝힘.

■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통해, 16개 보의 생

태계, 수질, 수량 상태를 관찰하고 평가할 것을 지시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환경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을 선정하는 처리방안을 정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지난 6월,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하여 6개보에 한정해 수위를 일부 낮추는데 그친데

다. 농번기가 끝나는 10월 중 추가로 수문을 개방할 것을 약속했으나 양수시설 조정 등 검

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음.

□ 올 해 신청한 7,297백만 원은 4대강 보의 처리방안만을 위한 예산에 불과하며 그 구체성도 

부족함. 현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밝힌 4대강 보의 양수시설을 개선을 위한 5,000억 원의 

예산은 요구하지 않은 상황임. 

■ 의견 : 대폭 증액

 -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예산 대폭 늘리고,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 시설 조정을 위

한 예산을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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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적폐 사업, 탑다운 방식 물산업클러스터 성공 못해

3-2.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 환특회계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1131-31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7,638 64,902 64,902 63,721 63,253 △1,649 △2.5

○ 물산업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물산업클러스터(물산업진흥

시설, 실증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박근혜 전 지역구(대구 달성군)에 입지함. 

■ 문제점

□ 2014년 사업비 3억 원 가운데 60%만을 집행. 2015년 현액집행률은 9.9%에 불과해 83억 원

을 이월, 7억 원을 불용했음. 2016년 현액집행률은 63.2%에 그쳐 366억 이월, 27억 불용. 2017

년 7월 현재 현액집행률 11.1%로 대폭 삭감 불가피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300 300 300 183 60.9 60.9 78 39

2015 10,000 10,000 78 10,078 997 10.0 9.9 8,364 717

2016 98,585 98,585 8,364 106,949 67,638 68.6 63.2 36,570 2,741

2017 64,902 64,902 36,570 101,472 11,309 17.4 11.1

□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 공약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탑다운 

방식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클러스터 시설을 완공해서 실제 산학연 연계한 물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환경부, 그것도 식수원 개발관리라는 

단위로 시행한 근본적 문제가 있음.

□ 특히 낙동강 수질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업단지가 하류에 미치는 수질 영향에 대한 점

검이 시급

■ 의견 : 전액 삭감

- 4대강 사업처럼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이라도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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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퍼주기 #1

3-3.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 에특회계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1633-301)

담당 : 생활환경팀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12,844 264,274 288,184 452,279 352,279 64,095 22.2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 지원 : 255,000백만원  ← (‘17년) 206,00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 (산출내역)

     ․ 전기차 240,000백만원 = 20,000대×12백만원(정액)

     ․ 전기버스 15,000백만원 = 150대×100백만원(정액)

○ 전기자동차 보급과 연계하여 전기자동차 운행에 필수요소인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13,070

기) : 89,505백만원  ← (‘17년) 54,750백만원

■ 문제점

 - 자동차의 대기오염(미세먼지) 배출은 근본적으로 배출 원인자와 피해자의 불공평성

(Fairness)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관리 정책의 지향성은 정책 효율성 보다는 교통환

경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평성이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함.

 -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10년간 약 80~90% 강화되었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으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는 10년간 약 30% 감축, 자동차 배출영향요인 중 자동차 등록대수만 유일하게 

증가

 - 특히, 경유 승용차는 171만대(2004년)에서 403만대(2014년)로 크게 증가, 노후경유차 운행제

한 제도와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등 자동차 배출저감 정책이 오히려 차량구매 촉진하는 정

책은 아닌지 검토해야 봐야 함.

 - 친환경 승용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다!

  ㅇ 국회 예정처 보고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환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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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대 목표 달성해도, 15년 현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약 2,100만대의 7.1% 수준에 불과

하고,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특히 화물･특수차(70%)에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 친환경차 보급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 친환경차 보급은 국토부, R&D는 산업부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규명부터 제대로

  ㅇ 국무조정실 작성 「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 」 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사업 등은 

교통부문 온실가스감축 책임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고, 친환경차 R&D 사업은 산업부로 이관

함으로써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예보, 원인규명 등 소관업무에 집중해야 함

■ 의견 : 대폭삭감

 -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서는 전기승용차 보급 대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PM/NOx 동

