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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첫머리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변화를 고찰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타 발전원과의 비교시점
에서 분석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안전대책 검토과 원전
의 해외건설 리스크 검정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우리나라 원전정책의
향후 과제를 고찰



Ⅱ. 후쿠시마원전사고전후로한
일본의원자력발전정책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기본 전략

• 일본의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정책의
기본전략은 원자력위원회(2005)가 발표한
「원자력정책대강」에 명시되어 있슴

• http://www.aec.go.jp/jicst/NC/tyoki/taikou/kettei/eng_ver.pdf
(원자력정책대강 영어사이트)

• 이 「원자력정책대강」에는 원자력에너지를
에너지 안전보장과 기후변화 대책으로서
뿐만아니라 해외유망 수출산업으로 인정하고
있슴

후쿠시마원전 사고 전

http://www.aec.go.jp/jicst/NC/tyoki/taikou/kettei/eng_ver.pdf


원자력정책대강의 3대 가이드라인

(1) 현유 원자력발전시설의 최대한 활용

(2)개량형 경수로를 2030년까지 채택

(3) 고속증식로(fast breeder reactors 

(FBRs))를 2050년까지 상업화운전 개시

후쿠시마원전 사고 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21기 가운데
월성 1~4호기만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이고 나머지 17개는 모두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로 이루어져 있슴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수로는 우라늄가운데 핵분열을 하는
우라늄-235가 전체의 2~5퍼센트가
되도록 천연우라늄을농축한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반면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사용. 
중수로는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들지 않지만, 대신값이 비싼
무거운 물만골라 사용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슴

【참고】

http://blog.naver.com/atomkaeri


가압형 경수로와 비등형 경수로
【참고】

http://img.etnews.com/photonews/1605/799363_20160506104549_016_0001.jpg
http://img.etnews.com/photonews/1605/799363_20160506104549_016_0001.jpg


가압형 경수로
【참고】



비등형 경수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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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후쿠시마원전 사고전의 전원구성 계획

Source: 경제산업성(2009) 에너지장기수급전망

원전비중
약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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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후쿠시마원전사고원인

1.지진에의한사고 2.쓰나미에의한사고

외부전
원상실

원자
로자
동정
지

내부전원에
의한냉각
기능유지

쓰나미
로인한
기능정

지

침수로
인한

기능상실



1.3 사고후후쿠시마원전상황

압력용기및
격납용기일부
손상, 수소배출

원자로안에
충만했던

수소가폭발

핵페기물저장
소에서

수소폭발

연료봉
손상

냉각효과 상실로
수소발생

사용
후

핵폐
기물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http://sesounews.up.seesaa.net/image/E58E9FE799BAE4BA8BE695851.jpg
http://sesounews.up.seesaa.net/image/E58E9FE799BAE4BA8BE695851.jpg


18





1.4 사고후후쿠시마원전상황

멜트다운(노심용융)

상당량의
핵연료낙하

일부의
핵연료낙하

노심안에는 핵연료
없었 으나 사용후
핵연료시설에서

수소폭발
수소폭발

수소폭발후 가
건축완성



1.5 사고처리의최대난관용융노심철거
●압력용기 뚜껑을 제거하고 용융 노심을 철거하기까지

향후 20～25년 소요
●원자로시설 완전 철거까지 향후 30～35년 소요 즉,      .  

2040～2050년에야 폐로가 완료예정 .



1.5(1)



1.6 두번째난관오염수처리

원자로부근
지하수 퍼 올

려서 따로저장
지하수

하루천톤

저장탱크로

원자로 주변
통토처리로

지하수
해양유출억제

산에서 흘러오는 지하수 저장탱크로

오염수 대책
해수 차단벽 설치



오염수정화처리

해수배관트랜치

지하수트랜치

해수차단벽

지하수바이패스

서브드래인

육지측차단벽

1.6(1)



실효방사선량추이

출처; 동경전력(2017)

1.6(2)



오염수량실제와예측치

출처; 동경전력(2017)

1.6(3)



오염수의저장탱크1.6(4)



1.7  세번째난관오염토양처리
후쿠시마현내의 오염토양은 약 2200만㎥、동경돔의 약 18개 분



1.7(1)



1.7(2)



1.8일본의 원전가동, 중지 및재가동
신청현황(2018년5월말)

2018년3월
14일부터
재가동

1816

2018년3월
27일

폐로결정

2017년12월13일
히로시마재판소
재가동중단결정



1.9  신규건설중단시일본의원전발전용량추이



1.10  일본의전원별발전량추이

원전가동제로시기
2012년5월5일～7월1일
2013년9월15일～2016년 1월30일



1.11  일본의온실가스배출량추이

http://www.jccca.org/chart/img/chart04_01_img01.jpg
http://www.jccca.org/chart/img/chart04_01_img01.jpg


