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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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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국토 환경 보전은 누가 응원하는가? :

국토환경관리 (1831-302) 증액 2,460  416

2. 생태계를 ‘잘’ 복원한다는 것의 의미 :
생태계 훼손지 복원 (1832-304) 증액 15,000  1,500

3. 도시 생태계와 백두대간의 연결고리 :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1832-308) 증액 21,178  9,180

4.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확대 필요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1633-301)

증액 565,561  513,326

5. 하루 1000만명 이용 시민을 위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예산 유지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205-306)

증액 31,438  30,108

6.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전기버스 보급 예산 확대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1633-301)

증액 1,119,584  80,000

7. ‘그레이 수소’의 함정,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효과 떨어지는 수소차 보급 정책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1633-306)

감액 440,083 △337,500

8. 온실가스 감축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시급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1710-301)

증액 14,555  2,845

9.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해 영세사업장 지원확대 필요해 :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2205-305) 증액 14,013 5,299

10.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 증액 필요 :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 (1433-302) 증액 520 839

11. 하천 연속성 회복, 지금은 속도를 내야 할 때 :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1133-326) 증액 11,500 11,500

12. 제대로 된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큰 지원을 해야 :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1133-323) 증액 9,577  5,326

13. 영주댐의 수질개선, 댐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1133-306) 삭감 30,923 △ 23,933

14. 한국 물기술 인증원, 재정 자립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2038-326) 삭감 3,953 △ 553

15. 박근혜 적폐 사업, 물산업클러스터 깨진 독에 세금 붓기 :
물산업클러스터 운영(2038-321),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2038-319),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2038-327)

삭감 36,225 △ 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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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스마트 지방상수도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2031-326) 삭감 452,555 △ 180,925

17.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2031-329) 

삭감 2,000 △ 2,000

합계 2,771,125 660,339 55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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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환경 보전은 누가 응원하는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과

 / 환경개선특별회계 / 국토환경관리 (1831-302)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국토환경관리 2,479 2,115 2,115 2,876 2,460

 - 사업내용: 환경영향평가 운용기반 강화 및 관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비중 낮음. 환경부의 직접 관리 비중 증가 필요함
 - 현장 조사가 부족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제한될뿐더러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됨. 현장 조사 횟수 증가 

필요함
 - 또한 전문가 자문수당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의 요구 증대에 비해 환경부의 제도 장악력 부족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지자체 단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가 계획되

어 있지만 아직까지 지자체 단위에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례가 완료된 지역이 없음. 따라서 환
경부에서 사후 연구보다는 사전 지침 작성을 추진해야함. 또한 이는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1832-308)”에 더 적합한 사업임.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적용이 미흡함.

■ 의견 : 4억 1,600만 원 증액, 환경부 요구안 전액 수용.

 - 국토환경관리 사업 요구안 전액 반영하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직접 관리비중 증대 필요
 - 환경영향평가의 현장조사 항목 예산 증가로 현장 반영률 증대
 - 환경부의 제도 장악력이 요구되며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연구를 적용 단계로 확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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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잘’ 복원한다는 것의 의미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실 자연공원과 / 
환경개선특별회계 / 생태계 훼손지 복원 (1832-304)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생태계훼손지복원 10,057 14,490 14,490 16,500 15,000

 - 사업내용: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줌으로써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함.

■ 문제점

- 현재 생태계훼손지복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으로 편성이 되어, 개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훼손된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 납부한 기금에서 동일 사업자가 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급해주
는 방식임. 사업자는 개발 이익 및 환급 이익까지 환수하게 됨

- 생태계훼손지복원은 동일 조건으로의 복원, 또는 대체부지 조성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경관 사업(ie. 데
크사업)도 받아들여지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2021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역으로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수 완료한 
부지에 대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금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국공유지 해
제를 공고하면서 그 이유를 “훼손된 부지이므로 도시생태계서비스에 기여하지 않음”이라고 언급함. 즉, 
국토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대치되는 상황임

■ 의견 : 15억 원 증액, 환경부 요구안 전액 수용.

 - 정부안 원안을 수용하되, 증액 금액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활용
하여 도시 생태축 복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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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태계와 백두대간의 연결고리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연생태정책과 /
환경개선특별회계 /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1832-308)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11,381 12,603 12,603 30,358 21,178

 - 사업내용: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 DMZ 일원 생태계 보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도시소생태계 구
축,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을 통한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함.

■ 문제점

 -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 DMZ 일원 생태계 보전 관련해서 실제 보전 및 복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보다 
교육 및 홍보에 편성된 예산의 비율이 과다함.

 - 탐방로 조성은 사람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생태축 복원과는 거리가 있음. 즉 국가생태탐방로
는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이유 없음.

 - 예산의 비목별 분류를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와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비율이 90%에 육박하여, 환경부가 
생태복원 철학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관광 및 개발 사업을 지원해주는데 그칠 우려가 매우 
높음.

 - 도시 내 유휴·방치된 공간에 소생태계(비오톱) 조성을 위해서는 지표면의 도시 녹화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옥상 등 고층에서 사업이 시행 될 경우 시민 및 동식물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음. 

 -반면 ‘시’이상의 지자체는 2021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 의무화해야하나, 1억의 예산으로는 전국 
75개의 ‘시’ 단위 지자체 데이터 검토를 완료할 수 없음. 

■ 의견 :  91억 8,000만 원 증액, 요구안 전액 수용

 - 전액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에 투입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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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확대 필요

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1633-301)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175,039  291,744  286,544  1,078,887  565,561

사업목적·내용 :  
- (사업장총량관리시스템 운영) 대기관리권역 내 대량배출사업장*이 적용대상인 사업장 총량제 운영을 위

한 전산시스템 운영, 인건비, 여비 등 사업추진비
- (굴뚝원격관제센터 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도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굴뚝TMS 부착대상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방지시설을 교체(개선)이 어려운 중소 사

업장의 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 일부 지원 사업
- (IoT 활용 소규모 사업장(4∼5종) 굴뚝 원격감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

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 감시
-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사업)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에 따라 시멘트 등 업계의 방지기술 한계,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 정부⋅업계⋅전문가가 협업하여 배출시설별 개선방안을 마련 및 융자 지원
- (첨단감시장비 운영 사업) 이동측정차량, 분광학 측정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배출원 점검

을 위해 필요한 장비 지원 및 운영 등
-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 분광학적 측정기법을 활용 원격에서 오염물질 배출원 탐색 및 배출농도․배출

량 산출 등 종래 오염도 검사의 시간적 제약 등을 극복한 효율적 사업장 관리 추진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산업단지 등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의 상시 

감시를 위해 지역 특화 민간점검단 운영
- (미세먼지 등 인벤토리 구축)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벤토리 작성 및 배출계수 개발 등을 

위한 연구
- (대기관리권역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의 이행

실적 평가, 데이터 정보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15~‘18 구축) 유지보수
- (연구사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일반경비) 굴뚝TMS 통계관리 전문위원 등 인건비, 현장조사 여비 등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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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 1위로 그 비중이 40%에 육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의 대부분은 도로오염원 저감에 집중되어있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가 매년 반
복되고 있음.