시저감장치 부착 등 수송부문 대책에 적극적 재정 지원해야함

 - 전기 버스, 화물차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며, 전기차 개발과 충전소 확대는 자동차 완성

차 등 대기업이 투자해야 할 영역이며,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강제해야 함. 충전

소의 경우 공공 충전소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기존에 주유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민간 

영역의 참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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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퍼주기 #2

3-4.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 에특회계 /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1633-302)

담당 : 생활환경팀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46,392 52,492 52,492 42,492 32,490 △20,002 △38.1

- 사업내용

  ㅇ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대안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결정에 따

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CO2감축을 유도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을 결정(녹색위, '09.7

월) 및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 마련('10.4월)

  ㅇ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시기를 ’15.1월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통과('13.4월)

  ㅇ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대안 확정․발표('14.9.2)

  ㅇ 배출권거래제와의 동시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을 '20년 말까지 

유예하고, 친환경차(전기차및하이브리드차 등) 지원 및 직접규제 강화

  ㅇ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 31,500백만원 ← ('17년) 51,500백만원

   ('18년) 하이브리드차 60,000대(0.5백만원/대) 및 플러그인차 300대(5백만원/대) ← ('17년) 하

이브리드차 50,000대(100만원/대) 및 플러그인차 300대(5백만원/대)

■ 문제점

 - 재벌대기업위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유예, 재벌대기업위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구매

보조금 지원 -> 국민은 대기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혈세 낭비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음

  ㅇ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 원래대로 앞당겨야함

 - 친환경 승용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다!

  ㅇ 국회 예정처 보고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환경차 

150만대 목표 달성해도, 15년 현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약 2,100만대의 7.1% 수준에 불과

하고,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특히 화물･특수차(70%)에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 친환경차 보급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 친환경차 보급은 국토부, R&D는 산업부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규명부터 제대로

  ㅇ 국무조정실 작성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사업 등은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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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온실가스감축 책임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고, 친환경차 R&D 사업은 산업부로 이관함으로

써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예보, 원인규명 등 소관업무에 집중해야 함

■ 의견 : 대폭삭감

-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서는 전기승용차 보급 대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PM/NOx 동

시저감장치 부착 등 수송부문 대책에 적극적 재정 지원해야 함

-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보급 목표를 거의 달성할 만큼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하는 소비

자가 많아 졌으므로 사업 축소해야함 내역사업인 ‘구매보조금 지급’ 315억원 중 일반 하

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300억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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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퍼주기 #3

3-5.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 에특회계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1631-303)

담당 : 생활환경팀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8,365 18,575 18,575 18,585 18,585 10 0.05

- 사업내용

 ㅇ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ㅇ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및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 : 3,585백만원 ← (‘17년) 3,575백만원

   ▪ 산출 내역 : 27.5백만원(내연기관 가격차액 55백만원×50%) × 130대 + 10백만원(?) =    

        3,585백만원

  ②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 15,000백만원 ← (‘17년) 15,000백만원

   ▪ 산출 내역 : 3,000백만원 × 10기 × 50% = 15,000백만원

 ㅇ 수소승용차 1만대(‘~20) 보급 및 수소충전소 충전소 100기(~’20) 구축 목표 달성 불가

2014 - 수소연료전지차 12대 보급, 수소충전소 1개소 준공(광주 진곡)

2015 - 수소연료전지차 41대 보급, 수소충전소 1개소 준공(충남 내포)

2016  - 수소연료전지차 73대 보급, 수소충전소 4개소 설치중(광주, 울산2, 경남 창원)

■ 문제점

 - 현대자동차만을 위한 특혜예산

  ㅇ 특정 기업의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는데, 국가 예산 투입되지 않음. 친환경자동차는 

자동차 회사 간의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해 만들어져야 함. 더구나, 수소자동차는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만 제작·판매하고 있음. 정부는 수소자동차의 안전과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야 함.

 - 친환경 승용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다!

