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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태양광은 빠른 가격 하락으로 신규 발전설비 중 LCOE 기준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평가됨.

태양광은 풍력과 더불어 2010년에서 2021년까지 발전원 중 가격 하락 속도가 가장 두드
러짐.([그림 1] 참조)
- 태양광 LCOE는 2010년 $0.417/kWh에서 2021년 $0.048/kWh로 88% 하락함.
- 육상풍력 LCOE는 동기간 $0.102/kWh에서 $0.033/kWh로 68% 하락, 해상풍력은 동기간
$0.188/kWh에서 $0.075/kWh로 68% 하락함.
- 가격 하락에 따라 화석연료 대비(Fossil fuel cost range)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
[그림 1] 유틸리티급 재생에너지 원별 LCOE 변화(2010~2021년)

자료: IRENA(2022),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21,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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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규모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신규 발전원이
됨.([그림 2] 참조)
- 태양광은 유럽, 미국, 중국, 인도,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신규 발전원이 됨.
- 풍력의 경우 유럽과 북남미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대규모 발전원임.
-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석탄이 가장 저렴한 신규 발전원
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함.
[그림 2] 유틸리티급 2022년 LCOE 기준 최저비용 신규 대규모 발전원

자료: BNEF(2021), 2H 2021 LCOE Update, p.12.

태양광의 빠른 가격하락은 모듈 비용 하락이 가장 큰 요인임.([그림 3] 참조)
- 태양광의 지난 10년간의 LCOE 변화를 분해해 보면 태양광 모듈비용 하락이 46%를 차지
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임.
- 태양광 모듈의 가격 하락은 모듈 생산의 전 가치사슬에서 기술적 진보와 대규모 생산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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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틸리티급 태양광 LCOE 비용 변화(2010~2020년)

자료: IRENA(2021),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20, p.83., 에너지경제연구원(2021),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 분석, p.30. 재인용.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태양광의 중요성 부각 및 향후 시장 확대 전망

태양광은 신규 보급이 매년 증가중임.([그림 4] 참조)
- 태양광은 2017년 처음으로 신규 발전설비가 100GW를 초과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139GW를 기록함.
- 2022년은 BNEF 추정으로 216~264GW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됨.1)
[그림 4] 2014~2020년 재생에너지원별 신규 발전설비용량

자료: REN21(2021), Renewables 2021 Global Status Report., p.52., 에너지경제연구원(2021),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 분석,
p.12. 재인용.
1) BNEF(2022), 2Q PV Market Outlook,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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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탄소중립을 위해서 태양광 보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시장 확대가 전망됨.2)
- IEA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매년 태양광 630GW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
였는데 이는 현재 보급의 3배 수준임.
- 미국은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비중이 30~50% 필요(현재 3%),
EU는 기후 목표(EU’s climate goal, ’21.07.)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20년의 최소
3배 이상 보급이 필요함.
- 또한, REPowerEU(’22.03.)에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중요성이 강조됨.

2. 태양광 제조 부문의 공급망 리스크
■ 태양광 확대로 설비공급이 중요해졌지만, 태양광 제조 상류부문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음.

현재 태양광 제조 상류부문은 중국 기업주도 하에, 특정 지역에 공급망이 집중
(Geographically concentrated)되었고,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됨.
- 실리콘계의 태양광 모듈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가치사슬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로 이어지며 제조 상류부문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까지로
구분.([그림 5] 참조)
[그림 5] 태양광 제조 산업 가치사슬

자료: BNEF(2021), How the U.S.-China Trade War Can Reroute PV Supply, p.5.

- 태양광 가치사슬을 따라 경쟁력을 갖춘(중국기업)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음.([그림 6] 참조)

2) U.S.-EU Joint Statement of the Trade and Technology Council(2022.05.16.)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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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4~2020년 태양광 가치사슬별 상위 10개 기업 시장점유율

자료: BNEF(2021), Solar Manufactures 2020 Production, p.2.

폴리실리콘의 경우 생산 설비는 중국 신장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으며(40% 수준), 잉곳
웨이퍼의 경우도 소수의 중국기업이 시장을 장악함.([그림 7] 참조)
- 중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은 이유는 생산원가에 4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
으로 중국의 폴리실리콘 공장은 신장, 네이멍구자치구, 쓰촨, 칭하이 서부지역 등에 있
는데, 이들 지역은 석탄과 수력발전이 주요 발전원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편, 또한 추
가적으로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정책적으로 지원함.3)
[그림 7] 2022년 주요 기업의 폴리실리콘 변동비(공급곡선)

주: 붉은색으로 표기한 기업은 중국 기업, 옅은 붉은색은 신장(Xinjiang) 자치구에 위치한 중국 기업임.
자료: BNEF(2022),2Q PV Market Outlook, p.5.
3) 에너지경제연구원(2021),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 분석,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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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곳과 웨이퍼는 소수의 중국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임.4)
- 웨이퍼의 경우 상위 10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98%에 이르며 대표적인 중국 기업은
Longi Green Energy, Zhonghuan, GCL 임.
- 최근 중국 업체는 저가의 웨이퍼 시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고효율 및 대형 웨
이퍼의 기술 표준을 활용한 태양전지 기술표준도 주도하는 상황임.
■ 중국이 태양광 제조 상류부문을 장악함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해짐.

2020년 코로나 19와 중국 폴리실리콘 공장의 문제로 수요가 증가함에도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을 초래함.([그림 8] 참조)
[그림 8]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 ($/kg)

자료: BNEF(2022.07.08.), Solar Silicon Price Hit A New Decade High

폴리실리콘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동반하였으나 모듈 비용은 상승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악화됨.([그림 9] 참조)
- 폴리실리콘이 모듈 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하지만 폴리실리콘 원가 상승은 모듈가격
상승에 반영되지 못함.
- 이는 여러 요인이 작용 가능하나 태양광 모듈업체들의 경쟁으로 가격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태양광 제조 상류부문이 중국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가격 상승은 모듈 업체에
전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4) 에너지경제연구원(2021),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 분석,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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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20년 1월과 2021년 11월 가격 변화

자료: BNEF(2021), 2H 2021 LCOE Update, p.11.

■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태양광 공급망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5)

미국은 자국 내 생산과 실리콘계 이외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노력
-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8년 태양전지, 모듈에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
에서도 ’22.02. 세이프가드 관세 연장,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발표
- 실리콘계 공급망에서의 다변화를 위해 DFC(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는 인도에 First solar의 박막계 제조공장 구축에 부채 융자 승인(’21.12.)
- 또한, 중국 신장자치구의 제품을 수입 금지(인권, 노동문제를 문제 삼음.)