-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운영 :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에 포함되는 사업장 수도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을 위한 예산은 작년에 비해 45.4% 감액되어 촘촘한 관
리 감독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됨. 또한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총량관리제도는 지속적
으로 확대되어야 함으로 충분한 운영 예산 확보가 필요함.

-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 :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수는 많아졌
으나,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은 27% 감액되어 적절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됨.

- 첨단감시장비 운영사업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감시를 위한 첨단감시장비 보급, 운영을 위한 사
업.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약 6만 개에 이르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를 고려하
였을 때 현재 책정된 장비와 인력, 예산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함. 

- 연구용역 : 도서지역의 미등록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문제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함 .

■ 의견 :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 수준(1,078,887백만원)으로 증액 필요 

-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 수준(1,078,887백만원)으로 증액함.
-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촘촘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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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만명 이용 시민을 위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예산 유지

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205-306)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85,013   61,546   61,546   39,907  31,438

사업목적·내용 : 일평균 천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국고보조사
업 추진

- (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역사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환기설비 교체(공조기, 필터시스템 등) 
등 개선, 자동측정망 및 데이터표출장치 설치, 공기정화설비 설치사업 등

- (터널 미세먼지 저감 사업)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 개선 및 살수배관 설치 등
- (차량 미세먼지 저감 사업)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터널구간을 다니는 지하철 객차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내 공기정화설비 설치
- (지하역사 국고보조사업별 효과 분석 연구)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사업별 효과분석 연구

를 통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 문제점

- 지하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하루 평균 1,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때문에 시
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하철 이용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필요.

-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반 대기의 4~6배, 승강장의 3~4배 보다 높은 수준임. 터널 내 미세
먼지는 문 개폐 시 승강장으로 유입되어 오염도를 높이는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임. 하
지만 이에 비해 터널 미세먼지 저감 항목의 예산은 높지 않아 증액이 필요.

- 또한 지하역사 미세먼지는 열차 바퀴와 선로 사이의 마찰 및 마모 등으로 발생한 중금속의 농도가 실
외보다 높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함. (2020년 9월, 감사원)

■ 의견 : 2020년 수준(615억 4,600만 원)으로 예산 확대 필요

-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주오염원인 ’터널 미세먼지 저감‘ 항목 예산 확대 필요.
- 2020년 9월 감사원이 권고한 조치사항대로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중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확인

을 위한 위해성 평가 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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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전기버스 보급 예산 확대

환경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1633-301)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632,976 800,180 910,680 1,165,977 1,119,584

사업목적·내용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전기자동차의 구매 비용 중 일부

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용 충전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거나, 구축 비

용 중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 (충전시설 관리 등 운영비) 전기자동차 보급 공용충전기 운영을 위해 필요 사업비 (환경부 구축 충전기 

관리, 전기자동차·충전기 정보 제공 누리집 운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적정성 평가 등)

■ 문제점

-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로이동원 미세먼지 주원인은 경유차로, 특히 배
출가스 5등급의 대형 경유차가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 

- 전국 시내버스 중 약 20%가 경유버스이며, 시외버스는 98.86%, 고속버스는 100%가 경유버스로 운영
됨. (2019년 10월 기준)

- 반면 전국 시내버스 중 전기버스 비중은 약 2%에 불과하며, 특히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중 전기버스는 
단 한 대도 없음. (2019년 10월 기준)

-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중 하나로서 일반 승용차보다 월등히 많은 이동량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한 많음. 전기버스로의 전환 시급.

■ 의견 : 전기버스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전기자동차 보급’ 항목 중 전기버스 지원 대상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 : 1,023,000백만원
- 전기승용차 525,000백만원 = 75,000대 × 7백만원(정액)
- 전기화물차 400,000백만원 = 25,000대 × 16백만원(정액)
- 전기버스 80,000백만원 = 1,000대 × 80백만원(정액)
- 전기이륜차 18,000백만원 = 20,000대 × 1.6백만원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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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 수소’의 함정,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효과 떨어지는 

수소차 보급 정책

환경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1633-306)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 218,958 349,458 317,658 440,083 440,083

사업목적·내용 :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소 설치비 지원

■ 문제점

- 수소연료전지차는 전기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기
를 많이 소모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순이 발생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7%에도 
못 미치는 국내 상황(2019년 기준)에서는 적절하지 않음. 

- 지금과 같이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수소를 수소차의 주 연료로 사용한다면 휘발유차와의 탄소배출량 차
이는 16%에 불과함.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 수소차는 자동차 한 대당 전기차 구매 보조금보다 2배 이상 예산이 더 투입되어 ‘친환경차 보급’, ‘대기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면에서도 전기차보다 실효성이 낮음 (수소차 지원 보조금 : 2,250만원 / 전기차 
지원 보조금 : 700만원) 

-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수소차가 아닌 전기차를 늘리는 것이 효율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 보급을 위한 예산 책정의 이유는 정부의 ‘현대자동차’ 밀어주기 정책으로 의심됨. (국
내 수소차 시판 기업은 현대자동차 단 한 곳뿐) 

■ 의견 : 수소 승용차 지원금 전액 삭감, 대형 경유차 전환을 위한 항목에 지

원

- 수소 승용차 10,1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

수소차 보급 : 365,500백만원 ← (’20 추경) 239,250백만원
- (승용) 15,000대 × 22.5백만원 = 337,500백만원 ← (‘20 추경) 10,100대, 227,250백만원
- (버스) 180대× 150백만원 = 27,000백만원 ← (‘20 추경) 80대, 12,000백만원
- (트럭) 5대 × 200백만원 = 1,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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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시급

환경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1710-301)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4,657 6,580 16,580 17,400 14,555

사업목적·내용 :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추진) 환경기초시설 內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 시설 등)

의 설치를 지원
･ 국가 온실가스 감축대책 중 환경부가 소관하는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그간 주민혐오시설로 인식되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모델을 발굴하고, 환경교육의 장으로

도 활용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기술 등 지원) 시설설치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시행

■ 문제점

-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 태양광, 풍력 발전 비
중은 약 2.5% 불과해(2019년 기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 주민 민원,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태양광, 풍력 설치 입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사업과 같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 하지만 이에 대한 ‘21년 지원 예상 대상은 단 25개소에 
불과해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함.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성에 맞게 지속적인 사업 예산 확대 필요.

■ 의견 : 부처 요구안 수준(174억 원)으로 증액

- 부처 요구안 수준(174억 원)으로 증액.
- 환경기초시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소유의 유휴부지에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 필요.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추진 10,005백만원
※ 10,005백만원 ≒ 25개소×800백만원×보조율 50%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기술 등 지원 50백만원
※ 탄소중립프로그램 발전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0백만원
- 공공부문 2050 Net-Zero모델 발굴 지원 300백만원
※ 공공부문 Net-Zero 시범사업 1개소 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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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위해 영세사업장 지원확대 필요해

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2205-305)

문의 : 생활환경국 (02-735-7069)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 6,745 10,061 10,027 19,312 14,013

- 사업내용: 화학물질 취급시설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중소영세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요소 정밀진
단, 기술지원을 통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신속대응시설 운영 등.