  ㅇ 국회 예정처 보고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환경차 

150만대 목표 달성해도, 15년 현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약 2,100만대의 7.1% 수준에 불과

하고,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특히 화물･특수차(70%)에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 친환경차 보급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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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차 보급은 국토부, R&D는 산업부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규명부터 제대로

  ㅇ 국무조정실 작성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사업 등은 교통부

문 온실가스감축 책임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고, 친환경차 R&D 사업은 산업부로 이관함으로

써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예보, 원인규명 등 소관업무에 집중해야 함

■ 의견 : 전액 삭감

-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서는 전기승용차 보급 대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PM/NOx 동

시저감장치 부착 등 수송부문 대책에 적극적 재정 지원해야함

- 수소차 보급실적 부진하고, 수소연료 조달 방안이 미흡하며, 인프라 구축 비용이 과다한 점

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대부분 현대차 계열사 및 협력사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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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발전소 수명연장과 해외수출 목적의 청정화력 예산 부적정

4-1. 산업부 전력산업과 / 전력기금 /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5901-304)

담당 :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청정화력핵
심기술개발

32,566* 22,543 22,543 23,857 23,857 1,314 5.8

* 201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60억 증액 반영(16.08.17)

- 사업내용

목적: 화력발전의 선진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수출산업화, 노후설비 수명연장과 성능향상

① 청정화력발전기술개발(16,195백만원): 기존 화력발전 대비 고효율화 및 CO2 저감

② 청정화력 융합혁신기술개발(3,900백만원): 타분야 기술(NT및IT)과의 융합 

③ 청정화력발전 실증테스트베드구축(3,000백만원): 개발부품의 실증 테스트베드

■ 문제점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과 석탄발전소 해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로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장기적 석탄발전 비중 축소 정책과 상반됨, 해외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가 석탄발전소를 주로 수출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취약국이며, 녹색기

후기금(GCF)과 같은 저개발국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국제금융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됨

-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의 연구개발에 전력기금을 활용

해야 하는 타당성이 약화됨.

- 이 예산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G20 국가들이 화석연료 

보조금의 폐지를 약속한 만큼, 한국도 이를 이행해야 함

■ 의견 : 전액 삭감

-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필요한 경우 발전공기업 등 사업자의 자체 재원을 통해 연구개

발을 실시하는 방안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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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예산 삭감

4-2.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 전력기금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R&D)(5901-301)

담당 :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연구개발출연금 216,288 203,777 203,777 214,941 214,941 11,164 5.5%

- 사업내용

⑧ 석탄이용 : 태안 IGCC 실증플랜트 관련 가동률 향상, 핵심기술 국산화 및 석탄가스화 응용 

분야 확장 기술개발 4,328백만원(’17년) → 3,928백만원(’18년)

■ 문제점

- 태안 IGCC 실증플랜트는 석탄발전소보다 효율이 떨어져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며 실효성 

검증이 요구됐음. 태안 IGCC는 2016년 가동을 시작했지만, 가동 성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음

-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화력발전 관련 연구개발에 전력기금을 활

용해야 하는 근거가 약화됨

- 연구 보고에 따르면, IGCC는 기존 석탄발전에 비해 비용이 35% 높으며, 1990년대 개발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불확실한 기술로 나타남. 세계적으로 가동되는 사

례는 8개에 불과하며, 18개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서 취소되거나 5년 이상 유예 상태임

- 국제적 재생에너지 분류 기준과 달리, 국내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화석연료 기반 기술을 신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바, IGCC와 같은 문제적인 기술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 국제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를 비화석연료 에너지원으로 명

확히 정의하고 있음

■ 의견 : 부분 삭감 (석탄이용 3,928백만원 중)

- 태안 IGCC 실증플랜트의 가동 성능에 대해 엄밀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 해당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향후 일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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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집저장(CCS) 예산 삭감

4-3. 산업부 에너지신사업정책과 / 에특회계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5701-301)

담당 :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에너지수요관리핵심

기술개발(에특)(R&D)
169,382 181,312 181,312 185,842 185,842 4,530 2.5

- 사업내용

▪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 발전소 및 산업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 

후 압축·수송하여 육·해상 지중에 저장(CCS)하거나, 포집한 CO2를 이용하여 탄산칼슘, 플

라스틱 등 유용한 물질로 활용(CCU)하는 기술개발에 19,799백만원 요구

■ 문제점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함

-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CCS 사업은 국내 조건에 현실성 없으며, 저장 관련 기술

의 상용화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석탄발전소의 확대 및 유지를 전

제로 한 CCS 기술개발 정책은 석탄발전소 비중 축소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 정책 기조

