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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현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기본계획(2017-2031)1)에서 발전설비계

획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

(’30년 발전량의 20%)하는 친환경 발전원 구성을 달성’할 것임을 발표하였

다. 본 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개정2)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이며, 설비 믹스와 관련하여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계획은 ‘재생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대 방안’에서 분산형 전원

의 정의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 발전설비와 적정 규

모의 수요지 발전설비로 정의’하고 분산형 비중을 ’30년 총발전량의 18.4%

로 전망하였다. 본 기본계획(안)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여러 경로로 태양

광, 풍력 등을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로 간주하고 이들의 생산 및 공

급 구조로 이행한다는 것이 천명된 바 있다.  

이러한 분산형 전원은 크게는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3) 근래 지구적 메가트렌드로 탈탄소(Decarbonation), 디지털화

(Digitalization)와 함께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의 소위 3-D가 이야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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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12월�29일�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심의회에서�확정되었다.
2) �전기사업법�제3조�개정(’17.3월)�:�“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시,�전기설비의�경제성,�환경�및�국민안전에�
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3) �탈집중화�분산화는�정치적으로는�지방분권형�개헌�추진으로도�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정치적으로는�정착된�대의민주주의에서�벗어나�인터넷의�발달로�각종�SNS를�통한�직접�민주주의의�

실험도�병행되고�있는�추세로서�이것이�대의민주주의를�대신하는�데�성공할�수�있을지에�지식인들의�

관심이�집중되고�있는데�이러한�현상도�탈집중화라는�말로�설명할�수�있을지,�좁은�우리나라에서도�

적용�가능할지에�대해서는�면밀한�관찰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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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너지 생산 방식이 집중 대량 생산 방식으로부터 분

산 생산 방식인 소위 분산 전원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 

즉 “탈집중화가 대세”라는 담론이 등장하였으며 이 탈집

중화 혹은 탈중앙화는 요즈음 많이 접하는 다가올 미래

의 메가트렌드 혹은 키워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탈집중화에 대해 다음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탈집중화라는 기본 이념의 학문적 근거는 과연 무엇

인가? 과연 탈집중화가 대세인가?4) 탈집중화를 경제

사회적 분야, 에너지 개발 및 공급 분야에 적용하는 것

은 타당한가? 

앞서 언급한 기본계획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 방식이 대세라는 것을 전제로 

혹은 기본 이념으로 하여 추진하려는 태양광 발전, 풍

력 발전 등을 당연히 친환경적이라고 전제하고 그 문

제점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태양광 패널 주변의 열섬 현상5), 폐(廢) 패널의 양산 

등의 환경 공해와 낮은 경제성 문제6), 그리고 태양광 

발전의 경우 우리나라에 급격히 늘어나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인한 세척과 이로 인한 오염 문제, 그리고 우

리나라의 일조량과 풍력 자원의 제한성, 이들을 건설할 

장소의 제한성, 풍력 발전이 야기하는 저주파 공해 등

을 고려하고도 분산형 전원은 가야만 할 길인 것인가?  

원전은 평소에는 탄산가스 발생량이 거의 없고 분진

과 황화물 등의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측면

에서 청정 친환경 에너지라고 주장되지만 중대사고의 

4) �디지털�기술의�발달로�분산화된�정보나�지식들이�유튜브나�페이스북,�구글�등으로�다시�소수의�플랫폼으로�집중화하고�이들로�권력과�부�역시�집중화하는�
현상은�어떻게�설명할�것인가�하는�의문도�있는데,�인터넷�분야에서는�이를�인식하고�재탈집중화(re-decentralization)가�일어나고�있다는�주장도�있다.�

5) �태양광�패널은�태양�에너지의�99%를�흡수하고�그�중에�약�15%�의�에너지를�전기로�바꾸며�남은�85%의�에너지는�열로�방출하는데�이�열이�주변의�온도를�
상승시키는�효과를�가져�온다고�한다.�태양광�패널이�있을�경우�주변�기온이�3,�4도�가량�올라갈�수�있다는�연구�결과가�있으며�밤에�영향이�더�크다고�한다.