■ 문제점

-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의 총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39억원 가량 증액되었으나,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지원비용은 4,447백만원으로 20년도 예산안(6,503백만원)에 비해 2,056백만원 
가량 감액되었으며, 이는 19년 예산(4,023백만원)수준으로 회기한 것임.
- 더욱이 화학사고 대응기관(화학물질안전원,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의 운영비는 큰 변동이 없지만, 중
소영세기업 지원예산은 전반적으로 축소된 측면이 있음.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이행지원사업비(550백만
원)는 20년도예산안(650백만원) 대비 100백만원 감소했고, 중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지원 사업비(4,447백
만원)는 20년도예산안(6,503백만원) 대비 2,056백만원 감액됨.
-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20년도 2,956백만원에서 21년도 2,100백
만원으로 856백만원이 감소했으며, 노후산단 및 취약시설 가스시설‧전기설비 안전진단은 20년도 600백
만원에서 500백만원으로 100백만원 가량 줄었음. 장외영향평가서와 유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도 2,394백
만원에서 1,294백만원으로 1,100백만원이 감액됨. 올해 3월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2가지 
평가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로 통합(21년 3월말 시행)한 것이 지원액을 삭감한 이유가 아닌지 의
심됨. 화학물질관리법의 강화로 화학사고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화학안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후설비를 운영중인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확대는 필수
불가결함.

■ 의견 : 193억 원으로 증액, 요구안 반영.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이행지원과 중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지원 사업비 중심으로 확대해야.

성과지표(건)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영세사업장
화학안전역량강
화지원건수

목표 신규 신규 1,380 2,100 2,150

실적 신규 신규 1,415
1,084
(20.6)

달성도 신규 신규 102.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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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 증액 필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환경개선특별회계/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 (1433-302)

문의 : 생활환경국 (02-735-7069)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운영
303 432 432 1,359 520

- 사업내용: 

■ 문제점

 - 유해폐기물 공공처리장은 안정적 처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임.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유해폐기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함. 지정폐기물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안전한 관리와 처리가 매우 중요
함. 따라서 공공처리장의 유지·관리 비용 면에서의 증액은 필수적임. 이와 함께 예비비를 편성하여 예
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난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폐기물의 공공처리는 매우 중요함. 또한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선 그 배출 및 처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공공처
리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공공처리장의 증설 및 운영의 질 상승에 있어 예산 증액이 필수적임.

■ 의견 : 4억 1,600만 원 증액, 요구안 전액 수용.

 - 예산을 기존 요구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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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연속성 회복, 지금은 속도를 내야 할 때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환경개선특별회계 /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1133-326)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 - - 11,500 11,500

 - 사업내용 : 하천 내 횡단 구조물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생태계 훼손의 원인 대한 조사평가를 통
한 사업 기초자료 확보,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통한 수질개선, 수생생물 이동통로 확보, 흐름 
회복 등을 위해 용도 상실 후 방치된 횡단구조물 개선 및 철거 

■ 문제점

 - 이번에 신규 편성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예산은 하천의 연결성 개선을 통한 자연성 
회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발표했으며, 생물다양성 역시 
그린뉴딜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예산의 신규 편성은 적절. 

 - 하지만 예산 편성의 규모는 다소 미흡함. 
 - 보와 댐을 비롯한 하천 구조물은 하천의 연결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임. 자연스러운 하천의 흐

름을 가로막아 수생물의 이동을 방해하고, 수질오염을 유발.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의 보는 33,779개로, 
지류ㆍ지천의 길이 대비 횡단구조물 수는 km당 약 1.2개임. 이는 다른 EU의 주요 국가(독일, 0.5개
/km)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치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내용은 금액의 수준과 계획의 목표가 수생태계 회복
이라는 목표에 많이 미치지 못함. 데이터 상 용도 상실, 파손 등의 이유로 폐기 처리되어있는 보의 숫
자만 약 3,800개에 달하는데, 2021년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의 산출근거로 제시된 횡단구조
물 25개소의 철거임. 지금과 같은 계획으로는 방치된 보를 철거하는 데만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림.

 - 한국은 CBD(생물다양성 협약) 협약국 중 최초의 ‘생물다양성 10년’ 선포국이었음. 선포 후 10년이 지
난 2020년은 UN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의 선포가 마무리되는 해임. 내년 예산은 생태적 관점을 담
은 그린뉴딜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의견 : 230억 원으로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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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큰 지원을 해야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환경개선특별회계 /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1133-323)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국가ㆍ유역 
물관리 체계 구축

- 6,585 6,537 14,903 9,577

 - 사업내용: 유역 내 물 관련 법정 최고 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통합물관리 체계의 조기 
안정을 위한 연구용역

■ 문제점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임.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각 유역을 대표
하는 4개의 유역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및 산하 계획ㆍ물분쟁조정ㆍ정책의 3개 분과위원회와 실무를 
지원하는 환경부 산하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으로 구성되어있음.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물 관련 정책과 계획을 담당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각종 물관련 현안을 
활발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음. 기존의 물관
리가 수질과 수량을 별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진해왔다면, 국가 전반과 유역별 물관리의 원칙을 세
우는 것이야 말로 현 정부의 통합물관리 국정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요
구안 조정은 부적절. 

■ 의견 : 149억 원으로 증액, 요구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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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의 수질 개선, 

댐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환경부 수질관리과 / 환경개선특별회계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1133-306)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19,724
(12,657*)

33,559
(25,232*)

33,559
(25,232*)

32,991 30,923

기능별 예산안 내역

2019 2020(’20.6월말)
2021

예산안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본예산 추경

상수원 상류유역 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

- - - - - 3,550 3,550 3,550 3,550 - - 6,990

 - 사업내용 : ▲상류유역 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 영주댐을 포함한 내성천, 대청댐 등지의 상수원 상
류유역에 대하여 오염저감기법 도입 및 거버넌스 운영, 수질모니터링을 위해 69억 원의 예산을 요청. 

■ 문제점

 - 영주댐은 4대강사업 당시 낙동강에 8개 보의 건설에 따라 우려된 남조류 번성에 따른 대안으로 착안된 
댐임.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영주에 위치한 영주댐의 수량을 통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
으로 2016년 완공됨. 하지만 댐 유역내 농경지 비율이 타 댐 대비 월등히 높은데다 댐 규모에 비해 유
역면적이 상대적으로 커 총인 배출 부하량이 높은 토지계, 축산계가 많은 비율로 차지함. 

 - 준공 뒤 1년 동안 총저수율의 16%를 시험 담수하다가 지난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함. 수문 개방 전까
지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와 하류 내성천의 생태계 파괴 등 악영향이 나타나 환경단체와 주민의 비판
이 이어짐. 수질이 개선되더라도 영주댐의 수량은 낙동강 본류에 비해 매우 적어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움. 

 - 영주댐은 애초 용도로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설임. 당장의 상류 수질 개선에 예산을 소요
할 것이 아니라 수생태계 보전, 강의 원형 가치, 낙동강 전 유역 자연성 회복이라는 연속성 차원으로 
영주댐에 대한 원칙을 정립해야 함. 