를 반영해 재검토돼야 함

- 화석연료 기술개발에 전력기금을 통한 예산 지원은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G20 회원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약속에 따라 해다 예산의 지원을 폐지해야 

함

■ 의견 : 부분 삭감 (19,79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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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갈등 유발, 에너지전환 역행하는 특별지원사업 전액 삭감  

4-4.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력기금 / 특별지원사업(5451-302)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특별지원사

업
125,652 110,000 110,000 78,600 78,600 △31,400 △28.5

ㅇ 사업내용

 - 신규 발전소 건설 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득증진과 복리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전과 1기가와트 이상의 유연탄 발전소 등 

786억원 지원

■ 문제점

 - 대규모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입지시키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책정한 비

용임. 

- 돈을 앞세워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전형적인 방식에 문제가 있음. 

- 석탄발전소와 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민들을 세금인 

돈으로 매수하는 현재의 정책 추진은 비윤리적임. 

- 탈석탄,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에서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를 위해 집행된 현재와 

같은 특별지원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단,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평가 속에서 진행되

어야 함. 

■ 의견 : 전액 삭감

 -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를 위해 집행되었던 특별지원사업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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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 쌈짓돈, 중복 편성된 원자력R&D 예산 전액 삭감

4-5.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력기금 /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R&D)(5901-303)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출연금 73,568 68,625 68,625 62,137 62,137 △6,488 △9.5%

ㅇ 사업내용

 - 원전 전주기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 안전, 설

비 및 운영성능, 해체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개발, 원자력 기초기반기술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621억3천7백만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출연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에 집행함. 

■ 문제점

 - 원자력 관련 연구는 원자력연구원(과기부 예산)도 있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도 집행되고 

있으며 독점적인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도 매년 2천억원 가량의 연구비용을 집

행하고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49조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수요관리 등에 집행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

업을 요구하는 것은 원자력계의 꼼수임. 

- 이미 여러 곳에서 원전 관련 기술개발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분야만 특별히 

이중, 삼중 연구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음. 

■ 의견 :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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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 관련 예산 전액 삭감, ITER 타당성 검토 먼저

4-6.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력기금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6002-310)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연구개발

출연금
- 27,300 27,300 34,334 34,334 7,034 25.8%

ㅇ 사업내용

 - 7개국(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이 공동으로 ITER 건설․운영에 참여하여 

2040년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조달품목 개발과 제작

비로 230억2천만원과 ITER 운영을 위한 분담금으로 113억1천4백만원 등 총 343억3천4백만원

■ 문제점

 -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임.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구에 태양을 구현하겠다

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핵융합으로 에너지원을 얻지 않아도 될만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

음. 

- 현실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에 너무 많은 세금이 오랫동안 낭비되어 왔음. 핵융합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타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매년 1백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면서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매년 우리나라 할당 조달품목 개발․제작비(진공용기 본체·포트, 조립장비, 삼중수소, 전원장

치 등)를 230~270억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야 함. 

 - 더구나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전기안전 등의 사업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전력산업기

반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어 출연이 필요하면 원자력연구

개발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견 : 전액 삭감

- 타당성 검토 후 필요 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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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무색한 원전홍보 49억 전액 삭감

4-7.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력기금 / 전력산업홍보(7401-3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전력산업홍보 7,268 7,362 7,362 6,993 6,993 △369 △5.0

ㅇ 사업내용

 전기절약, 신재생에너지, 전기안전, 원자력 등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

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공과 권익에 이바지하는 전력산업의 전략적인 홍보 지원

 - 전력시장홍보(한국전력거래소) : 185백만원

 - 전기절약홍보(한국에너지공단) : 956백만원

 - 전기안전홍보(한국전기안전공사) : 963백만원  

 - 원자력홍보(한국원자력문화재단) : 4,889백만원 

■ 문제점

 -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자력홍보에 사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전체 홍보비 중 70%가 원자력홍보비임. 

- 원자력홍보는 원전사업자의 자체 홍보로도 충분함. 