EU도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
- 미국과 같이 태양광 가치사슬에 노동 착취 문제 언급하며 중국 중심 공급망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EU의 태양광 공급망 강화를 위해 EU Solar Strategy 구상 중

향후 태양광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과 EU의 협력은 강화될 전망임.
- 미국과 EU는 공통된 가치(환경, 사회, 품질)를 기반으로 태양광의 집중화된 가치사슬 문제
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미국과 EU는 정책 조치,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합의
■ 한편, 우리나라는 태양광 가치사슬 전부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상류부문의 가치

사슬이 약화됨.
우리나라는 태양광 가치사슬을 따라 최고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격수준에서
중국 기업에 경쟁력이 떨어짐.([그림 10] 참조)
5) U.S.-EU Joint Statement of the Trade and Technology Council(2022.05.16.)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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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내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과 기술 및 가격 수준(2020년 평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2020), 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이노베이션로드맵: 태양광, p.20.

’18년을 기점으로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가치사슬이 무너지고 현재는 국내 가치
사슬이 끊김.
- 중국기업의 약진은 우리나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20년에는 OCI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국내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면서 태양전지 앞단의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이 끊어짐.
- 폴리실리콘은 2018년만 해도 OCI, 한국실리콘, 한화케미칼 등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것
으로 분석되었으나, 2021년 현재 국내 기업 중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는
OCI 정도임.6)7)
- 잉곳은 2017년부터 국내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고 2018년부터는 웨이퍼 생산이 중단, 국내
마지막 남은 잉곳, 웨이퍼 생산 기업 웅진웨이퍼는 ’22.06. 회생절차 폐지 신청

6) OCI는 말레이시아 공장만 남겨둠.
7) 에너지경제연구원(2021),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 분석,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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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시사점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 EU의 태양광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업체에 긍정적

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현재 우리나라 기업도 태양광 제조 상류부문의 가치사슬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여 국내
기업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중임.
- 한화큐셀의 경우 노르웨이의 ‘REC 실리콘’ 지분 인수를 통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노력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실리콘계의 공급망 다변화는 국내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장기적으로 탠덤, 페로브스카이트 등의 차세대 태양광 발전기술로의 전환을 통해 실리콘계열을

벗어나는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
현재 태양광 제조는 실리콘 기반 기술에서 차세대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로 전환이 모색
되고 있고 이는 기존의 실리콘계열의 가치사슬과 다름.
- 페로브스카이트는 유무기 화합물로 태양전지를 생산하여 기존의 실리콘계의 가치사슬과
다름. 경제성과 효율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현재 내구성과 대면적화에 어려움이 있음.

태양광발전기술은 고효율·장수명·초저가 추세로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적
으로 이 분야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정상권의 국가로 평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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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

북미

◉

North America

미국 Mississippi 주 ·Entergy 사, 원전 가동률 저하로 전력 대체구매비용 보상 합의
FERC-Pending Complaints 2021.03.02.,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021.03.19.,
Magnolia State Live 2022.06.23., S&P Global 2022.06.24., Nuclear Newswire 2022.07.01.

■ 6월 23일 Mississippi 공공 서비스 위원회(Mississippi Public Service Commission,

MPSC)는 Entergy 자회사 등이 운영중인 Grand Gulf 원전(1,401MW, BWR)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용률 하락으로 대체전력 구매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3억 달러(약 3천 9백억
원)1) 규모의 합의금에 합의했다고 밝힘.
2021년 3월 MPSC는 Lousiana 주 ‧ Arkansas 주와 함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ion Commission, FERC)에 Entergy 자회사 System Energy의 Grand
Gulf 원전 관리 소홀로 인해, 전력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비용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진정서(Docket EL21-56)를 제출하였음.
- 해당 주들은 2012년부터 Grand Gulf 원전의 이용률이 미국 원전 이용률보다 낮아졌으며
2016년부터 그 격차가 더욱 커져 각 주에 위치한 Entergy 지사들이 불가피하게 비싼 대체
전력을 구매해야 했다고 주장하였음.
- Grand Gulf 원전의 2016~2018년 연간 이용률은 각각 47.01%, 58.87%, 55.31%였음.
- 금번 합의는 이후 FERC가 주재한 13차례 회의의 결과이며, 현재 Mississippi 주를 제외
하고 Louisiana 주 ‧ Arkansas 주와 Entergy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합의금 전체 3억 달러 중 2억 달러(약 2천 6백억 원)는 불안정한 세계 에너지 시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분을 상쇄하는데 사용되며, 6천 5백만 달러(약 8백 55억 원)는 추후 전력
요금 할인으로, 3천 5백만 달러(약 4백 61억 원)는 소비자 46만 명에게 80달러(약 10만 원)
의 일회성 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정임.
1) 해당 단신의 환율은 2022년 7월 19일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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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SC는 Entergy와 합의금 지급 방법에 대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며 9월 이후 Mississippi 주

전력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함.
MPSC는 이번 합의금 논의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월 전기요금은
올해 1월부터 월 15달러(약 2만 원)가량 상승했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금으로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Entergy는 성명을 통해 MSPC의 결정을 환영하고 이번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안건 관련
소송 중인 주들과도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이번 안건에 기타 주들을 합류시키는
사안에 대한 결정을 FERC에게 요청함.

◉

미국 국가핵안보청, 자국산 우라늄 정광 비축 위한 구매 추진
World Nuclear News 2022.07.01., SAM.gov-Statement of Work 최종 검색일 2022.07.18.

■ 6월 30일 미국 국가핵안보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은 자국산

우라늄 정광 1백만 파운드(약 450t) 비축을 위한 구매대상 업체 선정 공고를 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RFP)형식으로 발표함.
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르면 미국내 위치한 우라늄 정광 생산시설에서 2009년 1월
이후 생산된 우라늄 정광이어야 하며 현재 미국내 유일한 변환시설인 Hoenywell사의
시설에 변환전 우라늄 형태로 보관중이어야 함.
- 해당 업체는 우라늄 채굴 ‧ 현장침출법(In-Situ Leach, ISL) ‧ 분쇄 분야의 인허가를 소지한
미국 우라늄 회수 시설에서 2009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우라늄 정광을 판매해야 함.
- 또한 해당 우라늄 정광은 Illinois 주에 위치한 Honeywell사의 우라늄 변환 시설(Honeywell
Metropolis Works)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 수입된 우라늄과 교환 ‧ 교체 ‧ 보완
되지 않아야 함.