 - 영주댐은 올해 8월 조류 제거제의 일종인 ‘루미라이트’ 살포 논란이 일기도 했을 만큼 댐으로 인한 수
질악화 문제가 지속하여 일어나고 있음. 이번 예산안의 계획과 같이 오염저감기법과 거버넌스 운영 등
은 수질악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지속되는 문제를 막는 임시방편에 불과함. 영주댐 유역
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영주댐을 제대로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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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69.9억 원 삭감

 - 영주댐 담수 및 상수원 상류유역 오염저감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69.9억 원) 삭감
 - 영주댐에 대한 철저한 평가, 댐 처리방안,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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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기술인증원, 재정 자립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물산업협력과 / 환경개선특별회계 /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2038-326)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1,473 3,414 3,388 3,953 3,953

 - 사업내용: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사업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물
기술인증원을 설립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문제점

 -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
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내에 위치함. 

 -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예산의 사업지원형태는 출연임. 출연금은 보조금이나 일반용역비 등과 비교해서 
집행에 있어 자율성이 높고, 집행관리 등도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법률에 의한 명시적인 근거를 요하며, 
｢국가재정법｣1) 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기술인증
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출연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물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인
증원 역시 인증에 대한 수입 목표를 마련하고, 이 금액을 공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환경
부는 한국물인증기술원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업무 뿐 아니라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품질검사 
업무 등 타 기관에서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인증업무에 따른 각각의 수
입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의견 : 34억 원으로 삭감. 

 - 국가 재정의 출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해야함. 따라서 예산 인상은 
적절하지 않고, 2020년 수준으로 유지. 

1)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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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적폐 사업, 물산업클러스터 깨진 독에 세금 붓기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 환경개선특별회계 / 물산업클러스터 운영(2038-321)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2038-319)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환경개선특별회계 /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2038-327)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8,219 18,040 18,040 26,379 22,912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 1,600 1,600 7,664 7,283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 4,072 4,072 6,772 6,030

총계 8,219 23,712 23,712 40,815 36,225

 - 사업내용 :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완료에 따른 시설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사업 수행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 종합 유체성능시험시설 구축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 
물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및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범사업 지원

■ 문제점

 - 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은 물산업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입지함.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에만 사업비 2,409억 원을 사용한데 
이어 2018년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통과와 함께 묶어 통과된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에서 물산업
클러스터에 집중적으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가 만들어짐.

 - 물산업클러스터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없이 추진됨. 국내 물 기업이 18000개에 이르지만, 
기업의 입지 목표를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물산업 발전에 기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대규모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개별 입주기업 지원보다는 테스트베드 중심의 열린 플
랫폼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기존 추진 실적과 목표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음. 

■ 의견 : 237억 원으로 삭감

 - 목표와 실적에 대한 평가없이 일방적인 예산 지원은 부적절. 2020년 수준으로 예산 책정하고, 추후 평
가를 통해서 예산 지원방식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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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지방상수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환경개선특별회계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2031-326)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 381,592 271,630 481,349 452,555

기능별 예산안 내역

2019 2020(’20.6월말)
2021

예산안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본예산 추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 - - - - 339,968 - 230,006
48,097
(26,661)

- - 390,545

 - 사업내용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예산 가운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항목은 수질기준 이내
의 정수처리와 함께 공급과정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관세척 등 수도관망의 적정 운영
관리를 내용으로 함. 

■ 문제점

 - 스마트 관망관리는 상수도 관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난 적수나 유충사태는 첨단기수루족이라
기보다는 전문인력 부족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큼. 상수도 관리의 우선순위를 적절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지방상수도 예산이 2020년에 대규모로 신규 편성된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출 비중이 조정된 
결과인데, 대규모 예산을 손쉽게 배정하다보니 집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음. 2020년 감추경된 이유
도 파악 필요. 당장의 시급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면 예산 집행을 대규모로 쏟아붓기보다 속도를 조적하
고, 관련 계획의 타당성이나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로부터 비롯된 세금인 만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에 적합한 사업
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 의견 : 2,716억 원으로 삭감. 

 - 2020년 수준으로 편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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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 환경개선특별회계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2031-329)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인프라 구축사업

- - - 2,000 2,000

 - 사업내용 :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이행을 위해 수질개선사업 및 낙동강 상ㆍ하류 지역 취수원 
다변화(광역 상수도 건설)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물이용체계 개선 추진

■ 문제점

 -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8개의 보로 인해 심각한 녹조 현상을 겪고 있으며, 2018년 폭염당시에
는 덕산정수장에서 정수가 중단될 위기까지 처했음. 금강과 영산강의 보 수문 개방과 낙동강 하구둑 개
방 실험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강이 흐르면 수질과 수생태계는 대폭 개선될 수 있음. 

 - 하지만, 낙동강 보 수문개방이 사실상 추진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연구용
역을 추진하는 것은 본류 수질개선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단체가 반대하
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강행하고 있음. 

 - 취수원 이전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님. 무리 없이 추진된다 해도 대규모 예산과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 또한, 새로운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취수원을 다변화한다고 해
도 결국 충분한 수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본류의 보 개방과 수질 개선이 불가피함. 취수원 다변화 
연구용역은 낙동강 유역의 걷잡을 수 없는 갈등만을 야기할 것. 

■ 의견 : 전액삭감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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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기금에 동일 사업이 있으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자력기금으로 이관 필요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필요하지도 않은 석탄을 구입하는 예산
   석탄비축자산구입비 (5436-301) 감액 2,273 △2,273

2. 밑 빠진 석탄공사에 물 붓지 말아야
   대한석탄공사출자 (5436-302) 감액 28,469 △28,469

3. 온실가스 줄이겠다면서 화석연료 시추 사업에 예산 3.5배 증액
   유전개발사업출자 (5444-301) 감액 46,578  △38,310

4.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지원 멈춰야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5447-301) 감액 34,929 △33,113

5.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수소’ 전환 기술 필요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에특)(R&D) (5701-307) 증액 5,834 1,943

6. 안전하고 보편적인 전기 사용을 위한 예산 확대해야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5145-303) 증액 1,620 3,132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업에 과감한 예산 확대 필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5202-303) 증액 313,340 34,228

8.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사업에 예산 적극 증액해야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5203-341) 증액 6,000 35,650

9. 화석연료 연명이 아니라 일몰에 예산 투입할 때
   무연탄발전지원 (5436-304) 감액 12,960 △12,960

10. 핵융합실험 사업비는 국민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아닌 원자력기금에서 지출해야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5806-310) 조정2)

합계 452,003 74,953 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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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도 않은 석탄을 구입하는 예산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석탄비축자산구입비 (5436-301)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659 2,659 2,659 13,760 2,273

- 사업목적·내용 : 최근 국산 무연탄 수요 급감으로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탄광지역의 경제 침체가 우려되
어, 정책 수요인 비축을 통해 수급 불균형 완화 도모

■ 문제점

- 기후위기 가속화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및 화석연료 산업의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석탄 수요는 향후로도 감소세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수요로 이를 
충당해주는 방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더구나 무연탄의 경우 향후로도 수요처를 추가로 확보하기 난망한 상황이라 무턱대고 비축분을 형성하
면, 관리비용의 지속적 지출만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미 지난 몇 년간 ‘석탄비
축자산구입비’보다 ‘석탄비축자산관리비’ 지출이 더 많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건전치 못한 상황이 지속되
고 있음.