(사고당시의방사선량) (사고 5년후의방사선량)

반경20km

반경
80km

1.12  사고후 5년경과시점에서반경 80km이내평균
방사선량은 71% 감소

반경
30km



사고 지역 피난자 상황
(2018년2월말 현재)

후쿠시마현 50,566명
미야기현 14,026명
이와떼현 9,766명

계 74,358 명

1.13 후쿠시마원전사고지역피난민상황

피난지시 해제 지역

귀환 규제 지역

반경 20km

＊최대피난 시점
2012년2월 후쿠시마현 160,107명

http://www.pref.fukushima.lg.jp/img/portal/template02/ez20170401.png
http://www.pref.fukushima.lg.jp/img/portal/template02/ez20170401.png


1.14  귀환에대한주민의식조사(2017년3월)

돌아가고싶다
판단이 안섬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귀환 완료했슴



1.15  원전에대한일본국민의이미지

2011년3월
후쿠시마원전사고

국민의 70% 가까이가 위험하다고
대답, 후쿠시마사고 전후로

위험하다는 이미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슴

불안

위험

필요

필요하다는
대답은 사고

전후로
35%에서

20%이하로
감소

출전;일본원자력문화재단「원자력발전에대한 국민 여론 조사」,2017.2

(응답자수, 전국1200명)



1.16  일본국민의원전관련국가및사업자등에대한
신뢰도

출전;일본원자력문화재단「원자력발전에대한 국민 여론 조사」,2017.2

(응답자수, 전국1200명)

원자력전문가

원자력사업자

국가

자치단체

신뢰함

신뢰하
는편임

모르겠
슴

신뢰안
하는편

신뢰안함



1.17  일본원전의주요사고일지

• 1978년11월2일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3호기 사고

⇒일본에서 최초의 임계사고 --비등형의 원자로에서 조작의 잘못으로 원자로내압력이

높아지고 제어봉이 이탈, 사고발생 29년후의 2007년3월22일에 발각. 

• 1989년1월1일도쿄전력후쿠시마제2원자력발전소 3호기사고

⇒원자로 재순환 펌프 내부가 균열되고 노심에 다량의 금속 파편이 흘러들어감(레벨2) 

• 1991년2월9일간사이전력미하마발전소 2호기사고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1개가 파손되고 55톤의 일차냉각수가 누출되어

비상용노심냉각 장치(ECCS)가 작동(레벨2) 

• 1991년4월4일중부전력하마오카원자력발전소 3호기사고

⇒오신호에 의해 원자로 급수량이 감소하고 원자로가 자동정지(레벨2) 

• 1997년3월11일핵연료개발사업단동해재처리시설아스팔트고착화시설화재폭발
사고

⇒저수준 방사성물질을 아스팔트 고착화하는 시설에서 화재발생, 폭발(레벨3) 

• 1999년6월18일호쿠리쿠전력시가원자력발전소 1호기사고

• 1999년9월30일도카이무라JCO핵연료가공 시설임계사고

⇒일본에서 3번째의 임계사고로, 작업원 2명이 사망 (레벨4) 

• 2011년3월11일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노심용융·수소폭발 사고(레벨7)



1.18  원전입지지역에대한교부금
(건설기간 10년, 가동기간 40년 계 50년간총 1384억엔)



에너지기본계획의전면수정

구체적인방향

①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② 「수요측면」을 중시한 정책
③ 「소비자」·「 생활자」・ 「지역」을 중시한 에너지 정책
④국력을 유지하고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⑤ 다양한 전원과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①수요자의 생활양식과 사회 인프라스트럭쳐의 변화를 시야에
넣은 에너지절약, 절전대책의 획기적 강화

②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을 최대한 가속화
③천연가스로의 시프트와 화석에너지의 클린화 이용
④원자력발전 의존을 가능한 삭감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2010년대비 약10%감소

2010년
2030년

원전제로
시나리오

2012년 당시의
에너지

기본계획

주： 실제 현행에너지기본계획상의 원전53%는 코제네레이션 등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에너지환경회의(2012)

화력

재생가능
에너지

원자력

1.19 2012년 민주당정권의 2030년의원자력제로시나리오



petro

(22～
24%)

(20～22%)

(27%정도)

(26%정도)

(3%)

2030
(계획)

신재생

원전

LNG

석탄

지열 1%정도

바이오매스
3.7 ~4.6% 

풍력 1.7% 

태양광 7%

수력
8.8 ~9.2%

10,650억kWh

(43.2%)

(30.3%)

(14.9%)

2013
(실제)