추후 NNSA에서 구매하기로 결정된 우라늄은 이후 장부상 이전(Book Transfer)을 통해
정부 비축분으로 소유가 이전될 예정임.
■ 이번 공고는 미국 핵연료 공급망과 우라늄 생산업을 강화하고 불황 시에도 안정적으로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기 위한 우라늄 비축 정책(Uranium Reserve Program)의 일환임.
이와 관련 올해 5월 Jennifer Granholm 미국 DOE 장관은 2022년 내 미국산 우라늄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미 상원에서 발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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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4월 DOE는 원자력 경쟁력 회복 전략(Restoring America’s Competitive
Nuclear Energy Advantage) 보고서에서,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우라늄을 확보하고
핵연료 주기를 지원하며 수입 우라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우라늄
광산 최소 2곳과 우라늄 변환 시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 Texas 주,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과 풍력발전 감소로 전력수급 위기
RTO Insider 2022.07.11., 2022.07.13., Reuters 2022.07.13.

■ 7월 13일 미국 Texas 주 최고기온이 섭씨 38도를 기록해 냉방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느린 풍속으로 인해 풍력 발전량이 급감함에 따라 Texas 주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ERCOT(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의 공급예비력이 2GW 이하를 기록함.
2022년 Texas주 주요 도시들의 평균 최고 기온이 평년 대비 5~8도 높아짐에 따라 냉방
수요 증가로 인한 전력수요가 증가함. 최대전력수요는 최근 5개년 평균(61.8GW) 대비
약 27% 높은 78.3GW(7월 13일 17시 기준)를 기록함.
또한, 현재 Texas 주의 복합화력발전은 불명확한 원인으로 인해 전체 용량의 약 16%인
13GW가 가동이 불가한 상황이며, 풍력설비는 낮은 풍속 때문에 전체 풍력설비 용량
(11.8GW)의 8% 수준만이 가동되면서 Texas 주의 전력 공급을 악화시킴.
- 가동가능한 복합화력 설비부족과 풍력가동규모 하락으로 인한 공급축소는 Texas 주의
도매전력가격을 급증시켜 오후 3시에는 5천 달러/MWh(약 6백 50만 원), 오후 7시에는
5천 5백 달러/MWh(약 7백 20만 원)까지 도달하게 함.

이에 ERCOT은 지역 주민들에게 오후 시간대 절전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927MW 규모의
대체예비력(non-spinning reserve)을 확보하여 전력수급위기에 대응함.
- 이에 따라 ERCOT은 주민들에게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에너지 사용을 절약할 것을 요청함.

향후 높은 기온과 낮은 풍속 등이 예측되어 Texas 주의 전력수급 위기는 지속될 수
있음.
- Texas 주의 평균 최대 기온은 8월 초순까지 약 36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해당
지역의 전력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
- 풍속의 경우, 9월 이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풍력발전량은 현 수준에서 크게 상승하기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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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Reuters는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Texas 주의 인접지역과의 연계선 부족, ERCOT
시장제도로 인한 낮은 수익성, 수요 증가에 못 미치는 설비 증가, 정상운영 중에도 계통
안정을 위한 수요반응 활용 등의 고질적인 항목들을 지적한 전문가의 평가를 보도함.

◉

캐나다 OPG, Darlington 원전 설비개선 위해 원자력 녹색 채권 발행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021.12.03., OPG Green Bond Framework 2018.05., 2021.04., 2021.11.,
OPG Media Releases 2022.07.15.

■ 캐나다 Ontario 주가 단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발전사 Ontario Power Generation(OPG)

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설비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Darlington 원전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3억 달러(약 3천 9백억 원)2)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함.
OPG는 재생 에너지 및 청정 기술 발전 지원을 위해 녹색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해왔고 2018년 5월부터 녹색 채권 개요(OPG Green Bond Framework)를 통해 채권
사용 분야(Eligible Projects)와 간략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가장 최근 공개된 녹색 채권 개요(OPG Green Bond Framework, November 2021)에
따르면 기존 개요에서 공개한 재생에너지 ‧ 에너지 효율 및 관리 ‧ 기후 적응 및 기후 탄
력성에 원전 유지보수 및 설비개선 항목을 추가함.
이번 원자력 녹색 채권을 포함한 OPG의 녹색 채권 총 규모는 28억 달러(약 3조 6천 6
백억 원)3)이며 기존 채권의 경우 BMO Capital Markets ‧ CIBC World Markets의 연
합체를 통해 OPG의 중기 채권 형태로 발행됨.

◉

캐나다 NWMO, 심지층 처분 시설 후보지 두 곳 안정성 확인
The Post 2022.06.28.

■ 6월 16일 캐나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구(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는 심지층 처분 시설 후보지 2곳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안전보고서(Confidence in
Safety Report)를 발표함.

2) 2022년 7월 19일 환율 기준
3) 2022년 7월 19일 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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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MO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해 2010년 부지 선정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 Ontario
주의 South Bruce와 Ignace(Revell)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음.
보고서에서 NWMO는 양 후보지 모두 지질학적으로 모두 안전하게 사용후핵연료를 장
기간 보관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지역사회가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2023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NWMO는 심지층 처분 시설의 지형 조건에 대해, 사용후핵연료가 추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최소 500미터 이하 지하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두꺼운 암석 지반이 처분
시설 주위를 둘러싸야 하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며 광물 ‧ 자원 등이 묻혀 있지 않아 채굴
시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힘.

NWMO는 2023년 최종 후보지 선정 이후 10년 간 착공을 위한 기술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10년 간 심지층 처분 시설 건설, 2043년 운영 시작을 목표로 제시함.

북미 주요단신 17

기타단신

◉

미국 원안위, New Mexico 주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개
World Nuclear News 2022.07.14.

■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는 원전 해체 기업 Holtec이 설계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Consolidated Interim Storage Facility, CISF) 모델 HI-STORE 건립이 New Mexico 주
부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최종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하고, 건설운영 인허가 발급 측면에서
HI-STORE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힘.
Holtec은 CISF 후보지를 보유한 Eddy-Lea Energy Alliance(ELEA)와 협력하여 2015년
HI-STORE를 설계하였고 40년 건설운영 인허가를 NRC에 신청하였음.
건설 인허가 승인 시 New Mexico 주 Lea County에 해당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나 최종
처분 시설 건립에 Lea County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어 난항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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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

중동

◉

Middle East

튀르키예, Akkuyu 4호기 착공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021.03.19., EnerData-Turkey Energy Report 2022.03.,
Daily Sabah/Rosatom 2022.07.21.

■ 7월 21일 튀르키예 에너지 천연자원부와 러시아 Rosatom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kkuyu

4호기(1,200MW, PWR)의 착공식이 열림.
Fatih Dönmez 튀르키예 에너지 천연자원부 장관은 Akkuyu 원전 완공시 연 3천 5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가스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2020년 기준, 튀르키예의 총 설비용량은 96GW이며, 수력 33%, 가스 27%, 석탄 21%,
풍력 9%, 태양광 7%로 구성됨.