■ 의견 : 전액 삭감 

- 국회의 기후비상 선언 및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등 석탄발전의 퇴조는 더욱 선명하게 가시화되고 있
기에 낮아진 시장 수요를 정책 수요로 메꾸려는 방식은 전면 중단하고 별도의 대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함. 더욱이 21년도 예산에서 이미 폐광대책지원비 예산이 증액되는 등 별도 사업에서 탄광 지역 경기침
체에 대한 대책 예산이 확대 책정되었으므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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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석탄공사에 물 붓지 말아야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대한석탄공사출자 (5436-302)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대한석탄공사출자 27,056 31,632 31,632 34,161 28,469

- 사업목적·내용 : (대한석탄공사출자) 손실누증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석탄공사
에 출자 지원하여 기존 및 신규발생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부채 증가를 완화하여 중장기 
재정부담을 완화 

■ 문제점

- 석탄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적자 경영 장기화는 이미 심각한 문제로 2020 국감을 비롯해 정치권과 시
민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 외부자금조달 총액을 보면 최근 3년간 부채가 1,000억씩 증가하
고 있음에도 별도의 대책 없이 이를 출자금으로 메워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세계적 탈석탄 기조와 석탄공사의 훗고르 광산 사업 실패와 같은 최근 경영 실적 등은 앞으로도 석탄공
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더 이상의 부채 경감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
는 상황임.

■ 의견 : 전액 삭감 및 석탄 공사 지원 방안 별도 재고

- 재무구조 개선의 여지가 희박한 석탄공사에 부채 경감을 위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 하
지 않음. 이미 2016년에 공사로서의 존폐까지 거론되었던 데다 향후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화석연료 
산업의 퇴출 경향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공사의 안정적 해체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예산 역
시 밑 빠진 독 같은 석탄 공사의 부채 탕감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 전환 및 폐업 대책 등을 준
비하는 목적으로 전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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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겠다면서 화석연료 시추 사업에 예산 3.5배 증액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유전개발사업출자 (5444-301)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유전개발사업출자 13,672 13,483 13,483 75,075 46,578

- 사업목적·내용 : 우리나라의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석유공사의 해외유
전개발사업 및 생산광구 운영 지원

■ 문제점

-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은 국내 대륙붕 유망구조 탐사 및 민간기업 동반진출 UAE 사업의 매장량 증대 
위한 투자 사업으로 천연가스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시추하기 위한 사업임.

- 유전개발 사업은 천연가스나 석유 등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시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업임.

- 기후위기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도 최근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하고 대통령 또한 그
린뉴딜과 함께 2050 온실가스 넷제로 선언을 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
음.

-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유전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도의적으
로도 옳지 않음. 하지만 본 사업에 대한 2021년 예산이 2020년보다 무려 3.5배나 높게 책정되어 있음.

■ 의견 : 국내대륙붕 유망구조 탐사 위한 투자비 383억 1,000만 원 삭감

- 국내대륙붕 유망구조 탐사를 위한 투자비 383억 1,000만 원 삭감 
- 해외유전개발 투자비 또한 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가고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위해 화석연료

에 대한 사업 전반을 축소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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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악화시키는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지원 멈춰야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5447-301)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8,420 36,919 36,919 53,765 34,929

사업목적·내용 : 
- (국내외유전개발) 해외(국내대륙붕 포함) 석유․가스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기업을 대

상으로 투자액의 30% 이내에서 융자 지원
- (해외 광물자원개발) 해외 광물자원(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 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30% 이내에서 융자 지원  

■ 문제점

-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은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시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유전개발 사업은 천연가스나 석유 등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시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업임.

- 기후위기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도 최근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하고 대통령 또한 그
린뉴딜과 함께 2050 온실가스 넷제로 선언을 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
음.

-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유전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음.

■ 의견 : 국내외유전개발 예산 331억 1,300만 원 삭감

-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 융자 예산을 제외한 국내외유전개발 사업 융자 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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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수소’ 전환 기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에특)(R&D) (5701-307)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
5,410 6,635 6,635 7,777 5,834

- 사업목적·내용 : 
- 재생에너지 전력의 부하 안정성 확보 및 미유용 전력의 활용을 위해 전기에너지를 가스에너지(수소, 

메탄)로 전환, 이를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 가스 및 연료화 전환 핵심기술개발, 그리드 연계 실증기술개발 
-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경우 재생 전력의 수급 불안정으로 발생될 전력품질(주파수 등) 교란 가능

성에 대비하여 전력품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 (가스 및 연료화 전환 핵심기술개발) 수소·메탄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및 모듈화, 가스 및 전력망 연계 

에너지 믹스 최적화 기술개발

■ 문제점

- 정부가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은 현재 초점이 제철소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에서 발생하거나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기를 통해 만든 ‘그레이 수소’를 활용한 산업으로, 온실
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앞으로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재생에너지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며 이러한 상황이 도달했을 때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그린수소’로 전환
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해당 R&D사업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

■ 의견 : 산자부 요구안 수준(77억 7,700만 원)으로 예산 증액

- 부처의 요구안 수준(77억 7,7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며 해당 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지
속적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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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보편적인 전기 사용을 위한 예산 확대해야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기반기금 /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5145-303)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5,600 4,752 4,752 4,230 1,620

- 사업목적·내용 :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은 설치 후 15년 경과, 세대당 3kw 미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의 노후된 변압기를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문제점

-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은 2018년 7~8월 하절기 폭염 시 아파트 구내정전 건수가 136% 증가함에 
따라,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하여 2019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확대되었음.

- 매년 하절기 폭염 시기에 노후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서의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그러나 2019년 사업 1회 시행 이후 예산을 대폭 삭감함. 2021년 계획안 산출 근거로,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대상 아파트 단지를 약 200여개로 산정함. 
- 그러나 2019년 264개, 2020년 187개의 사업수요를 감안 했을 때 평균 수요를 200개 단지로 잡는 것은 

과소한 추정치임.

- 특히, 1991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당시 건축설계기준에 따라 저용량 전력공급시설(가구별 
1~1.2KW)이 적용됨. 이는 여름철 소비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의 이용이 많아지면 노후 변압기에서의 사고 
발생이 높아짐을 의미함.

- 노후 변압기 교체 사업은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한 기금 사업임. 전력기반기금은 전 국민 전기 요금의 
3.7%를 부과하여 모이는 기금인 만큼, 사용처의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함.

-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기반기금은 제 34조 1항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9조인 ‘법 제 
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이는 전 국민이 안전하고 보편적인 전기 
사용을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노후 아파트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단지들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당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야 
함.

□ ‘21년 노후변압기교체지원 : 1,620백만원
ㅇ 약 200개* 아파트 단지 × 27백만원(아파트 단지당 교체 단가) × 30%
*‘19년(264개), ’20년(187개) 사업수요 감안시, 매년 평균 수요를 200개 단지로 예상가능



환경운동연합 2021 예산안 평가·의견서  34

■ 의견 : 전년 수준으로 증액

- 2020년 예산 수준인 47억 520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함.
- 아파트 단지 수요 예상치를 늘리고, 공동 주택으로까지의 확대가 필요함.
- 전국 단위의 사업 실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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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업에 과감한 예산 확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기반기금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5202-303)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74,870 292,600 347,568 313,340 313,340

- 사업목적·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
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문제점

- 정부는 지난 7월 15일,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여기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42.7GW까지 확충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탈
석탄과 재생에너지확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음. 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보급량 확산
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통해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사업 경제 활성화, 국민 인식 
제고 등의 측면에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임.