■ 의견 : 부분삭감

 - 원자력홍보(한국원자력문화재단) : 4,88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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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원전수출이 가능하다고? 이미 낭비한 880억으로 충분 

4-8.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 / 전력기금 / 전력해외진출지원(7402-3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전력해외진출

지원사업
4,281 4,621 4,621 3,028 3,028 △1,593 △34.5

ㅇ 사업내용

 - 원전 해외 수출과 전력분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기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

년까지 880억원 기투자했으며 2018년 30억2천8백만원 추가

▪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 2,438백만원

▪ 전력수출산업화 : 600백만원

 

■ 문제점

 - 세계적인 원전시장은 사양산업이고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자체 원천기

술을 가진 나라들이며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하려면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들만 가능함.

- 현재 논의 중인 영국은 원전 수출이 아닌 원전사업 21조 투자이고 체코는 러시아와의 외교

적 관계로 우리나라 원전 수출 가능성은 적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협정 체결 전망이 

어두움. 베트남은 일본이 상당한 금융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추가 금융조달이 어려워 사실상 포

기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지진 가능성 등으로 원전 건설을 포기한 상황임. 사실상 원전 수출은 

요원한데도 계속 비용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UAE 원전 수출 이후 8년간 원전 수출 실적이 제로였던 사업에 계속 세금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임. 이미 들어간 880억원으로 충분함. 

■ 의견 : 부분삭감

▪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 2,43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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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X, 원전수출 X, 목적상실한 원전인력양성에 국비투입 X

4-9.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력기금 / 원전현장인력양성원(7408–3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민간자본보조

(320-07)
1,864 2,964 2,964 3,016 3,016 52 1.7

ㅇ 사업내용

 - 원전수출 및 국내 원전증설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원전산업체에 필요한 현장인력     

수요증가에 대비한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립을 위해 30억1천6백만원

■ 문제점

 - 원전 수출은 가능성이 없고 국내 원전은 신고리 5,6호기 이후 더 이상 증설하지 않기로 한 

만큼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의 건립 목표가 사라짐. 

- 계획된 것이라고 필요가 없어진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세금 낭비임. 

■ 의견 :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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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허가 전에 돈부터 투입하는 원자력계 불법관행 뿌리뽑아야 

4-10. 산업부 원전환경과 / 방폐기금 /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5631-3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월성원자력

환경관리

센터건설

31,500 68,990 68,990 57,660 57,660 △11,330 △16.4

ㅇ 사업내용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 건설 576억6천만원

■ 문제점

 -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는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과 원자력안전법상 설

계에 반영해야하는 활동성 단층이 분포한 곳으로 지진 가능성이 높고 지하수가 하루 수천톤씩 

발생하는 곳임. 

- 1단계 동굴처분 시설 건립 시에도 부지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운영허가 1년이 

안되어 배수 펌프가 고장나고 2년이 지난 현재는 핵폐기물 드럼통을 저장하는 사일로 내벽에 

수백 곳의 균열이 발견되고 있음. 

- 2단계 처분시설은 천층처분 시설로 동굴처분 시설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시설임. 

-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 승인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자력안

전위원회 인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미리부터 투입하여 설계와 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그동

안의 원자력계의 관행임. 

■ 의견 : 전액 삭감

 - 안전성 확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허가 없이 돈부터 투입하는 원자력계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함. 인허가 전에 비용 투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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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의 위험성 은폐, 주민 매수에 악용되는 폐기물홍보비 삭감 

4-11. 산업부 원전환경과 / 방폐기금 / 방사성폐기물홍보(5633-3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방사성폐기물
홍보

2,267 2,428 2,428 2,307 2,307 △121 △5.0

ㅇ 사업내용

 -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정, 안전관리의 필요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소통으로 사

회적 수용성 확보

- 이를 위해 중저준위 방폐물 홍보를 위해 언론광고 2억6천4백만원, 초청홍보 1억원, 홍보물 

제작 9천만원, 설명회 6천만원, 지역협력사업 4억원, 기타경비 1천만원 등 총 9억2천4백만원

- 사용후핵연료 공익 캠페인 6억원, 언론광고 4억4천8맥만원, 홍보물제작 8천만원, 설명회 8천8

백만원, 전시홍보 1억2천2백만원, 설문조사 2천만원, 기타경비 2천5백만원 등 총 13억 8천3백만

원

■ 문제점

 - 방사성폐기물 홍보가 그동안 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보다 문제가 

제기된 핵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미화에 언론광고비를 집행해왔음. 언론광고가 핵폐기물 안전 

보관과는 상관없으며 언론홍보는 세금 낭비임. 