Alexey Likhachev 러시아 Rosatom 사무총장은 VVER 4기가 동시에 건설되는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라고 언급하며 이번 원전 건설을 계기로 양국의 원자력 공급망 등을 포함
한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힘.
4호기까지 완공되면 Akkuyu 원전은 튀르키예 전력 수요의 10%에 해당하는 연 35TWh의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 Akkuyu 원전은 튀르키예 최초 원전으로 2010년 양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러시아

VVER-1200 원자로 4기가 건설되며, 총 설비용량은 4.8GW, 건설비용은 약 200억 달러(약
26조 2천억 원)4)로 예상됨.
Akkuyu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재원의 93%는 러시아 Rosatom이 조달하고 양국 합작사인
Akkuyu Nuclear JSC를 설립해 설계 ‧ 건설 ‧ 유지보수 ‧ 운영 ‧ 해체를 담당하는 BOO
방식(Build-Own-Operate)으로 진행되고 있음.
4) 2022년 7월 22일 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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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호기(1,114MW, PWR)가 착공된 이후, 2020년 4월 2호기(1,114MW,
PWR), 2021년 3월 3호기(1,114MW, PWR)가 착공되어 건설 중임. 1호기의 경우, 튀르
키예 건국 100주년인 2023년 중반, 나머지 2~4호기는 2026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임.
- Akkuyu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기간은 60년이며, 계속운전을 통해 20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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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

중남미

◉

Latin America

아르헨티나 Atucha 1호기, 설비개선 발표
OECD-NEA Legal Frameworks for Long-Term Operation of Nuclear Power Reactors 2019.,
World Nuclear News 2021.11.08., 2022.07.04.

■ 아르헨티나 Atucha 1호기(340MW, PHWR) 운영사 Nucleoelectrica Argentina SA

(NA-SA)는 2026년 상업운전 시작을 목표로, 2년 간 4억 6천 3백만 달러(약 6천 1백억 원)5)를
투자해 2026년까지 Atucha 1호기 설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NA-SA에 따르면 Atucha 1호기 20년 계속운전을 전제로 이뤄지는 이번 설비개선에서
모든 부품과 계통을 현대화할 예정임. NA-SA는 계속운전 혹은 장기운전(Long-Term
Operation, LTO)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설비개선이
초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Atucha 1호기는 1968년 6월 착공하여 1974년 1월 최초임계 달성, 1974년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2014년 인허가가 연장됨. 현재 Atucha 1호기의 운영 인허가는 2024년 만료
될 예정으로, 운영허가 만료 이후 2년간 설비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2026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임.
- 한편 아르헨티나 원전 규제 기관(Autoridad Regulatoria Nuclear, ARN)은 NA-SA와
설비개선 ‧ 계속운전에 대한 규제 협약을 완료하고 법안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 OECD-NEA에 따르면 가압중수로만을 운영중인 아르헨티나는 2003년까지 원전 운전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이후 설비개선으로 인한 가능 운전 기한을 25년에서 30년까지로 설정하고
주기적 안전성 평가(Periodic Safety Review, PSR)에 기반해 운영 인허가를 10년으로 발급하는
등의 변화를 도입하였음.
5) 2022년 7월 19일 환율 기준

중남미 주요단신

위 변화에 따르면 인허가 발급 1회당 10년 계속운전이 가능함. 신청 기한 ‧ 신청서 심사
기한 등은 규정되지 않았으나 관행상 기존 면허가 만료되기 5년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전과 달리 PSR을 ARN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아르헨티나에서는 Atucha 1호기 이외 Atucha 2호기(693MW, PHWR), Embalse 원전

(608MW, PHWR)을 가동중이며 소형모듈원자로(SMR) CAREM-25(25MW, PWR)을 개발
중임.
CAREM-25은 아르헨티나에서 처음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SMR로, 원전 전체 부품의 70%를
현지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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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단신

◉

IAEA, 멕시코 Laguna Verde 원전 계속운전 위한 추가 권고사항 제시
World Nuclear News 2022.06.27.

■ IAEA는 2019년 Laguna Verde(총 1,552MW, BWR 2기) 원전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Safety Aspects of Long-Term Operation, SALTO)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확인을 위해 4일간의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 권고사항을 밝힘.
IAEA는 2019년 해당 원전을 대상으로 사전 SALTO(Pre-SALTO)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사전 SALTO에서 IAEA가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사후
조사임.
이번 조사에서 IAEA는 장기 운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안전성 조사를 정기적
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균등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 Laguna Verde 1호기는 1976년 9월 착공하여 1988년 11월 최초 임계 달성 이후 1990년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2호기는 1977년 6월 착공, 1994년 9월 최초 임계 달성, 1995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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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

유럽

◉

Europe

프랑스 정부, 상장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로 EDF 국유화 추진
Reuters 2022.07.12., Financial Times 2022.07.19., Energynews.pro/Euractiv 2022.07.18.,
Bloomberg, The Guardian 2022.07.19.

■ 7월 19일 프랑스 정부는 97억 유로(약 12.9조 원)1) 규모의 주식공개매수(Tender offer)를

통해 EDF를 전면 국유화할 계획을 밝힘.
EDF는 일부 원전의 결함에 따른 발전량 축소, 소매전력요금 인상 제한을 위한 정부 조
치인 고정가격계약판매제도(ARENH), 신규 원전 건설(프랑스 Flamanville 3호기 및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 지연 및 비용 초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왔음.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정부의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기 위해 잔여
지분 16%(EDF 직원 1% 및 기관 ․ 개인투자자 15%)와 전환사채 매입을 위한 공개매수를
9월 초 시행해 10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주식공개매수를 위한 인수 절차는 프랑스 금융 규제 기관인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이 담당함.
- 프랑스 정부 제안에 따라 임시 위원회를 구성한 EDF 이사회가 소액주주 및 채권보유자
에게 권고안을 제시하면, AMF는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기간을 포함한 제안 일정을
발표할 예정임.

재정경제부는 소액주주들에게 EDF의 주식 1주 당 12유로(약 16,060원)2)를, 전환사채
보유자에게는 각 채권에 대해 15.64유로(약 20,937원)3)를 인수가로 제시함.

1) 2022년 7월 22일 환율 기준
2) 2022년 7월 22일 환율 기준
3) 2022년 7월 22일 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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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당 12 유로(약 16,060원)4)는 프랑스 정부의 EDF 국유화 계획 발표 직전인 7월 5일의
주식시장 종가인 7.84유로(10,492원)5)에 53%의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임.