■ 의견 : 예산의 전반적 증액 필요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며, 작년 추경액 이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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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사업에 예산 적극 증액해야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기반기금 /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5203-341)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 - - 41,650 6,000

- 사업목적·내용 : 송·배전망에 이미 접속된 재생에너지 발전기(육지 500kW, 제주 100kW 이상)에 
‘21~‘25년까지 정보제공장치를 구축하여 발전기의 실시간 모니터링, 예측, 평가 및 제어를 통해 신재생
발전사업자 · 계통운영 · 송배전관리 주체간 정보공유로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

■ 문제점

- 신재생에너지의 계통 불안정성 및 간헐성이 있으므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이러한 에너지 변
동성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시장의 경우, 간헐성에 기반한 전력 수급 안정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발전 사
업자들에 대한 컷테일(cut-tail)이 가시화 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분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반 시스템의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의견 : 산자부 요구안 수준(416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필요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임을 고려할 때, 현재 조정액보다 매우 크게 증액되어야 함
- 기존의 요구안 수준(416 5,000만 원)으로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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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연명이 아니라 일몰에 예산 투입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기반기금 / 무연탄발전지원 (5436-304)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무연탄발전지원 9,470 15,072 15,072 41,750 12,960

- 사업목적·내용 : 국산 무연탄 의무사용 물량을 국내 발전사에 배정하고, 이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을 보
전하여 국내 석탄 수급안정 및 탄광지역 어려움 해소에 도움

■ 문제점

- 미세먼지·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 기조인 탈석탄 흐름에 따라 석탄 발전소 가동률 
제한 및 조기 폐쇄 등 석탄 발전 산업의 퇴조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무연탄 사용을 장려하고, 이 무연탄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발전사에 보전해주려는 정책
은 시대착오적임.

- 석탄 산업의 기반 유지를 위한 탄가 안정화 및 폐광 대책 예산은 ‘광해관리공단출연’ 예산이나 ‘폐광대
책지원비’, ‘석탄비축자산구입비’, ‘석탄비축자산관리비’ 등으로 이미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음. 

■ 의견 : 전액삭감 및 사업 방향 전환

-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석탄 산업의 연명을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산업의 일몰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전
환되어야 함. 즉, 국산 무연탄 발전물량을 무리하게 확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무연탄 생산을 안정
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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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실험 사업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아닌 원자력기금에서 

지출해야

산업통장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 / 전력산업기반기금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5806-310)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연구개발활동비 등 32,046 45,374 45,374 64,400 64,400

■ 문제점

- 전력기반기금이 핵융합사업 기초연구에 투입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기금에 동일 사업이 있으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자력기금으로 이관 

필요.

■ 의견 : 사업 기금의 이관 필요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기금으로 이관 필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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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해제“권장”구역 아니에요. :

개발제한구역관리 (5551-301) 증액 150,024  10,007

2. 누군가의 앞마당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원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5632-301) 증액 32,892

3. 기후위기 시대에 무리한 공항 건설 괜찮나요? : 
제주 제2공항 건설 (3538-304),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3538-302) 삭감 47,330 △ 47,330

6,850 △ 6,850
4. 기후변화·홍수 대응에 스마트 시스템이 능사는 아니다 :

국가하천유지보수(5331-308) 삭감 412,928 △ 90,000

합계 650,024 10,007 14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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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해제“권장”구역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녹색도시과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개발제한구역관리 (5551-301)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개발제한구역관리 147.641 150,731 150,731 160,031 150,024

 - 사업내용: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및 토지 매수를 통해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

■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전 국토의 5.4%인 
5,397.1㎢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신규 지정사례는 없음.

 - 반면 2009년부터 도시용지 공급의 목적으로는 해제의 물꼬를 터준 이래 중소도시권 1,103㎢는 전부 
해제되었음.

 -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법 행위의 증가로 구역 내 훼손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 해제의 빌미가 되고 있음.

 - 현재 편성된 예산을 보면 지자체 자본보조가 토지 매입비의 약 1.5배, 전체 예산의 57%로 개발제한구
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의견 : 100억 700만 원 증액, 요구안 전액 수용

 -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 대응으로 도시의 바람길 역할을 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을 위해 매
입 예산을 공격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음.

개발제한구역 누적 해제 현황

구
분

계(㎢)
수도
권

부산
권

대
구
권

대
전
권

광
주
권

울
산
권

창
원
권

중 소
도 시
권

해
제

1,560 164 184 21 17 40 14 17 1,103



환경운동연합 2021 예산안 평가·의견서  42

누군가의 앞마당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5632-301)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 22,133 22,133 32,892 32,892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공원을 선별하여 지방재정으로 
최대한 조성할 수 있또록 지방채 발행 이자의 최대 70% (서울25%)를 한시적으로 국비지원 

■ 문제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시공원일몰제)는 ’99년 헌법재판소 결정(국민 재산권과 도시계획시
설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모두를 실현하기에 적정한 기간을 규정할 필요) 이후 도입됨(’00.7). 도
시공원은 340㎢ 규모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비율이 51%로 가장 큼.

 - 실효대상 도시공원 대부분이 7, 80년대 지정되었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으로 국토부에서 지방
정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인력 및 비용 지원 없이 방치되

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 사업에 드는 비용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방채 발행 이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임.

 - 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가 51.4% (2019)인 상황에서 사업비 원금에 대한 지원 없이 20년 상환 지방
채 이자의 일부를 단 5년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지방 정부가 적극적인 도시공원 매입에 나서기에 충
분하지 않음.

■ 의견 :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예산 투입 필요

 - 금년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 재정의 악화가 예견되는 바, 2019 당정협의 안보다 
적극적인 공원 조성 예산 수립이 불가피함.

 - 시민들의 이용이 빈번하고 실효 시 이용 제한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우선관리지역의 경우 지방채 이
자의 일부 비율 지원이 아닌 사업비 일부 지원으로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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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에 무리한 공항 건설 괜찮나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신공항기획과 / 교통시설특별회계 / 
제주 제2공항 건설 (3538-304),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3538-302)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제주 제2공항건설 3,864 35,620 3,620 47,330 47,330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287 5,000 1,000 6,850 6,850

 - 사업내용: 제주공항 혼잡 문제 조기 해소 등 제주공항 안전성 확보․국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서귀포
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 2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 설계비 및 감리비

■ 문제점

 - 제주 제2공항은 재정건전성, 수하물 사고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저가 항공사 추가 취항을 이유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임.

 - 제주 제2공항은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음. 또한 2019년 예산소위
에서 주민 동의 등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책임자
들에 대해 문책하기도 함. 이어 2019년 추경 예결위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 조사 시행을 요구받
은 바 있으나 제주도에 책임을 전가할 뿐, 이행하지 않음.

 - 한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제출한 환경부의 보완의견 반영 없이 2025년 개항
을 목표로 국토부 독단으로 진행 중.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합성 논란이 있는 만큼 전면 재조사 및 전
략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실시해야 함. 

 - 또한 공항소음대책 (3632-301)에 따르면 현 제주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 또
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공항 건설은 적합하지 않음.

 - 흑산도 소형공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중에서도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가 위치하여 특별 관리
하고 있는 흑산도에 공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2018년 이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중단된 상
태임.