10.7%

9,666억kWh

출처;  경제산업성(2016)

1.20   2016년 자민당 정권의 전원구성 계획



1.21   일본의 온실가스 추이와 장기 삭감계획

2030년에 2013년
대비 26%삭감

2050년에 80%삭감

(억톤)



1.22   2018년4월 경제산업성의 2050년
국가에너지계획

2050년
파리협정

등을
준수하고
탈탄소
사회로
이행

상기에너지계획을추진해나갈 신조직의창설

●신재생에너지를주력에너지로 .
신재생에너지 ＋축전지(자연의 변화를 수용)           

●수소에너지등신에너지기술 개발강화 .
신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수소전환을 주도)

●탈탄소화의 선택으로서 원자력에너지 .
신재생에너지＋원자력을 탈탄소 에너지로 선택

●비효율적인 화석에너지의 훼이드아웃 .

원전 및 신재생의
전원구성은 종전과

변화없슴



Ⅲ．원자력발전의경제성평가



Ⅲ.1 코스트검정위원회의 경제성
평가(2011년～2014년)

http://www.enecho.meti.go.jp/info/committee/kihonmondai/8th/8-3.pdf

본절은 하기의 코스트검정위원회자료(일본 정부(내각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슴

http://www.enecho.meti.go.jp/info/committee/kihonmondai/8th/8-3.pdf


3.1  후쿠시마원전 사고 전의 일본 정부의 주요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시산(2004년)

출처;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2001,2004,2009)

발전비용
(엔/kWh)

태양광 대형풍력 대형수력 LNG화력 원자력 지열

일본정부가동시산을
근거로원전이코스트가
가장싼전원임을내세워
원전추진의합리성을

제창하였슴



검정의 기본방침

①사회적 비용의 추가

②재생 가능 에너지등의 전원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의 가능성, 
화력발전의 장래비용 상승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2020년, 2030년시 점의 모델플랜드의 비용도 분석

③에너지 절약등 수요 주도의 에너지 선택의 시산

④계산 근거의 공개

환경대책비용(CO2 대책비용), 사고리스크대응비용, 정책경비

3.2  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원전의경제성
평가를검정, 재시산



3.3   원자력발전코스트의개념

광의의 발전코스트

협의의 발전코스트

●자본코스트
●운전,유지관리 비용
●연료비용
●핵연료 싸이클 코스트

(핵연료 처리비용 등)
●폐로 비용

●CO2대책 비용

비용 산입이
쉽지않은 비용

●사고리스크
비용

●정책 비용 등
기타 외부비용

통상 발전비용으로
산정되지 않으나

고려가 필요한 코스트

●연구개발비용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액 등



3.4    발전비용의지불주체

발전비용의유형 지불주체

발전비용 발전을위한 직접
비용

전력회사

발전후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

전력회사(단, 장래의
비용에대해서는 불확실)

사회적비용 정책비용 공적자금(국민)

사고비용 지불책임은 발전사업자
(단, 대개는 사실상 국가
(국민)가 지불



OECD 가 채용하고 있는 「운전 연수균등화 발전 원가 계산법」 (소위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법)와 같은 방식. 
향후 가동을 시작하는 플랜트의 발전 단가를 평가하는데 적당한 방법. 

2010년, 2020년, 2030년에 각각 신규운전을 시작하는 모델 플랜트
를 상정하고 그들이 가동 연수에 걸쳐 매년 발생하는 전기 비용의
합계를 해당가동 연수 기간 동안에 상정되는 총발전량으로 나누는
방식(단위:엔/kWh)

자본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환경대책비(CO2)＋ 사고리스크 대응경비＋정책비용

----------------------------------------------------------------------------------------

총발전량

사회적
비용의
추가

3.5  모델플랜트방식의계산근거



3.6   원자력발전의발전비용계산

발전비용에 대해서는 할인율 3%, 설비 이용율 70% 
(2009년도 실적은 65.7%),가동 연수 40년으로 시산

기술혁신 요소등의 가격저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2010년과 2030년의 모델

플랜트의 발전비용의 차이는 없슴

건설비가 35만엔/kW로 추산되어 20 04년 시산에 비교하여
7만엔 상승.  할인율 3%로 적용하면 2.5엔/kWh 으로 시산
(04년 시산대비 +0.2엔/kWh) 

(1) 자본비

건설비의 상승에 따른 수선비용이 +0.32엔 상승, 제 비용의
상승에 의해 +0.52엔 상승, 인건비의 상승(+0.16엔) 등을

고려,  할인율 3%로 적용하면 3.1엔/kWh으로 시산
(04년 시산대비+1.0엔/kWh)