6) �대한민국이�자랑하는�동양최대의�영월�태양광발전소는�1400억원이�투입되었으며�이런�것이�35개�있어야�원전�1기를�대체한다고�한다.�

지구적 메가트렌드라는 탈집중화는 여러 미래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주장

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실제 우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탈집중화라는 이름

으로 우리나라 여러 지리적 기상학적 환경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급진적으로 분산 전력망

을 주장, 시행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졸속한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

다.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해 전 국토에 태양광 패널들이 깔린 후에 맞게 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에너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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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ow�frequency�but�high�consequence�
8) �탈집중화의�의미는�그것이�적용되는�다양한�방법에�따라�부분적으로�변화하는데�이�탈집중화의�개념은�개인�기업과�조직에서에�집단역학(group�dynamics)이나�
경영과학,�정치학,�법학�및�공공행정,�경제학�및�기술�영역에�적용되어왔다.�

발생 확률은 적으나 일단 발생하면 환경 피해가 크고7) 

복구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적

이지 않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가 노력하고 규

제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의 우리 정부 규

제는 대체적으로 중앙집중식과 지역 규제의 혼합형이

며, 이는 규제에 있어서는 탈집중화 혹은 탈중앙화가 

어느 정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른바 탈집중화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

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탈집

중화에 근거한 분산 전원으로서의 태양광 발전의 당위

성이 어떠한 논리적 배경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지, 그

것이 우리의 여건에 타당한 것인지, 국내적으로 어떻

게 진행되어 원자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규제는 이 탈집중화 트렌드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집중화와 탈집중화 담론 고찰

1. 탈집중화 논의의 역사

탈집중화란 중앙의 위치나 권한으로부터 기능, 권

력, 인력 혹은 사물들을 주변으로 배분하고 분산시키

는 과정을 말한다. 정부 영역에서 집중화라는 말은 광

범하게 연구되고 시행된 것에 비하여 탈집중화에 대한 

정의나 이해는 명확하게 이루어진 바가 없는 듯이 보

인다.8)

집중화(centralization)라는 용어는 1794년 프랑스

에서 프랑스혁명 이후 새로운 정부 구조의 지도자들에 

의해 사용되었고, 탈집중화라는 용어는 1820년에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 집중화란 말은 영어에 1800년대 

초에 들어왔고 탈집중화에 대한 언급 역시 이 무렵에 

처음 나타났다. 

1800년대 중반에 프랑스 역사학자 토크빌

(Tocqueville)은 프랑스혁명이 탈집중화에 대한 압박

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자유와 탈집중

화의 아이디어는 19세기와 20세기에 스스로를 무정부

주의자(anarchist), 심지어는 탈집중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반국가 정치활동가들에 의해 논리적으로 구성

되었고 토크빌은 이의 지지자였다. 그는 이렇게 썼다. 

“탈집중화는 행정적 가치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요

소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적 일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들로 하여금 자유를 사용하기 쉽게 만든다.”

20세기 초 미국의 경제적 부와 정치권력의 집중화

에 대한 대응은 탈집중화 운동이었다. 그것은 대규

모 산업 생산이 중산층의 상점주들과 소규모 생산자

들을 파괴한다고 비난하고 재산소유권의 증대와 소

규모 생활로의 회귀를 추구했다. 1957년 국가의 파괴

(Breakdown of nations)의 저자 레오폴드 코어는 “무

언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은 무언가가 너무 거

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1973년 베스트

셀러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인 슈마허에게 크

게 영향을 주었다. 

이후 수년간 여러 베스트셀러들이 탈집중화를 주장

하였다. 다니엘 벨의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는 탈집

중화의 필요성과 ‘정부 구조의 적정 크기를 찾기 위한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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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정부 개편’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앨빈 토플러9)는 1970년 <미래의 충격>과 1980년 <

제3의 물결>을 출간하였는데, 그는 이 책들에 관한 인

터뷰에서 “산업적 스타일의 집중화되고 탑다운 방식

의 관료주의적 계획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탈집

중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2년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메가트렌드>라

는 책을 출간하여 2년 이상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머물렀는데 그가 제시한 10개의 메가트렌드 

중 다섯 번째가 ‘집중화로부터 탈집중화’였다. 