 - 흑산도는 서해안에서 주요 철새 이동통로이자 중간 휴게소로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
임. 멸종위기야생생물 I, II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을 포함해 법정보호조류 43종이 서식하
고 있으므로 생태계에 치명적인 공항 건설은 적합하지 않음.

■ 의견 :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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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ᆞ홍수 대응에 스마트 시스템이 능사는 아니다

국토부 하천계획과 / 일반회계 / 국가하천유지보수(5331-308)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국가하천유지보수 175,098 180,805 272,432 413,121 412,928

 - 사업내용 : 하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수재해
를 선제적으로 예방,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수문, 통문)의 개폐를 자동ㆍ원격제어하도록 시스템
을 구축하고, 국가하천 3600km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 문제점

 - 2020년 여름의 유례없는 장마로 인해 다수의 폭우 피해가 발생했지만, 수문 자동/원격제어 시스템이 
적절한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기후위기로 인해 가뭄과 홍수에 대한 예보 정확성이 떨어지고, 향후 자연재해의 예측이 더욱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결국 이수와 치수를 댐에 의존하는 기존의 물관리 방식을 벗어나야 기후위기에 탄력
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지방상수원 보전과 복원, 홍수터 조성, 홍수위험/산사태위험지역의 도시계
획 조정 등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함. 

(단위 : 백만 원)

구분 ‘20예산 ‘21요구
2. 한국판 뉴딜사업 90,000 210,000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90,000 180,000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ㆍ원격제어시스템 1,217개소 구축 90,000 180,000

■ 의견 :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900억원으로 삭감

 - 2020년 수준으로 편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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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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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해양보호구역 관리비 요구안대로 증액, 후보지 선발 및 조사 예산 신설 필요 : 
해양보호구역관리 (1031-301) 증액 5,112  7,508

2. 대기 해양 오염원인 크루즈 선박에 대한 지원 지양, 전액삭감 :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6133-310) 삭감 1,030 △ 1,030

3. 과밀한 연근해 어선 밀집이 수산자원 위협, 증액 필요 :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3145-300) 증액 125,413  9,987

합계 131,555 17,49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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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관리비 요구안대로 증액, 

후보지 선발 및 조사 예산 신설 필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일반회계 / 해양보호구역관리 (1031-301)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해양보호구역관리 3,811 5,212 5,212 12,520 5,112

 - 사업내용: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및 지자체 지원사업 

■ 문제점

 - 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이 지자체에 대한 지원에 치중
되어 있음.

 - 해양보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부서에서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발굴 및 조사에 대한 편성이 되어있지 
않음.

 - 우리나라는 나고야협약에 서명하고 국회에서 비준하면서 올해까지 아이치 목표를 달성할 의무를 지니
고 있음. 아이치 목표 11번은 관할수역의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할수역의 2.46%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IUCN, Protected planet)

    (2019년 대비 0.03% 증가)
 - 국제협약의 의무 준수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연구의 신설과 비용마련이 매

우 필요함.
 - 국제 비정부기구들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30%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신설해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계로 보전할 수 있어, 30 x 30 캠페인을 진행 중.

■ 의견 : 해수부 요구안 반영,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 및 연구 사업비 1억 

신설하고 예산 증액 필요

 - 해양보호구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구역의 확장 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함. 
 - 해양정책실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실무를 맡고 있으나 해양보호구역관리나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사업에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 및 연구” 항목의 예산 분류가 존재하지 않음. 지자체 신
청을 기다려야 하는 해양보호구역이 아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함. 후보지 조사 및 연구 
초기 비용으로 1억 신설하고 계획에 따른 점진적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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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해양 오염원인 크루즈 선박에 대한 지원 지양, 전액삭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일반회계 /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6133-310)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크루즈산업
활성화지원

875 1,230 1,230 8,030 1,030

 - 사업내용: 국외 크루즈 선의 기항확대와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를 목적

■ 문제점

 - 크루즈 산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운송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음.
 - 크루즈 선박은 세계 상업 선박 중 1% 비율에 불과하지만 발생하는 해양 및 대기오염물질은 전체 상

선의 25%를 차지할 만큼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함.
 - 크루즈의 주요 연료인 중유(벙커C유)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황, 그을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공기로 배출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
 - 수용인원 약 1,400명 기준 크루즈에서 하루 약 63만 리터의 오염수가 발생함. 발생한 선박 오염수는 

MARPOL 73/78 협약에 따라 육지에서 12해리 이상 거리가 떨어진 해역에 오염수 배출이 가능함.
 - 크루즈의 특성상 동일한 경로로 다량의 오염수를 배출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COVID-19 확산으로 인한 크루즈 운영 제한 불가피.

■ 의견 : 전액삭감

 -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 “국내 크루즈 수요확대”, “국제크루즈행사 
지원”의 사업항목 진행에 제한.

 - 크루즈 선박이 척수 대비 큰 대기오염 및 해양오염의 배출원으로 지목돼 환경 파괴에 대한 비판이 높
아지고 있음. 한해 건조되는 크루즈 선박 중 LNG연료를 사용하는 크루즈 선박은 약 1/20 수준임. 벙
커C유 연소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미세먼지)를 LNG 연료로 감축해도 해양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해
결하기 힘듬. 

 - 예산의 법적 근거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환경적 검토 역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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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한 연근해 어선 밀집이 수산자원 위협, 증액 필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일반회계 /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3145-300)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연근해어선감척
(지자체)

36,018 100,150 75,150 135,400 125,413

 - 사업내용: 과도하게 밀집한 어업구조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및 어업경쟁력 제고

■ 문제점

 - 한정된 해역에서 많은 선박에 의해 과밀한 어업활동이 진행.
 - 어선 척수의 감소 대비 어선 중량과 마력의 비중의 불균형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을 위

협하고 있음.

   

연도 척수 톤수 마력

1985 71,836  836,633  3,354  

1995 71,041  951,213  8,842  

2005 87,554  697,956  12,949  

2017 65,846  510,960  15,048  

 -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어선의 척수는 약 10% 감소하였으나 어선 선박의 무게는 1985년에 비해 약 
61%의 규모로 경량화 되고 마력은 약 450% 증가.

 - 단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어업기술(어탐 및 그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어업의 강도가 지속가능
한 생태계를 만들 수 없는 구조.

■ 의견 : 해양수산부 요구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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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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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3) 사업의 타당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며 사업 필요 시 원자력기금 등으로 사용해야 함. 
4)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폐기물의 조속한 이송과 처분을 위한 관련 예산 편성 필요.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결코 SMART하지 않은 소형원자로 개발 사업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1450-401) 삭감 6,500  △ 3,000

2.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사업, 해외 동향 파악이면 충분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 기술개발사업(R&D)(1434-302) 삭감 5,800 △ 5,800

3. 반복적인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재검토 필요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R&D, 신규)(1434-305) 삭감 3,500 △ 3,500

4. 현실적인 원자력안전연구 위한 예산안 재편성 및 삭감 필요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1434-401) 삭감 56,518 △ 20,000

5.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 기존 예산에서 집행해도 충분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기술개발및고도화사업(R&D) (1434-420) 삭감 3,500 △ 3,500

6. 결코 안전하지 않은 핵융합, 예산 재검토 및 계정 변경 필요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1160-301) 조정3)

7.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개발활동비 대폭 감소 필요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02) 삭감

8.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폐기물 신속한 반환과 이송 필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 조정4)

합계 75,818 0 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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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SMART하지 않은 소형원자로 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 
일반회계 /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1450-401)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 3,500 3,500 6,500 6,500

- 사업내용 : 한국형 소형원자로 SMART의 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현 SMART
의 경제성․안전성을 강화하는 도전적인 혁신요소기술을 개발 및 향후 세계 소형원자로 시장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소형원자로(혁신형 SMART)를 개발하는 사업임

■ 문제점

- 미국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사의 참여단체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중소형 원전이 경제성
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폐기물 관리, 안전 문제 등에서 중소형 원전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음.