(2) 운전유지비



(3)핵연료사이클비용-1

재처리모델
사용후핵연료 전량을

재처리 리사이클

현상모델
사용후핵연료 전량을
적정기간저장 재처리

직접처분모델
사용후핵연료 전량을
중간저장후 재처리

백앤드비용

프론트앤드비용

우라늄연료 고준위폐기물처분

백앤드비용

프론트앤드비용



방사능의반감기(半減期)
(플루토늄239의경우)

반감기
약2만4천년

(3)핵연료사이클비용-2



사용후핵폐기물의중간저장

습식저장 건식저장

(3)핵연료사이클비용-3



롯카쇼무라재처리공장문제

1.1992년 우라늄농축시설, 1992년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센터, 1995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센터 설치

2.사용후 핵폐기물 재처리시설은 1997년 완공예정이었으나 계속된 사고와
고장 등 트러블 발생으로 23차례 연기되어 현재로서는 2021년에 완공예정
재처리시설 건설비용은 당초 7700억엔으로 예정되었으나 현재까지 2.2조엔을 투입

3.현재까지 롯카쇼무라 관련 총 투자 및 운영비용은 13조 9천억엔

(3)핵연료사이클비용-4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2/Rokkasho_2.JPG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2/Rokkasho_2.JPG


도까이(東海) 재처리시설 폐기문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8년6월13 일 정례회의에서사용후핵연료에서플루토늄등을
추출하는일본국내최초의재 처리공장＇도카이재처리시설」(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이바라키현도카이무라)의 폐ｒｌ조치계획을인가.
●가장위험이우려되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대해서 2028년말까지유리고체화처리를
완료예정. 
●동처리시설의전체폐기작업은약 70 년이소요되며재정자금약 1 조엔이투입예정.



각원전의 사용후핵폐기물의저장상황

(3)핵연료사이클비용-5



사용후 핵폐기물 임시저장 상황



고준위방사능폐기물의
지층처분(지하300미터이상)

(3)핵연료사이클-6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TDqqwrQKcRYi5M&tbnid=_j0JhBMhSZCsCM:&ved=0CAUQjRw&url=http://www.asyura2.com/13/genpatu31/msg/890.html&ei=QkPJUfGIKojxkQX3v4G4BQ&bvm=bv.48293060,d.dGI&psig=AFQjCNH1f2fhfQLY8OpC8h00O9QPEwGPYQ&ust=1372230686735033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TDqqwrQKcRYi5M&tbnid=_j0JhBMhSZCsCM:&ved=0CAUQjRw&url=http://www.asyura2.com/13/genpatu31/msg/890.html&ei=QkPJUfGIKojxkQX3v4G4BQ&bvm=bv.48293060,d.dGI&psig=AFQjCNH1f2fhfQLY8OpC8h00O9QPEwGPYQ&ust=1372230686735033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사고를 근거로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 
금번의 모델 플랜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강구하는 전제로 시산. 

추가적 안전대책비용 억엔

긴급안전대책 118

비상용발전 설비 17

외부전원의 신뢰성확보 26

심각한 사고에의 대응 13

기타(각 발전소의 독자적 대책) 50

추가안전대책비용의 시산

이상의 194억엔을 건설비로서 추가하고, 설비 이용율 70%을
전제로 하면 발전 단가는 0.2엔 /kWh 상승

합계 194

(4) 추가안전대책비용



(5) 정책경비-1

관계부처로부터 수집한 최근의 예산(2011년) 중 「입지」
「방재」 「홍보」 「인재육성」 「평가·조사」 「발전 기술개발」
「장래 발전 기술개발」에 관련되는 예산액수를 발전
비용에 추가
현재, 주된 전원으로서 년간의 총발전량이 500억kWh 을
넘고 있는 전원에 대해서 2011년도의 예산액수(3182.9 
억엔)를 2012년도의 총발전량으로 나눈 비용을 계상

전원별 정책경비로 인한 발전단가 상승분

열병합
바이오
매스



자료; 코스트검정위원회(2011)

각 전원별 재정자금지원 현황
(2011년 예산액, 단위;억엔)

열병합 바이오
매스

(5) 정책경비-2



(6) 사고리스크대책비용-1

(i)손해 기대치를 산출하는 방법
⇒모델 플랜트에 대해서, 단위발전량당의 사고에 의한 손해 기대치를 검산

(ii)상호부조의 사고방식에 근거하는 방법
⇒사업자간에서의 상호부조의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사업자끼리
일정 기간 지불할 경우의 비용을 산출

1년간 사고발생 확율



원자력발전 사고가 일어날 확율

A) 1.0×10-5:국제 원자력 기관(IAEA)이 설정하고 있는 기원자로의 조기 대규모
방출 사고에 대한 안전목표에 준거.  10만원자로년에 일 회의 사고발생 빈도. 
일본에서는 2000년에 한번, 세계에서는 230년에 한번밖에 대형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 사고방식. 