1983년 미국의 녹색운동의 10개의 핵심 가치들 중 

하나로 이 탈집중화가 도출되었으며, 1999년 UN의 

개발 프로그램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개발도상국과 변

화의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형태로든 탈집중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트렌드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데 

있어 정부의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와 사적 영역의 역할

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연관되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2. 탈집중화 개관 

탈집중화란 어떤 분야에서든 집중화 시스템의 문제

점들에 대한 반응(response)이다. 정부 부문에서의 탈

집중화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는데 이는 경제 침체, 서

비스 재정 조달에 있어서 정부의 무능, 과중한 업무 부

담으로 인한 서비스의 성과 저하 같은 여러 문제점들

에 대한 해법으로 간주되었다. 

사회생태주의의 대부이자 자칭 혁명적 죄파였던 미

국 라마포대학 교수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

은 “생태위기의 직접적인 원천은 자본주의이며 자본

주의야말로 생물계의 암적인 존재”라고 단언하고, “무

계급적 관계, 분산된 민주적 공동체, 태양열이나 유기

농법 같은 자연 생태 기술 등에 근거한 생태적 사회로 

변화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역사학자들은 정부와 제국의 역사를 집중화와 탈집

중화로 설명하였다. 1910년 헨리 로지는 저서 <국가

의 역사>에서 페르시아왕 다리우스는 조직의 대가였

고 역사 최초로 집중화가 정치적인 팩트가 되었다고 

썼으며 그는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탈집중화와 대조된

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집중화와 탈집중화의 사이클

(cycle)에 대하여 썼다. 정부의 탈집중화는 정치적 ‧ 행
정적 측면을 갖고 있는데, 그 탈집중화는 영토적이며, 

권력을 중앙도시로부터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의사 결

정을 정부의 한 부서의 최고 행정가로부터 하급 관리

들로 이동시키거나 혹은 사유화를 통해 완전히 그 기

능을 빼앗았다. 

이념적 측면에서 탈집중화를 보면, 생산 수단에 있

어 사적 재화 없이 비 구조계층적이고 비관료적인 사

회를 추구하는 정치철학자들의 그룹인 자유주의적 사

회주의자(Libertarian sociologist)들은 오늘날의 사적 

생산 재화를 공통 혹은 공공재화(public good)10)로 변

환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사회 조직의 강압적 형태를 반대하였다. 따

라서 이들은 어떤 제도화된 형태의 권력의 행사는, 그

것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성적이든 간

에, 권력의 지배자와 그 행사 대상자들 모두를 야만적

9) �토플러는�벨과�함께�도구주의(신기술은�이를�사용하는�기존�사회구조의�선택에�의존하며�기술은�도구에�불과하다고�보는�개념)의�낙관론을�공유하였다.�
토플러가�가장�강력하게�강조하는�것�중�하나는�컴퓨터를�비롯한�새로운�정보기술이�산업사회에�내재해있던�중앙집중화�경향을�약화시키고�동시에�정치�경제�

문화�등�모든�측면에서�탈집중화의�새로운�시대를�가져온다는�것이다.(세계화,�정보화�그리고�민주주의,�강정인,�문학과�지성사)�

10) �사적�재화에�대개�되는�개념으로서�비배제성과�비경합성을�갖는�재화를�말한다.��

+ 에너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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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자도�위키피디아를�참고하면서�이�글을�쓰고�있다.
12) �인터넷의�재탈집중화(re-decentralization)를�시도하는�프로젝트의�예로는�아르코스(ArkOS),�Diaspora,�FreedomBox,�Namecoin,�twtxt,�and�ZeroNet�등이�
있다.�

13) �디지털�기술혁명과�에너지�정책의�전환,�안남성�전�에너지기술평가원장��발표자료,�2017년�10월�추계원자력학회�원자력커뮤니케이션�워크샵
14) �기본계획에서는�송전선로�건설을�최소화�할�수�있는�①소규모�발전설비와�②적정�규모의�수요지�발전설비를�분산형으로�정의하였다.�
15) �레이몬드�커즈와일의�‘특이점이�온다(The�singularity�is�near),�김영사,�2007�
16) �Tony�Seba,�Clean�Disruption,�2016
17) �우리나라�원전에서도�원전의�안전성과�효율성�향상을�위해�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등�4차�산업혁명�기술을�적용한�주요�설비의�온라인�통합�
모니터링�및�진단�시스템�구축을�추진하고�있다.(<원자력산업>�2018년�3월호,�p�49)

으로 만든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들은 시민국회, 노동

자위원회 같은 탈집중화된 직접 민주주의 수단에 희망

을 가졌다.

기술적 측면의 탈집중화를 보면 정보공학 분야에서 

자기 조직에서 집중화와 탈집중화 사이에서 항상 긴장

에 직면하는 경영자와 관리자들은, 상위 경영층에 의

한 통제를 강화하여 비용을 저감하는 집중화와 하부단

위와 사용자들을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탈집중화 사이

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부

(전자정부)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은 탈집중화와 민주화

를 지원하게 된다. 

인터넷은 극단적으로 탈집중화된 네트워크의 예로

서, 전혀 소유자가 없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또 누

구나가 책임이 있다. 개방 소스(open source) 혹은 탈

집중화된 운동의 예는 위키(Wikis)인데 사용자가 인터

넷을 통해 보태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위키피디아11)는 탈집중화된 것으로, 그리고 스마트폰

도 세계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탈집중화된 사회적 네트

워크의 역할을 증대시킨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한 보고서는 인터넷이 처음에는 탈집중화 되었

으나 근래에는 그 정도가 약화되었다고 하면서, 소수

의 회사들을 통해 소통의 흐름이 비틀거리고 있으며

(staggering), 따라서 그 회사들과 다른 기관들의 영향

력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

법으로서 인터넷을 과거와 같이 덜 집중화되고 더 분

산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 프로그래

머들이 주장하였다.12)

4차 산업혁명과 분산 전력망13) 주장 및 검토

1. 4차 산업혁명과 분산 전력망 주장

에너지 전환의 한 축을 이루는 분산 전력망14)과 이

를 구성하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주창자들은 현대

와 다가올 미래의 메가트렌드로 탈집중화를 그리고 디

지털화와 탈탄소화를 언급한다. 

새로운 생산품과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의 생산품, 시장 혹은 산업들을 현저히 약화시키

고 변환하거나 파괴할 때 붕괴(disruption)가 발생한

다면서 앞서 언급한 3개의 메가트렌드가 에너지산업

을 뒤흔든다고 주장15)한다. 즉 풍부한 태양광 경제의 

창출, 배터리 기술의 발달, 전기차 개발 가속화 등을 

예거한다. 이들은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 있어서 에너

지 저장, 전기차, 자율운행차, 태양광 등을 청정 붕괴

(clean  disruption)이라고 주장한다.16)

또한 산업 발달에 따른 사회 및 경제 이론의 패러다

임 변화로서 제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가 형

성되어 노동 자본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제3차 산업혁

명을 통해 공유 경제 기반 신자본주의가 형성되어 자원

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17)은 디지

털 혹은 네트워크 경제의 등장으로 사이버-물리 시스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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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융합(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이 구현

되어 나갈 것18)이라고 한다. 즉 대량 생산의 시대로부

터 대량 맞춤형 생산 시대로, 그리고 파이프라인 기업

으로부터 플랫폼 기업 및 지수함수적 기술(exponential 

technology)로 이행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이러한 메가트렌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

제 이론도 변화(대량 생산 시대에서 대량 맞춤형 시대

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즉 과거 공

급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Supply-side Economies 

of Scale)로는 •대량 생산 (Mass Production)을 통한 

비용 절감, •수직 통합적 산업 구조에 의한 Pipeline 

Business: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증가, •규모의 경제

19)를 이용한 대형 에너지 시스템, •수확체감의 법칙 

(Decreasing Returns of Scale, 추출된 자원 이용 시 

적용)이었다. 