한편, EDF 소액주주협회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이 EDF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임.
■ 프랑스 정부는 EDF의 국유화를 통해 원자력 투자 및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나,

이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임.
지난 6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Macron 대통령 소속의 범여권은 과반석 확보에 실패해 국정
주도권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EDF 국유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좌파
연합 Nupes(사회당, 녹색당 포함)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 사립경영대학원(HEC Paris) 교수 Jean-Michel Gauthier EDF의 국유화는 EDF에게

부여된 규제 및 경영상 제약에서 벗어나 원전에 집중적인 투자를 시행하기 위한 필연적인 방안
이라고 설명함.
Gauthier 교수는 프랑스 정부가 계속운전 시행을 위해 2030년까지 500억 유로(66.9조
원)6) 이상의 금액을, 2035년까지 6기의 신규 원전(EPR2) 건설을 위해 약 500억~600억
유로(66.9조 원~80.2조 원)7)를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EDF 국영화 실현 시 채무 보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
올해 2월 Macron 대통령은 원자력 부흥 정책으로 기존 원전의 50년 이상 계속 운전 시행,
최대 14기의 EPR2 신규 원전 건설(6기 건설 및 추가 8기 증설 검토)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영국, Sizewell C 원전에 대한 개발허가 발급... 건설에 청신호
BBC, The Guardian, World Nuclear News 2022.07.20.,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22.07.21.

■ 7월 20일 영국 정부는 Sizewell C 원전(3.2GW, EPR 2기)의 건설을 위해 EDF가 제출한 개발

동의서(Development Consent Order, DCO) 신청을 최종 승인함.
4)
5)
6)
7)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7월
7월
7월
7월

22일
22일
22일
22일

환율
환율
환율
환율

기준
기준
기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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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는 영국 계획법(Planning Act 2008)에 따라 국가 기반시설 구축 프로젝트(Nation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Projects)로 분류되는 프로젝트의 개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임.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당초 5월 25일까지 DCO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검토 시간 확보 필요성과 Borish Johnson 총리 사임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DCO 결정 시한을 각각 7월 8일과 20일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음.
- 2020년 5월 Sizewell C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EDF Energy 자회사인 NNB Generation
Company(SZC) Ltd는 해당 원전의 DCO를 영국 계획심의관(Planning Inspectorate)에
제출함.
- 영국 계획심의관은 2021년 10월 신청서 검토 완료 후 2022년 2월 관련 보고서와 권고안을
BEIS에 제출한 바 있음.

영국 계획심의관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검토를 진행하면서, 해당 원전 입지지역 주민 ․
지방 당국(East Suffolk District 및 Suffolk County Council) ․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힘.
BEIS는 개발동의서 검토 결과 Sizewell C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편익이 더 크
다는 결론을 내림.
■ EDF는 승인 소식을 반기며, 영국 정부와 프로젝트 자금 조달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올해 말

또는 2023년에 200억 파운드(약 31.4조 원)8)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의 최종투자
결정(FID)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지난 1월 영국 정부는 Sizewell C 프로젝트 지분의 20%를 보유한 중국 CGN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분과 Sizewell C 부지를 1억 파운드(약 1,571억 원)9)에 인수하는
옵션을 매입하였으며, 최종투자결정 시 해당 옵션을 지분으로 전환할 계획임.
■ 한편, 지역 환경단체인 Stop Sizewell C는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Royal Society for Birds)의

자연보호구역 인근에 건설될 Sizewell C 원전이 야생 생물 서식지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국 정부 결정에 항소를 제기할 근거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Stop Sizewell C는 환경 문제, 프로젝트 비용 및 건설 지연 가능성, 납세자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임.

8) 2022년 7월 22일 환율 기준
9) 2022년 7월 22일 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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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정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영구정지 예정인 Tihange 2호기 내년
동절기까지 가동연장 요청
BNEF 2022.07.16., RTBF.be 2022.07.17., World Nuclear News 2022.07.18.,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22.07.19.

■ 7월 16일 벨기에 정부는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Tihange 2호기(1,008MW, PWR)를

2023년 동절기 피크타임까지 가동기간을 연장 해줄 것을 원전운영사 Engie에 요청함.
벨기에 정부의 이번 계속운전 요청은 Zuhal Demir 플랑드르 지역 환경 ․ 에너지 ․ 관광부
장관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대란의 대안으로 2023년에
영구 정지될 Doel 3호기(1,006MW, PWR) ․ Tihange 2호기의 가동 연장을 촉구한 데 따른
것임.
- 2020년에 출범한 벨기에 정부는 이전 정부의 2025년까지 단계적 원전 폐쇄 정책을 이행
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 지난 3월 Doel 4호기(1,090MW, PWR)와 Tihange 3호기(1,020MW, PWR)를
10년 계속운전을 통해 2035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Tinne Van der Straeten 에너지부 장관은 당초 2023년 2월 가동 정지예정인 Tihange
2호기의 운전이 내년 동절기까지로 한정되며, 더 이상의 계속운전 시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벨기에는 2022년 7월 기준 원자로 7기(총 발전용량 5,942MW)를 가동해 전체 전력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음.
■ 한편, Engie는 연료공급 등 기술 ․ 안전상의 이유로 Tihange 2호기를 단지 몇 달간 추가로 운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또한 Engie는 Tihange 2호기에 장전된 핵연료는 영구정지시까지 모두 연소 후 인출될
예정이며, 현재 추가적인 연료재고는 없으며 신규 주문은 최소 수 년 전에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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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Rosatom, 미얀마 ‧ 우즈벡과 원자력 협력 강화
Reuters 2007.05.15., Sputnik International 2015.06.18., Enerdata Country Energy Report 2022.03., 2022.05.,
World Nuclear News 2022.07.13., 2022.07.14.,

■ 7월 11일 러시아 Rosatom은 미얀마 군부 국가행정평의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

SAC) 및 미얀마 과학기술부와 회담을 갖고 원자력 분야의 인력 교류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미얀마 과기부와 체결함.
이번 회담은 Alexey Likhachov Rosatom 사무총장과 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
사령관, 미얀마 과기부 장관이 참석함.
양측은 인력 교류와 더불어 원자력에 대한 호의적 여론 형성, 기술 연구개발, 제약·농업·
목축업·산업 등에서의 원자력 기술 활용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 양국은 2007년 5월 저농축 연구로 1기(10MW) 건설 협약, 2015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원자력 기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현재 미얀마에서 가동중인 원전은 없으며, 2020년 기준 설비용량은 총 7.2GW임.
- 연료원별 설비비중은 수력 46%, 가스 41%, 석유 10%, 석탄 2%, 풍력 ‧ 태양광 ‧ 지열 1%로
구성됨.
■ 한편, Rosatom 자회사 Rosenergoatom 및 Rosatom Traning Academy는 우즈베키스탄

원자력 공학 개발청(Agency for Nuclear Power Engineering Development)과 우즈베키
스탄 원자력 인프라 개발 및 원자력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Rosatom은 이번 협력에 기반하여 우즈베키스탄 원전 실무진을 대상으로 러시아 원전
및 연구소 견학, 도제 제도를 통한 원자력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양국은 2018년 9월, 2028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VVER-1200 2기를 건설하는 정부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가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15%로 증가시키고자 함.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가동중인 원전은 없으며, 2020년 기준 설비용량은 16.4GW임.
- 연료원별 설비비중은 가스 59%, 석탄 17%, 석유 12%, 수력 12%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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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비아 에너지공기업, 자국에 대형 원전 및 SMR 건설 필요성 피력
Niinfo 2022.07.08., Nucnet 2022.07.15.