B) 3.5×10-4: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실적에 근거. 14353원자로년에
5사고발생.  일본에서는 57년에 한번 세계에서는 10년에 한번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상당.

C) 2.0×10-3: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실적에 근거. 1494원자로년에
3사고발생.  일본에서는 10년에 한번, 세계에서는 거의 1년에 한번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상당. 

일본국내의 원자로는 50기, 세계의 원자로는 430기를 전제

1979년스리마일원전사고,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

(6) 사고리스크대책비용-2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로 추가적인 폐로비용이 약1.2조엔, 손해 배상
비용이 일과성의 분을 약2.6조엔, 초년도 분을 약1.0조엔, 2년도이후의
손해분(단년도분)을 약 0.9조엔으로 추정. 
이 비용을 모델 플랜트로 보정하여 하한으로서 5.8조엔으로 가정. 

본시산에서는 (i)의 손해 기대치의 계산방법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서 채용하기 는
어렵다고 하는 판단. (ii)의 상호부조에 의한 사업자부담의 제도를 전제로 한
방법을 채택하여 손해액에 대해서는 현시점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참조

구체적으로는 원자력사업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상정하여
손해액을 사업자간에서 서로 부담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모델 플랜트가
가동하는 40년간의 비용부담을 사고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서 시산

시산의 결과 일본에 있어서의 원자력발전의 발전량을 2010년도 의
2,722억kWh로 하면 사고리스크 대책비용의 발전비용은 0.5엔/kWh 

손해액이 1조엔 증가하면 사고 리스크 대응 비용은 0.1엔/kWh 증가.
10조엔 증가로 0.9엔/kWh,  20조엔 증가로 1.8엔/kWh 증가. 

(6) 사고리스크대책비용-3



◎고농도오염 대책비용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중간저장 시설의 정비

비용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최종처분 관련 비용
◎생명·신체적 손해
◎정부에 의한 항공위험 구역 및 비행 금지 구역의 설정에

의한 손해 등
◎지방 공공단체등의 재산적 손해

산정에포함되지않은 사고리스크대책비용

상기비용에 대해서 현시점에서는 예상하기 어렵거나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금번 산정된 사고리스크 대책비용은 하한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슴

(6) 사고리스크대책비용-4



5.9 yen 5.9 yen

+1.4 yen

+1.1 yen

+0.5 yen 이상

2004 시산 2011 시산→2016년시산

(40년, 가동율70% , 
할인율3%  )

자본비용
+0.2엔/kWh

유지보수비용
+1.0 엔/kWh

핵연료사이클비용
-0.1 엔/kWh

추가안전대책 비용
+0.2 엔/kWh 

→0.6엔/kWh

정책경비
+1.1 엔/kWh
→+1.3엔/kWh

사고대책 리스크비용
*최저 0.5엔/kWh
*비용 1조엔 증가시 마다

0.1엔/kWh 상승

3.7  후쿠시마원전사고후의 원자력발전
비용증감요인

8.9엔/kWh 이상(2011년 시산,피해액 11조엔시산)
→10.2엔/kWh 이상(2016년 시산,피해액 22조엔시산)

정책비용,사고대책, 
피해비용 등을 거의
고려치않은 시산

출처;경제산업성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에따르면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스
템 비용은발전라이프타임의 균등화 발전원가 (LCOE)에서보면, 2015 년 시점에서
의 발전원가가 0.13 $ / kWh에서 2025 년에는 0.05 $ / kWh로 약 60 % 저하되어 태
양광 발전은석탄 · 가스 화력발전의 0.05-0.10 $ / kWh에 비하면가장 저렴한발

전 형태가될 것으로 추정

출처;

3.8 태양광발전평균단가전망



【참고】



Ⅲ.2 일본경제연구센터등의원전
코스트시산



2013년
정부측시산

2016년
정부측시산

2017년 일본경제
연구센터시산

후쿠시마
원전
관련비용

폐로,오염수처리 2 8 11~32 ①

손해배상 5.4 8③ 8.3

오염제거비용 2.5 4
30 ②

오 염 토 양
중간저장시설

1.1 2

계 11 22 50~70

전체원전
관련비용

조기폐로비용 0.2 0.2 0.2

기타폐로비용 2.9 2.9 2.9

최종처분장 3.7 3.7 3.7

고속증식로비용 1.6 1.6 1.6

핵연료사이클비용 10 10 10

주; ①오염수처리는저장분 100만톤을희석하여해양방출시에는 11조엔, 오염제거하여방출시에는
32조엔을계상(처리비,2000만엔/톤)