- 주민들과 소통해서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복으로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한다는 비판을 받

아왔음.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돈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확한 정

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부터 해야 함.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차 처분인 천층처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

에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용후핵연료는 현정부에서 재공론화를 결정한 상황이므로 현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홍보

를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음. 

■ 의견 : 부분삭감

- 중저준위 방폐물과 사용후핵연료 홍보물 제작 1억8천만원을 제외한 2,127백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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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공약 이행 전에 부지선정 비용 지출 모순

4-12. 산업부 원전환경과 / 방폐기금 /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 (5643-3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확보
- 1,100 1,100 200 200 △900 △81.8

ㅇ 사업내용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하연구소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할 목적으로 부지 조사‧선정, 시설 건설‧운영, 관련 설비 제

작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하는 11억원 중 2017년 집행 부진했던 

‘부지기초조사용역’ 2억원  

■ 문제점

 - 사용후 핵연료 최종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은 한국사회 가장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슈

임. 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른 2020년까지 부지 선정은 가능성이 희박

하여 현 정부에서 재공론화 방침을 세움. 

- 2017년 초 국민안전처는 전국 활성단층 지도 제작 연구 용역을 25년 계획으로 시작함. 

- 활성단층 지도도 없던 상황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결정하면서 공사 중

간에 활성단층과 활동성 단층이 발견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됨. 

- 전국 활성단층 지도 제작을 위해 연구용역이 시작된 상황에서 비슷한 중복 연구를 할 필요

가 없음. 

- 특히, 전국에 해당하는 활성단층 지도 제작에 25년이 걸리는데 단순히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해 원자력환경공단이 부지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사용후핵연료 처

분장 선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극도의 사회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임. 

- 2017년 부지기초조사 용역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이유일 가능성이 높음. 

■ 의견 : 전액 삭감

 -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전에 부지 선정을 위한 비용을 집행할 필요가 없으며 전국 활성

단층 지도 제작 용역이 시작된 상황에서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한 부지기초조사 용약은 갈등

만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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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사업 타당성 재검토하고 에너지전환R&D에 적극 투자해야

5-1.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미래원자력팀) / 일반회계 / 핵융합기초연구사업(R&D)(1160-4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핵융합기초연구사업 6,517 6,264 6,264 6,264 6,264 0 0

ㅇ 사업내용

 -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반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지원에 62억64백만원

■ 문제점

 -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임.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구에 태양을 구현하겠다

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핵융합으로 에너지원을 얻지 않아도 될 만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

음. 

- 현실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에 너무 많은 세금이 오랫동안 낭비되어 왔음. 핵융합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타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의견 : 전액 삭감

- 재생에너지 및 수요관리 기술에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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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황된 핵융합 관련 사업, 연구기획평가 4억7천만원 삭감 

5-2.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미래원자력팀) / 일반회계 /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1346-4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우주핵융합연구

기획심사평가사업
1,420 1,520 1,520 1,520 1,520 - -

ㅇ 사업내용

 - 우주기술개발사업 및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협약, 관리 및 성과활용 등 전 주기

적 관리를 통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우주기술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 1,050백만원

 - 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 470백만원

■ 문제점

- 핵융합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없는 사업임

- 우주기술개발과 핵융합연구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임.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구에 태양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핵융합으로 에너지원을 얻지 않아도 될만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

음. 

- 현실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에 너무 많은 세금이 오랫동안 낭비되어 왔음. 핵융합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타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의견 : 부분삭감

 - 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 47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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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술과 ‘파이로-소듐’ 단일사업으로 묶는것은 원자력계 꼼수

5-3. 과기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 일반회계 /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R&D)(1436-404)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우주원자력

국제협력기반조성
8,395 8,000 8,000 8,043 8,043 43 0.5

ㅇ 사업내용

 - 미래 원자력협력체제 구축 : 800백만원(2017년) → 800만원(2018년)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협력 체계 운영 강화(800백만원)

 -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 : 3,700백만원(2017년) → 3,700백만원(2018년)

   ▪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 방안 연구(700백만원)

   ▪ 한·미 파이로 기술 타당성 공동연구 분담금(3,000백만원)

 - 다자/양자간 원자력협력 지원 : 1,641백만원(2017년) → 1,290백만원(2018년)

 - 원자력기술 유망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 300백만원(2017년) → 397백만원(2018년)

 - 국제 원자력협력 기반 강화 : 1,349백만원(2017년) → 1,449백만원(2018년)

■ 문제점

 - 우주기술 도입 촉진과 제4세대 원자로,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원자력국제 협력사업을 교묘

히 섞어놓았음. 