■ 세르비아에서 지역난방과 천연가스공급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Beogradske Elektrane CEO

인 Rade Basta는 에너지 효율성과 안보를 위해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세르비아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의 결과로 1989년에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
시킨 반원전국이었으나, 현재 EU 가입 계획과 석탄 의존도 감축을 위해 원자력 활용으로
입장을 선회함.
- 2020년 기준 세르비아의 총 발전량은 38TWh이며,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 70%, 수력 26%,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지열) 3%, 가스 1%임.10)

Rade Basta 최고경영자는 세르비아에 대형 원전(약 1,000MW) 또는 SMR(약 350MW)
도입이 가능하며, 미국 업체인 TerraPower와 Exelon Corporation을 입찰에 초청할
계획임.
- Bast 최고경영자는 두 업체가 가장 적정한 가격과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350~500MW
규모의 SMR을 제안했다고 설명함.
- TerraPower는 GE Hitachi와 공동으로 345MW급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 중이며, Exelon은
영국 엔지니어링 기업 Rolls-Royce의 영국형 SMR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도 2021년 10월 헝가리 Paks 증설 프로젝트 지분 매입

(5~15%) 가능성을 표명한 바 있음.
또한 Vucic 대통령은 SMR 공급자 후보로 러시아 Rosatom을 고려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2019년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세르비아의
원자력 인프라 구축 ․ 개선, 연구로 설계 ․ 건설 ․ 핵의학 개발, 농업 ․ 산업 분야에 방사선
기술 적용, 원자력 산업 전문가 교육 ․ 훈련 ․ 재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함.

10) Enerdata. Country Energy Report Serbia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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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규제기관, 노후 원전인 Beznau 1호기 재가동 승인
ENSI 2022.07.02., Le News 2022.07.08.

■ 2022년 7월 1일, 스위스 연방원자력안전감독청(ENSI)은 1969년부터 운영 중인 Beznau 1호기

(365MW, PWR)의 재가동을 승인함.
Beznau 1호기는 1969년에 12월 9일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며,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임.
Beznau 1호기 운영사인 Axpo는 4월 29일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해 핵연료 교체, 원전
부품 ․ 계통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함.
- 연방원자력안전감독청(ENSI)은 해당 원전 부지 점검과 Axpo의 안전 보고서 검토를
통해 예방정비작업이 자국의 원자력 법에 따라 수행되었고, 원전 가동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 한편, 스위스는 2018년 1월에 발표한 에너지전략 2050년(Energy Strategy 2050)을 통해

Beznau 1호기~2034년 Leibstadt 원전까지 스위스의 모든 원전(5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따라 2022년 7월 기준 스위스는 4기(2,973MW)를 운영 중이며, 2기
(379MW)는 영구 정지됨.11)
단, 스위스는 원전 가동 기간에 대한 법적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10년마다 주기적
안전평가(Periodic Safety Review, PSR)를 시행하여 스위스 연방원자력안전감독청
(ENSI)이 안전성을 인정하면 10년간 계속운전이 가능함.

11) IAEA Pris, Switzerland(검색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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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단신

◉

폴란드 2개 기업, 원자력청에 SMR 안전 평가를 위한 신청서 제출
World Nuclear News 2022.06.23., Nucnet 2022.07.12.

■ 7월 8일 폴란드 광산업체 KGHM Polska Miedz와 Orlen Synthos Green Energy(폴란드

정유·석유화학 대기업 PKN Orlen과 폴란드 화학기업 Synthos의 합작기업)는 각각 NuScale의
SMR(77MW, PWR)과 GE Hitachi의 SMR(BWRX-300)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설계검토서를
폴란드 원자력청에 제출함.
폴란드 원자력청은 두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의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방호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현재 폴란드에는 연구로(30MW)만 운영 중이며12), 폴란드 정부는 3세대 또는 3세대+
PWR 기반의 6~9GW 규모의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추진 중임.

12) 출처: National Center for Nuclear Research
https://www.ncbj.gov.pl/en/o-nas/maria-research-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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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Asia

일본 총리, 올겨울 원전 최대 9기 가동 추진 의사 표명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2021.12.17., 送配電網協議会 2022.06.20., 資源エネルギー庁 2022.06.30.,
首相官邸,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2022.07.14., 東京新聞 2022.07.16.,

■ 일본 기시다 총리는 7월 14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올겨울 전력수급 환경 악화가

우려되므로 올겨울 기준 최대 9기(총 8,776MW, PWR)의 원전 가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힘.
총리가 언급한 9기는 이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심사를 통과해 가동을 재
개한 원전으로 이 중 현재 4기(총 3,850MW, 모두 PWR)는 가동 중이며 나머지 5기(총
4,926MW, 모두 PWR)는 예방 정비 겸 테러 대책 설비 공사 중임.
- 7월 14일 기준 가동 중인 4기는 오이 3호기, 이카타 3호기, 센다이 1 ․ 2호기이며, 동절기
까지 오이 4호기, 미하마 3호기, 다카하마 3 ․ 4호기, 겐카이 3호기 총 5기가 예방 정비
등을 마치고 추가로 가동할 예정임.
■ 한편, 총리는 올겨울 전력 수급 피크 시 여유롭게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화력발전 10기분

(총 약 3,600MW)의 추가 공급력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힘.
총리는 경제산업성 전문가위원회가 6월 30일 화력발전 10기분에 해당하는 3,600MW의
정지 또는 휴지 중인 화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발언함.
- 일본은 이르면 7월 화력발전 운영사를 대상으로 동일본에서 1,700MW, 서일본에서
1,900MW의 총 3,600MW의 추가 공급력 공모를 시작할 예정임.
- 일본에서는 전력 수요가 높은 작년 동절기와 올해 여름에도 추가 공급력 확보를 통해 휴지
중이었던 JERA의 아네가사키 5호기(600MW, LNG/1977년 4월 가동 개시) 등이 가동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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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 상황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2023년 1월 전국적으로 최소 필요한 공급
예비율 3%를 확보하려면 2,000MW의 추가 공급력이 필요한데 3,600MW를 확보한다면
공급예비율이 3%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도쿄지방법원, 도쿄전력 옛 임원진의 후쿠시마 사고 책임 인정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2022.03.18./04.15., 東京新聞 2022.06.18.,
日本経済新聞, 東京新聞, NHK, 日テレNEWS 2022.07.13., 時事ドットコム, 朝日新聞, 福島民報 2022.07.14.