②오염토양 2200만㎥를저준위방사성폐기물매립비용을계상(80억~190억엔/만톤)
③일인당, 귀환곤란지역 1450만엔,피난지시가해제된지역 850만엔, 긴급피난준비지역 180만엔

출처;경제산업성(2016), 일본경제연구센터(2017)

3.9 후쿠시마원자력사고이후원자력관련추가
비용추산(2013년시점과현재와의비교등)                                단위; 조엔

원전손해
보험은

1200억엔
에불과, 
동경전력
의지불

능력은2조
엔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국민부담



まとめ

3.10 일본경제연구센터에의한원전의발전비용시산
(엔/kWh)

출처; 일본경제연구센터(2017) 시산임

기본시나
리오

핵연료사이클비용 . 

사고 리스크 대응비용 .



3.11  주요전원의 2030년 발전코스트의비교

출처;원자력은 자연에너지재단(2013) 시산, 기타는 일본 정부 시산

원자력 석탄 가스 태양광(주택)    풍력

원전건설비용을 후쿠시마 사고 전의
kW당 약 33만엔 이아닌 시고후 시산한

영국힝클리포인트C 원전건설비용
134만엔으로 계산할 경우

하지만
사고로인한
현지 지가, 
농수산물가

격하락, 
관광수입감

소 등은
반영되지
않고 있슴

원전
건설비용

상승경향을
고려하면

장래는 더욱
상승가능성

높슴



Ⅳ．후쿠시마원전사고후의원전
안전대책과원전건설비용



4.1  일본의원자력추진및규제기관

경제산업성
발전용원자로,핵연

료사이클

내각부
이용개발 심의,
안전지침정비

문부과학성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원자력

자원에너지청 원자력위원회
연구개발국의

일부

추진
기관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학술

정책국

규제
기관

후쿡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폐지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일원화

환경성의
외청으로

설치



4.2 신 규제기준

자연현상에 대한 고려

화재에 대한 고려

전원(電源)의 신뢰성

그밖의 설비의 성능

내진・쓰나미성능

1. 테러대책(신설)

의도적인 항공기충돌 대응

2. Severe Accident 대책(신설)

A.방사성물질의 확산 억제대책

B.격납용기파손 방지대책

C.노심손상 방지대책(복수 기기의
고장상정)

3. 강화 또는 신설

A.내부 침수에 대한 고려(신설)

B.자연현상에 대한 고려(화산・돌풍・
삼림화재를 신설)

C.화재에 대한 고려

D.전원(電源)의 신뢰성

E.그밖의 설비의 성능

4. 강화

내진・쓰나미성능

구 안전기준
(설계기준)



4.3  신규제 기준하에서 요구되는 대책

중대사고

대책

필터부착벤트장치（비등형의경우）

시고시 사령탑이 될 긴급대책장소

전원차 및 펌프의 배치

항공기 추락 등의 테러 대책

지진및

쯔나미대책

활단층은최대 40년만년전의지층까지조사

원전의 직하 활단층이 있을 경우 가동 불허

동일본 쯔나미를 고려하여 최대규모의 쯔나미를 상정

침수를 방지하는 방조제 및 원전내 침수 방지용 차단막

설치



개 요(그림)

81

【참고】



【참고】



해수 PIT

83

【참고】



84

【참고】



85

【참고】



1. 원자로 및 원전의 본질적 Risk 해결은 아님
주변설비의 증강에 의한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슴

일본규제위원장의 발언→”적합성의 심사”일뿐
1)적합성 여부의 확인일 뿐,  “절대안전의 보장은 아니다”.

2. 입지지침의 적용 배제
.입지심사지침(1964년)의 근본적 개정이 없다
사고시 부지경계의 피폭선량 및 거리(distance)등의

“입지조건”과,  주민 및 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중대사고대책과 설계기준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

3. 기준지진동의 평가법 및 기준쓰나미의 근거 부족

4. 방재(피난)계획의 실효성 확보 의문시
낙관적인 전제조건의 설정

86

4.4 신규제기준에대한 일본내이슈



4.5 일본의재가동(PWR, 5기)과지자체

1. 사업자(토쿄전력)의 신뢰상실

(1)Melt down기준(5%)내규의 은폐(2016.2의 공표),   

(2)카시와자키가리와원전의 내진성 조작

2. 니이카타현(新潟県) 전문위원회의 독자검증

(1)후쿠시마사고의 원인 해명

(2)후쿠시마사고가 주민에게 미친 건강에의 영향

(3)지역의 사고시, 주민피난계획의 실효성

87



4.6  고등하는신규원자력건설비용

영국의 가압수형경수로(2기,320만kW) 건설비용
2013년10월시점 160억파운드 ⇒2014년10월시점 245억파운드
(영국 힝클리포인트 원자력발전)