 - 원자력기술은 우주기술이 아니며, 친원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음

 - 우주기술개발과 파이로-소듐 관련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정상임

 - 타당성과 경제성 없고 방사능 오염을 증대시키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효용성도 없는 제 4세

대 원자로와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예산은 낭비임. 

■ 의견 : 부분 삭감 (3,800백만원)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협력 체계 운영 강화(800백만원)

 ▪ 한·미 파이로 기술 타당성 공동연구 분담금(3,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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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사우디도 불필요한 SMART원전 예산 전액 삭감

5-4.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일반회계 / SMART 고도화공동개발(1448-4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SMART

고도화공동개발
6,840 3,420 3,420 6,840 6,840 3,420 100

ㅇ 사업내용

 - SMART 원전의 해외수출을 위해 수요국(사우디)의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한 고도화 기술개

발 및 설계 등 추진

■ 문제점

 -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재처리, 우라늄 농축 금

지 협정이 맺어져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체 우라늄 농축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국내에 SMART 원전 입지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불가능함.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임. 

■ 의견 :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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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도 아닌 상용화라고? 돈 먹는 하마 핵융합R&D 전액 삭감 

5-5.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미래원자력팀) / 일반회계 /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2)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82,796 83,761 83,761 85,141 83,429 △332 △0.4

ㅇ 사업내용

 - 향후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 건설 능력 및 독자적인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소 운영기 지원 834억2천9백만원

■ 문제점

 -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임.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구에 태양을 구현하겠다

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핵융합으로 에너지원을 얻지 않아도 될 만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

음. 

- 현실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기초연구도 아닌 상용화를 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임. 

그동안 핵융합에 너무 많은 세금이 오랫동안 낭비되어 왔음. 핵융합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타

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타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의견 :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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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관련 사업 삭감해야 #1

5-6.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에특회계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148,608 146,041 146,041 144,608 144,190 △1,851 △1.3

■ 문제점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따로 조성되어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체 연구지원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원자력연구원 지원비가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더구나 방사능 오염과 원전사고 위험이 큰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는 예산낭비이므로 전

액 삭감해야 함. 

■ 의견 :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관련 부분삭감 (24,733백만원), 나머지

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이관해야 함

 - 친환경 핵연료주기시스템 실증 및 분석지원 : 19,360백만원

 - 원자력 인재육성·정책지원 및 기술협력 중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사업 : 1,190백만원

 - 장비구입비 중 친환경 핵연료주기시스템 실증 및 분석지원 : 283백만원

 - SFR 원형로 종합효과 시험시설 구축 : 3,900백만원

- 42 -

건설허가도 취득 전 기자재 구매? 수출용 연구로 예산 전액 삭감

5-7.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지특회계 /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1440–402)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22,231 3,880 3,880 1,050 800 △3,080 △79.4

ㅇ 사업내용

 - 최신 연구로 핵실기술 실증과 연구용 원자력 수출을 위한 원자로 자력 설계‧구축을 위한 8

억원 

■ 문제점

 - 경주지진으로 고리 및 월성 인근 지역 지질정밀조사가 재실시 될 때까지 상업용을 비롯한 

연구용 원자로 건설 잠정 중단 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계획만 세우고 있으며, 2014년 

예산 실집행율 36%, 2015년 18%, 2016년 39%에 불과함

- 건설허가 취득 전, 기자재구매 예산 집행하는 것은 원자력계 관행에 불과함

■ 의견 :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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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황된 핵융합 이제 정신차려야, 산업부-과기부 중복사업 전액 

삭감

5-8.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미래원자력팀) / 원자력기금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1139-402)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연구개발
출연금