■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2012년 3월 도쿄전력 옛 임원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 1명을 제외한 4명에게 총 13조 3,210억 엔(약 126.8조 원)1)의 배상금을
도쿄전력에 지급하도록 명령함.
피고 5명은 가쓰마사 쓰네히사 전 회장, 시미즈 마사타카 전 사장, 원전 사고 이전 해까지
원자력 부문 수장이었던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원전 사고 당시 원자력 부문 수장
이었던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원전 사고 당시 원자력 부문 소속이었던 고모리 아키오 전
상무임.
쟁점 사안은 ①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2002년 발표한 보고서인 ‘장기 평가’의
신뢰성, ② 피고들의 대규모 지진해일 사전 예측 가능 여부, ③ 피고들의 사전 대책 시
사고 방지 가능 여부였음.
- 일본 정부의 장기 평가에서는 30년 이내에 후쿠시마 앞바다를 포함한 일본 해구를 따라
형성된 해역 어느 곳이든 지진 규모 8급의 지진이 20% 정도의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내용이 기재됨.
- 도쿄전력은 2008년 장기 평가에 기초해 원전 부지가 침수되는 높이 15.7m의 지진 해일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정리한 적이 있음.

피고들은 장기 평가가 신뢰성이 없고 대규모 지진 해일은 예측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① 장기 평가는 과학적으로 신뢰성이 있고, ② 도쿄전력의 2008년 지진 해일 발생
가능성을 예측했는데도 의심하고 대책을 연기한 것은 불합리하며, ③ 원자로 건물과 중요
기기실에 침수 대책을 세웠다면 중대 사고는 피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결 내림.
- 법원은 피고 5명 중 고모리 전 상무의 경우 취임 시기가 2010년 6월이므로 대책을 지시
했어도 2011년 3월 지진 해일 사고에 대한 대응은 시기상 불가능했다며 배상 책임에서
제외함.
1) 2022년 7월 19일 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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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4명에게는 폐로와 오염수 대책비용이 1조 6,150억 엔(약 15조 3천억 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7조 834억 엔(약 67조 4천억 원), 방사능물질 제거와 중간 저장 대책비용
4조 6,226억 엔(약 44조 136억 원)으로 총 13조 3,210억 엔(약 126조 8,600억 원)의
배상을 명함.
■ 한편, 일본 대법원은 6월 17일 후쿠시마 사고 피난 주민들이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

에서 정부가 도쿄전력에 장기 평가와 2008년의 도쿄전력 지진해일 추산에 따라 방조제 설치와
건물 내 침수 방지 대책을 지시했어도 실제 발생 지진해일의 규모가 초대형임에 따라 피해를 피
할 수 없었다며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음.

◉

일본 원자력사업자, 2021년도분 후쿠시마 사고 배상 부담금 감액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2016.09.26., 内閣官房 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の概要 2011.0８.,
一般社団法人エネルギー情報センター新電力ネット 運営事務局 2017.02.16., 朝日新聞 2022.07.04./07.05.,
経エネルギーNext 2020.08.21., 東京新聞 2022.07.05., 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説明資料 2022.06.

■ 일본 비영리단체인 CNIC(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의 7월 4일 조사에 따르면

도쿄전력 후쿠시마 사고의 배상금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사업자가 매년 원자력손해
배상·폐로 등 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에 지급하는 일반 부담금의 금액이 2021년도(2021.4
~2022.3)에 이전 년도보다 총 293억 엔(약 2,790억 원) 감액됨.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배상의 경우, 도쿄전력이 정부의 인가법인인 지원기구에서 필요
자금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대형전력사가 매년 부담금을 지원기구에 납부 중임.
- 일반 부담금은 매년도 지원기구의 제삼자 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된 후 기구가 경제산업성 장관에 신청해 장관의 인가를 통해 결정됨.

해당 배상금은 2020년 10월 전까지 본래 도쿄전력을 포함한 일본의 원자력 사업자 11개
사※가 일반 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지원기구에 납부해왔지만, 2020년 10월부터는
원전을 보유하지 않는 신전력사도 전기요금에 포함된 송전망 이용료를 통해 약 40년간
매년 약 600억 엔(약 5,713억 원)을 부담 중임.
※ 원자력사업자는 오키나와 전력을 제외한 대형 전력 9개 사와 일본원자력발전, JNFL(Japan Nuclear Fuel
Limited, 日本原燃) 총 11개 사임.

- 2016년 4월 전력 소매 자유화 시행 전에는 전력소비자들이 대형 전력사에 지불한 비용
중 일부가 지원기구로 납부되었지만, 자유화 시행 이후 신전력사로 이동한 소비자들은
배상금 지불하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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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배상 비용 부족을 우려해 신전력도 송전망 이용료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약 40년간 매년 약 600억 엔(약 5,713억 원)의 일반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조치
함.

지원기구는 전력 소매 자유화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 심화와 연료비 급등으로 경영
수익이 일제히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 원자력 사업자의 2021년도(2021.4~2022.3)
일반 부담금을 감액함.
- 일반 부담금이 2013~2020년도 총 1,630억 엔(약 1조 5,522억 원)에서 총 1,337억 엔(약 1조
2,731억 원)으로 감액됨.
-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도쿄신문의 취재에 “2021년도 일부 전력회사는 적자에 빠지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했고, 감액하지 않으면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설명함.
■ 한편, 신전력사의 전기요금에서 회수한 일반 부담금은 2020년도(2020.4~2021.3)의 경우

사실상 2020년 10월부터 회수를 처음으로 시작해 금액이 연간 회수 예정 금액의 절반인 약 300억
엔(약 2,856억 원)이었으며, 2021년도(2021.4~2022.3)에는 본래 연간 회수 예정 금액인 약
600억 엔(약 5,713억 원)을 변동 없이 회수함.
<일본 원전 사고 배상 비용 회수 흐름>

자료: 毎日新聞 (2016.09.08.)을 토대로 작성자 편집 ․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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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력회사 등이 부담하는 후쿠시마 사고 배상 비용>

자료: 東京新聞 (2022.07.05.) 토대로 작성자 편집 ․ 작성

◉

일본 주고쿠전력, 원전 주변 지자체와 방재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합의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2022.06.10., 島根県 2020.10.12., 共同通信 2022.07.06.,
朝日新聞 2022.07.07., 島根県 , 中国電力 웹사이트 최종검색 2022.07.20.