4.7 해외원전사업진출과원전기업파탄

2000 년대들어 원전이 기후변화 대책의 유효한 수단으로도 인식되며 소위 '원
자력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였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기준이 세계
적으로 강화되어 원전 건설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비용이 증가하며 원전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레이크 배럿은 ＂원자력 산업은 엄격한 규
제 기준, 복잡화 된 원자로의 설계 비용, 업계 전체의 원전 건설 경험 부족 등의 과
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이 건설비의 상승을 초래하고있으며 원전의 상황을 악화
시키고있다＂고 말했슴

세계 원자력 협회가 2017년에 발표 한 리포트에 따르면, 구미에서는 원전 건설 비
용이 지난 20 년간 2-3 배 증가. 1998 년에는 1 킬로와트 당 2065 달러였던 미국의
원전 건설 비용이 2015 년에는 5828 달러까지 확대. 유럽에서는 2280 달러에서
7202 달러까지 상승했다고 함.



도시바는 2006 년 원자력 사업의 미래에 희망을 걸고 54 억 달러 (약 6100 억엔)를
투자, 웨스틴 하우스의 주식을 취득하여 매수. 웨스팅 하우스가 개발 한 세 번째 세
대 플러스의 가압 수형 원자로 "AP1000"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원
자로 수주를 목표로하였슴. 도시바는 2015 년에 웨스팅 하우스를 통해 원자력 발
전 관련 건설 서비스 회사 CB & I 스톤 앤 웹스터 (S & W)를 인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원전건설 사업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자산 가치가 취
득시의 수준을 밑도는 결과, 취득 가격과 순자산의 차이에 해당하는 갭이 수 천
억 엔 규모에 달해 이를 보전하기위해 도시바의 핵심사업부문인 반도체부문을
해외 업체에 매각하여야만 했슴

곤경에 처해있는 것은 도시바 만이 아님. 프랑스의 원자로 제조 업체 아레바는
핀란드에서 진행하고있는 유럽 가압 (EPR) 형 원자로의 건설에서 10 년 가까이
지연공사가 발생한 결과,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경영난에 빠졌슴. 프랑스
정부로부터 45 억 유로 (약 5500 억엔)의 자본 지원을받는 것과 동시에, 프랑스
전력 (EDF)에 원자로 사업을 매각하게되었슴.

그리고 프랑스 국내 건설중인 Flamanville III원전이 계속되는 공사지연과
비용초과로 발전비용이 120€/MWh으로 상승,엔화로는발전단가가
15.6엔/kWh로 이는 프랑스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비용의 2배가까운 수치임



4.8  도시바의 2017년5월15일 발표
2016년도(2016년3월～2017년3월) 연결결산

(단위; 억엔)

●WH는 도시바 편입후 미국에 8기,중국에 4기, 영국에3기, 인도에 6기의
원전을 수주, 이중 미국에 4기, 중국에 4기 계 8기가 건설중
●도시바는 원전건설비용의 증대로 7125억엔의 손실을 발표하였으나
채무보증 7935억엔과의 합계 즉 1조5000억엔이 실제 손실규모, 앞으로
중국수주분도 손실이 예상



4.9 발단은 미 원전업체인
웨스틴하우스의 매수

카자톰프럼에 10% 매각

SHAW Group으로부터 20% 매입(1,250억엔)

카자톰프럼
연방파산법 제 11조 신청

(재산관리인 지배하에 재건노력)

WH가 2008년 4월
미국AP1000계약/ 이후
항공기추돌사고 대책 및
설계변경, 추가 안전대책
대응으로 공기 지연, 추가
비용부담 발생



4.10  도시바의사업축소현황
●반도체부문의 한미일연합컨소시엄에 2조엔에 매각
●원전의 건설부문 철수
●가전 등 기타부문의 매각으로 자금 조달
⇒결과적으로 남은 사업은 사회인프라, 중전기, 원전의 일부

사업(해외 건설사업의 철수)

분사화후
과반주식을
해외자본에

매각

대규모손실
로사업축소

자금조달
위해매각

중소기업에
매각

캐논에매각



Ⅴ．일본의경험으로부터배우는
우리나라원자력정책의과제



5.1  세계주요국의전력소비량추이

（1990＝100）
중국

인도

한국

브라질

세계평균

일본

독일

러시아

출처;IEA(2017)



5.2  주요국의일인당전력소비량

캐나다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
중국
세계평균
브라질
인도



5.3 주요국의일인당전력소비량(2011~2015,kWh/인)