20,000 28,500 28,500 38,400 35,736 7,236 25.4

ㅇ 사업내용

 - 7개국(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이 공동으로 ITER 건설․운영에 참여하여 

2040년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18년도 ITER 운영을 위한 우

리나라 분담금 357억3천6백만원(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우리나라 조

달품목 개발과 제작비로 230억2천만원과 ITER 운영을 위한 분담금으로 113억1천4백만원 등 

총 343억3천4백만원 예산 배정)

■ 문제점

 - 가능성 없는 사업에 똑같은 명복으로 산업부(전력기금,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와 

과기부에서 매년 7백억원이 집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임. 

 - 핵융합은 에너지 공급에서 필수 기술도 아니며 실현가능성도 없는 기술임.

-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임.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구에 태양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핵융합으로 에너지원을 얻지 않아도 될 만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

음. 

- 현실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에 너무 많은 세금이 오랫동안 낭비되어 왔음. 핵융합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타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매년 1백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면서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매년 우리나라 할당 조달품목 개발․제작비(진공용기 본체·포트, 조립장비, 삼중수소, 전원장

치 등)를 230~270억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야 함. 

 - 더구나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전기안전 등의 사업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전력산업기

반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어 출연이 필요하면 원자력연

구개발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견 :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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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관련 사업 삭감해야 #2

5-9.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원자력기금 / 원자력기술개발사업(1434-4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연구개발활동비등 144,889 135,288 135,288 130,900 129,582 △5,706 △4.2

ㅇ 사업내용

 - (원자력안전) 원전 사고예측・평가, 사고예방 및 사고대응 등 안전 연구 40,056백만원

 - (미래형원자로) 핵비확산성, 경제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이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핵

심기술 개발 33,000백만원

 - (핵연료주기)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저감기술, 장기가동원전 해체 및 폐기물 처분기술 

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49,420백만원

 - (원자력원천) 원자력분야 핵심 원천기술, 기술선점 효과가 큰 기반기술 확보 7,106백만원

■ 문제점

 - 파이로 프로세싱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선진국들도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가 성공하더라도 소듐고속로 이외 기존핵발전소에 적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신규원전인 소듐고속로를 추가 건설해야하는 상황

 - 결과적으로 경제성도 입증되지 않았고, 성공하더라도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논리에 불과 

 -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를 연구에 사용하기 때문에 원전부지에서 대전 연구소로 위험한 손상 

및 사용후핵연료를 이동해야 함

 - 대전 시민들과 국민들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관련 소통절차가 부재

 - 따라서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사용후핵연료 연구과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때 

까지 잠정 중단해야 할 것

 - 오히려 원전 중대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기술개발, 대피 시뮬레이

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 개발 등의 연구 사업이 필요함. 

■ 의견 : 부분삭감 82,420백만원

 - (미래형원자로) 33,000백만원

 - (핵연료주기) 49,4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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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관련 사업 삭감해야 #3

5-10.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원자력기금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1434-402)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18,596 14,571 14,571 8,981 8,441 △6,130 △42.1

ㅇ 사업내용

 - 원자력 R&D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시설구축, 전략적 기초기술육성, 원자력인력양성 등 연구기반

의 확충

■ 문제점

 - 파이로 프로세싱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선진국들도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가 성공하더라도 소듐고속로 이외 기존핵발전소에 적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신규원전인 소듐고속로를 추가 건설해야하는 상황

 - 결과적으로 경제성도 입증되지 않았고, 성공하더라도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논리에 불과 

 -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를 연구에 사용하기 때문에 원전부지에서 대전 연구소로 위험한 손상 

및 사용후핵연료를 이동해야 함

 - 대전 시민들과 국민들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관련 소통절차가 부재

 - 따라서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사용후핵연료 연구과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때 

까지 잠정 중단해야 할 것

 - 오히려 원전 중대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기술개발, 대피 시뮬레이

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 개발 등의 연구 사업이 필요함. 

■ 의견 : 부분삭감

 - 소듐냉각 고속로(SFR) 개발 및 한미 공동 파이로기술 타당성 검증과 관련한 연구 용역비 

및 연구시설 구축비 전액 삭감(과기부 예산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연구 과제명 및 비용 미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