■ 시마네 2호기(820MW, BWR)를 운영 중인 일본 주고쿠전력과 원전 인근 광역자치단체인 돗토

리현은 7월 6일 원자력 방재에 관한 재원 협력 협정을 체결함.
주고쿠전력은 6월 2일 재가동 심사 중인 시마네 2호기(820MW, BWR) 재가동을 위해
반경 30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재가동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는 돗토리현의 기초
지자체인 요나고시와 사카이미나토시가 포함됨.
이에 따라 돗토리현은 현과 요나고시, 사카이미나토시의 원전 방재 대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닌 직원 인건비 등을 주고쿠전력이 2022년도부터 5년간 매
년도 최대 1억 8천만 엔(약 17억 원)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함.
- 돗토리현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방재 관련 인건비를 2015년부터 주고쿠전력의 기부금
으로 설립한 돗토리현 원자력방재대책기금을 활용해 지출해왔지만, 이번 협정 체결로 안정
적인 재원의 기금 적립 ․ 활용이 가능해짐.
- 해당 기금 중 일부 금액은 매년도 요나고시와 사카이미나토시에 원전 방재 대책 경비 명목
으로도 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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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쿠전력이 매년도 지급하는 금액은 매년도 돗토리현과 양자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향후
정부가 원전 방재 관련 모든 비용을 지원해줄 시에는 협정 효력이 상실됨.
■ 한편, 주고쿠전력은 시마네 2호기 바로 옆에 3호기(1,373MW, ABWR)의 건설도 진행 중임.

해당 원자로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05년 12월 착공해 후쿠시마 사고 발생 다음 달인 2011년
4월 기준 공정률이 93.6%이었으며, 2018년 8월 규제위에 신규제기준에 따른 적합성 심사를
신청해둔 상태임.

◉

일본 경제산업성, 올여름 추가 설비 운영 통한 공급예비율 다소 개선 전망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2022.06.24., iJAMPポータル 2022.06.30.,
資源エネルギー庁 2022.06.30., 新電力ネット07.07.

■ 일본 경제산업성이 6월 30일 발표한 7~9월 공급예비율 전망은 경제산업성의 추가 발전설비

확보를 통해 5월 예측치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발표 내용에 따르면 7월 공급예비율은 도호쿠, 도쿄, 주부 3개 구역이 기존 3.1%에서
3.7%로 개선되고, 호쿠리쿠, 간사이, 주고쿠, 시코쿠, 규슈 5개 구역은 3.8%에서 3.7%로
감소함.
- 8, 9월 공급예비율 또한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월 예측치인 4.4%,
5.6%에서 각각 5.7%, 6.2~6.3%로 개선됨.

이번 예측에서 예비율이 개선된 원인으로는 경제산업성의 추가설비 공모를 통한 휴지
(休止: 장기간 정지) 발전소의 가동, 간사이 전력 미하마원전 3호기(826MW, PWR)의
운전 계획 변경을 들 수 있음.
- 경제산업성은 5월 20일에서 6월 3일까지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두 구역을 제외한 8개 구역
에서 추가 설비를, 오키나와를 제외한 9개 구역에서는 추가 발전량을 공모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활용할 1,357MW의 공급력과 930GWh의 전력량을 확보함.
- 간사이 전력은 현재 예방 정비 겸 테러 대책 설비 설치 중인 미하마 3호기를 10월 발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테러 대책 설비 공사 효율화를 통해 2개월 앞당긴 8월 초 원전을
가동하고 9월 6일 상업 운전을 시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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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홋카이도 잉여전력 해소를 위한 해저 송전선 설비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2022.05.27., 日本経済新聞, 読売新聞 2022.07.13., NHK 2022.07.14.

■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13일 홋카이도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 증설 등의 방침을 결정해,

일본 전국 단위의 전력 수급 조정을 담당하는 광역계통운영기관(Organization for Cross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ors, JAPAN, OCCTO)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청함.
송전선은 홋카이도와 수도권을 해저로 연결해 최대 2,000MW의 송전이 가능하며,
OCCTO는 향후 약 2년간 송전선 정비 계획을 수립해 2030년대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함.
- 홋카이도와 도쿄 간에는 지역 간 전력을 주고받는 연계선이 있지만 900MW까지만 송전
가능하므로 해저 송전선이 정비되면 연계선을 포함해 현재보다 송전 용량은 3배 증가하게
됨.

해저 송전선은 이번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총 약 8,000MW까지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투자비는 최대 2.2조 엔으로 추계되고, 비용은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할 전망임.
홋카이도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해 향후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가 예상되므로 경제산업성 등은 새로운 송전선을 정비하면 수도권의 전력 수급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홋카이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용량이 4년 전보다 태양광이 약 1.6배, 풍력은 약 1.5배로
증가했고, 2022년 5월 8일에는 홋카이도 전력이 공휴일 전력 수요 감소를 전망해 자사
최초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오후 12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최대 190MW의 출력 제한을
시행함.
■ 한편, 경제산업성은 이번 해저 송전선 계획과 별도로 지역 간의 잉여 전기 융통 용이성을

위해 홋카이도~도호쿠, 도호쿠~도쿄, 도쿄~주부를 연결하는 연계선도 2027년도까지 확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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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 전력 수요에 대한 태양광 ․ 풍력발전 도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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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ほくでんネットワーク 웹사이트(2022.05.26.）

◉

중국, Haiyang 3호기 착공
World Nuclear News 2022.07.15.

■ 중국 상하이 원자력 연구설계원(Shanghai Nuclear Engineering Research and Design

Institute, SNERDI)은 CAP1000을 사용한 Haiyang 3호기(1000MW, PWR)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7월 7일 시작했다고 발표함.
CAP1000은 미국 Westinghouse가 개발한 가압경수로 AP1000를 현지화한 노형으로 6월
28일 착공한 Sanmen 3호기(1000MW, PWR)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임.
이번 착공은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허가한 Haiyang 3 ‧ 4호기, Sanmen 3 ‧ 4호기,
Lufeng 5 ‧ 6호기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됨.
- 건설 승인 이후 5월 중국 CNNC는 Sanmen 3 ‧ 4호기 및 Haiyang 3 ‧ 4호기의 1차 건물과
설비 구축을 위해 중국 CNI22, CNI24, CNI5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AP1000을 사용한 Haiyang 1 ‧ 2호기(총 2,340MW, PWR)는 각각 2018년, 2019년부터
상업운전 중이며 연 약 20TWh의 발전량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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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Haiyang 원전 운영사 산둥원자력공사(Shandong Nuclear Power Company, SNPC)는

지역 난방사와 협력하여, Haiyang 1 ‧ 2호기를 활용한 지역난방을 2020년 11월부터 일부 가구에
공급 중이며 Haiyang 3 ‧ 4호기 완공 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SNPC는 올해 열수송을 위해 120km 길이의 배관을 추가로 건설해 원전으로부터 약
200㎢ 이내에 위치한 약 1백만 명에게 2023년부터 난방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