출처;일본전기사업자연맹



한국 ： 20%(2030)
일본： 22～24%(2030)

EU： 45%(2030)
독일： 40～45%(2025)
스웨덴： 40%(2020)

포르투갈： 60%(2020)
영국： 30%(2020)

프랑스： 40%(2030)
캘리포니아; 50%(2030)

중국; 26%(2030),60~80％(2050)

5.4 주요국, 지역의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계획



5.5  일본의신재생발전비중변화

2011년 발전량비중 2016년 발전량비중

수력을 재외한 신재생수력을 재외한 신재생



신재생전원의 설비용량추이 신재생전원에의한 발전량추이
수
력
제
외
신
재
생
전
원고정가격매입제도

(FIT) 도입

5.6  일본의고정가격매입제도이후의
태양광발전량추이



5.7  중국의 2050년 전원계획
(신재생에너지고위시나리오 )

출전; NDRC(2015) China 2050 High Renewable Penetration Scenario and Roadmap 

풍력
（32.5%）

태양광
（36.5%）

수력
（7.5%）

신재생
비중
약80%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원이라는 소위 원자력 신화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계기로 완전히 깨어졌슴

⇒원자력은 화석에너지원은 물론 머지않은 장래에 재생가능에너지원
보다도 비싼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음

⇒원전관련 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원자력정책 결정관련
민주적 절차에따른 국민적 합의 형성이 필요

원자력발전 사건사고관련 은폐체질의 근절과 방사능 리스크에대한
사업자 부담원칙의 적용

⇒핵연료세 및 핵폐기물세의 도입

도소매 전력시장의 자유화 추진과 원자력에대한 재정자금 지원의 축소
⇒원자력발전 전력의 시장화

원자력발전의 대체에너지로서 신재생가능에너지 개발보급정책의 강화
⇒일본은 2012년 7월1일부터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 실시

현재의 전력수요증가를 전제로한 공급관리 에너지정책에서 절전, 이용
패턴의 변경 등 수요관리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5.8  유럽주요국의원전정책동향

스웨덴
(10,0)

독일
(8,0)

벨기에
(7,0)

프랑스
(58,1)

영국
(16,7)

이탈리아
(0,0)

스위스
(5,0)

스페인
(7,0)

핀란드
(4,2)

축소 증대유지

(운전중, 건설중 기수)

2022까지
순차폐쇄

무기한
동결

순차폐쇄

순차폐쇄

원자력의존축소
78%에서

50%(2025년)



1. 원전안전규제의강화와신뢰성확보
규제내용(중대사고 대처시설 확보 등), 
규제의 프로세스, 안전관리의 투명성

2. 원전의 사업자책임의철저
핵폐기물 처리,사고대응(사고처리, 손해배상)의 사업자
책임

3. 원전사업에대한 재정지원의축소

4.해외사업의리스크관리 철저
비지니스모델을 세그멘트별로 전략적 대응
예를들어 수익성이 보장되는 기기공급,엔지니어링
부문과 리스크가 큰 토목,건축부문을 분리하여 수주대응

원전을당분간이라도유지하기위해서는

【안전대책비】 1. 이카타(2기)→약 1,700억엔(＋약 230억엔?)
2. 한국(23기)→약 1조1000억원



원전은상품으로서시장에서거래되기어려운특징을가지고있슴

●원전사업자뿐만아니라 정부조차도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함
●핵안전문제가 관련되며 원전이 지구환경과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슴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명과 환경에 치명적이며 사업자는 아무래도 정부에

의존하게되며 건전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게됨

수출상품으로도치명적인결함을안고있슴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 법적, 재무적 보증을 해주지않으면 성립이 어려운 특수한
국제거래의 형태를 가지게됨

●중대사고가 발생시 상대국에는 심대한 환경적 피해를 가져다 주며 수출국은 재무적인
리스크를 안게됨

에너지원으로서는리스크가너무나도큼

●기본적으로 원자력에대해서는 민간보험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슴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액 한도;일본 1200억엔, 한국 500억원)

●사고시에 배상책임뿐만아니라 ,소송리스크, 건설코스트의 상승리스크, 자연피해
리스크, 주변 주민과 노동자의 피폭 리스크, 핵물질 운반시 사고리스크, 테러리스크
기타 예측곤란한 리스크가 상존함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는 지구환경은
물론 생명의 안전과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
이며 이는,
현행 에너지시스템의 대규모적인 전환
즉, 중장기적으로
탈원자력 과
탈 화석연료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대량보급

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



か에서 반경30km이내에 322만명
１）부산시청 까지 25km（인구：350만명）
２）울산시청까지24km（인구：1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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