- 수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지속적인 투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지능형 자율운전은 절대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이고, 안전성을 높인다는 피동형 설계 등도 기존의 

경수로에서 반복적으로 연구된 내용을 수정해 적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대규모 연구개발이 필요
하지 않음. 

- 연구개발을 위한 항목은 지속적으로 발굴되나 검증이 미흡한 상황임.

■ 의견 : 작년 예산 수준으로 예산 30억 삭감

- 연구 내용의 유용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함.
- 따라서, 작년 예산 수준으로 맞추어 예산 30억 삭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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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사업, 해외 동향 파악이면 충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 원자력기금 /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 기술개발사업(R&D) (1434-302)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 
기술개발사업

- - - 5,800 5,800

- 사업내용 : (신규사업 상위목표) 제4세대 고속로 기반 혁신원자력시스템의 신시장 진입을 위한 미래수요 대비 
기술기반 구축 및 기술 역량 강화

■ 문제점

- 위 사업은 캐나다와 국제공동연구로 소듐고속로 소형원자로(SMR) 개발협력사업 진행 추진을 위한 사업
임.

- 그러나 캐나다가 기술적으로 SMR 선진국이 아닌 상태인데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국내 설치 가능성 또한 희박함.

■ 의견 : 예산 전액 삭감

- 본 사업은 국제공동연구로 진행하고, 국내 설치 가능성 희박하므로 선진기술 동향 파악수준으로 연구하
고 예산은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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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재검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 / 원자력기금 /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R&D, 신규) (1434-305)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연구개발출연금 - - - 3,500 3,500

- 사업내용 : 벨기에와 국제공동 핵연료 실증시험을 통한 공급자격 획득 및 수출

■ 문제점

- 본 과제는 과거에 무수히 수행한 것으로 차별성, 경제성, 혁신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지난 과제의 투자 효용성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사업 시행 재검토 필요.

■ 의견 : 예산 전액 삭감

-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하므로, 예산 전액 삭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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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원자력안전연구 위한 예산안 재편성 및 삭감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 / 원자력기금 /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1434-401)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연구개발출연금 109,837 102,119 102,119 56,518 56,518

- 사업내용 : (원자력안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고도화 및 
현장적용 강화 / (미래형원자로시스템) 핵비확산성⋅경제성⋅안전성⋅지속가능성이 향상된 제4세대 원자
력시스템(Gen-Ⅳ) 핵심기술 개발 / (핵연료주기)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핵비확산성 및 국
제 경쟁력을 확보한 핵연료주기 핵심기술 개발 / (원자력원천기술) 원자력분야의 기술선점 효과가 큰 핵
힘 원천기술 개발 및 선진 원자력기술 확보

■ 문제점

- 원자력안전연구(332억원/총565억원)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시설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보다 
원전 사고예측 및 평가, 사고 예방 등 소프트웨어적 연구에 과다한 예산이 집중되어 현실적이지 않음. 
실제적인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 개선연구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전액 재조정 필요.

- 원자력안전연구는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에 기여하지 못하며, 방향성 자체도 잘못된 과제로 판단됨. 또
한, 기존의 연구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에 수행된 연구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핵연료주기 연구의 원전 해체연구에 예산이 집중 편성됨(206억/총 565억원). 핵연료주기 연구는 해체와 
무관하며 해체연구는 산업부/과기부 합동예타로 8천억원 규모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전액 삭감 
필요

■ 의견 : 예산 대폭 축소 및 핵연료주기 연구 예산 200억 전액 삭감 필요

- 원자력안전연구의 예산 전액 재조정 및 대폭 삭감 필요.
- 핵연료주기 연구 예산 전액 200억 삭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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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 기존 예산에서 집행해도 충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 / 원자력기금 /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기술개발및고도화사업(R&D) (1434-420)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연구개발출연금 - 1,700 1,700 3,500 3,500

- 사업내용 : 연구로시스템의 해외 수출 지원에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과 핵심기술의 고도화

■ 문제점

- 안전성향상기술, 혁신설계, 스마트운영기술 개발은 기존의 기장 연구로 사업비를 사용하면 되므로 별도 
연구비 지원 불필요.

- 위 사업은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1440-402)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므로, 전액 삭
감 필요

■ 의견 : 예산 전액 삭감

- 기존의 사업비를 활용하면 되므로 별도 연구비 지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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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안전하지 않은 핵융합, 예산 재검토 및 계정 변경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 일반회계 /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1160-301)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 - - 800 800

- 사업내용 : 핵융합 에너지 핵심 기술 및 타 분야와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핵융합 연구기반을 확대, 
ITER 운영 단계 선도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문제점

- 핵융합은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를 과하게 배출하며 이로 인한 핵폐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청정하
지 못한 핵 기술임. 이는 에너지·환경기술개발 단위사업에 적합하지 않음. 

- 위 사업은 운영연구계획 기술역량확보가 시급해서 기계, 재료, 4차산업혁명 등 외연 기술고도화가 필요
하다고 하나, 운영연구계획의 관련 역량과 무관함. 

■ 의견 : 예산 재검토 및 계정 변경 

- 사업의 타당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며 사업 필요 시 원자력기금 등으로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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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개발활동비 대폭 감소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 일반회계 /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02)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85,041 83,130 80,413 89,112 89,112

사업내용 :  
- 세계 핵융합 연구를 선도하는 핵융합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향후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 건설능력 및 독자

적인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 고부가가치 산업의 근간이 되는 플라즈마 연구 및 첨단 파급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지원

■ 문제점

- 연구개발인건비(250억원)에 비해 연구개발활동비(568억원)이 과다 책정. 이에 대한 재검토 및 재조정 필
요. 

■ 의견 : 예산 재검토 및 연구개발활동비 대폭 삭감

- 인건비에 비해 연구개발활동비가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예산 재검토 및 연구개발활동비 대폭 삭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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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폐기물 신속한 반환과 이송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

문의 :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42,363 147,948 139,571 158,007 149,049

■ 문제점

- 원자력 연구원 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 및 반환에 대한 사업 이행에 대한 예산 반영 부재
- 2016년 12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대전시 원자력안전시민검증단 등과도 조속한 반환 및 이송에 대해 약속함.
- 사용후핵연료 이송을 위한 연구과제도 수용 완료된 상태임.

■ 의견 : 예산 조정 필요

-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폐기물의 조속한 이송과 처분을 위한 관련 예산 편성 필요.
- 연구운영비 지원 증액이 아닌, 항목 조정 등을 통한 관련 예산 편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