이것이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Demand Side 

Economies of Scale, Network or Internet Economy)

로 전환하는데, 이에는 •Digital 기술을 이용한 대

량 맞춤형 생산 (Mass Customization): 제로 한계비

용(Zero Marginal Cost) 사회, •사물인터넷(IoT) 인

프라와 연계된 분산형‧협업적‧수평적 규모의 경제 기

반 비즈니스 모델 (Platform 비지니스): 자원의 생산

성 증가,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기술의 융합을 이

용한 소형 에너지 시스템 위주, •수확 체증의 법칙 

(Increasing Returns of Scale, 학습 효과가 고려된 기

술의 혁신이 중요)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그림 1> 탈집중화 다이어그램(Decentralization diagram). 
A는 집중화된 시스템, B는 탈집중화된 시스템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18) �클라우스�슈밥의�‘제4차�산업혁명’,�다보스�포럼,�2016
19) �규모(規模)의�경제(economies�of�scale):�투입�규모가�커질수록�장기�평균�비용이�줄어드는�현상�및�생산량을�증가시킴에�따라�평균�비용이�감소하는�현상

+ 에너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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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스마트폰�기술은�코스트가�매년�약�5%�감소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추세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분

야의 지수함수적 기술(exponential Technology)인 분

산 전력 생산(Distributed Generation, DG)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여

러 가지 근거도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분산 전력 생

산, 에너지 저장, 소비자 사이트에서의 새로운 생산과 

서비스 및 전력 흐름의 최적화를 신시대의 비즈니스 

모델로 제안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7년 신로드맵을 발표하

여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마이크로 그리드가 함께 순조롭게 진척되어 

관련 산업체에 시너지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그리고 지수함수적(exponential) 기술로는 바이

오테크, 뉴로테크, 나노테크, 신에너지와 지속가능

성, ICT와 모바일 기술, 센 서기술, 3D 프린팅, 인공

지능, 로보틱스, 드론 기술 등이 있으며 이들이 수렴

(converge)해나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코스트는 지속적으로 감소(매년 27%-38%)하

였다20)고 지적한다. 

그리고 지수함수적 기술 기반 초연결/공유사회의 

에너지정책의 시행으로 현재의 집중화된 발전 자원

(centralized power plant), 중앙집중적 자원, 대형 거

래 방식, 고갈 처리, 수직 통합은 향후 수요 자원, 재생

Mass Customization based Micro-grid

<그림 2> 대량 맞춤수요 기반의 마이크로 그리드 (참고문헌 및 자료 2에서 인용)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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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0�대�20�법칙(영어:�80–20�rule)이라고도�하며�'전체�결과의�80%가�전체�원인의�20%에서�일어나는�현상'을�가리킨다.�예를�들어,�20%의�고객이�백화점�전체�
매출의�80%에�해당하는�만큼�쇼핑하는�현상을�설명할�때�이�용어를�사용한다.�2�대�8�법칙라고도�한다.

22) �팔레토�법칙에�의한�80:20의�집중�현상을�나타내는�그래프에서는�발생�확률�혹은�발생량이�상대적으로�적은�부분이�무시되는�경향이�있었다.�그러나�인터넷과�
새로운�물류�기술의�발달로�인해�이�부분도�경제적으로�의미가�있을�수�있게�되었는데�이를�롱테일이라고�한다.�이는�기하급수적으로�줄어들며�양의�X축으로�

길게�뻗어나가는�그래프의�모습에서�나온�말이다.�2004년�<와이어드>지�2월호에�크리스�앤더슨(Chris�Anderson)에�의해�처음으로�소개되었으며�이후�책으로�

나와�베스트셀러가�되었다.�이러한�분포를�보여주는�통계학적�예로는�부의�분포,�단어의�사용�빈도�등이�있으며�크리스�앤더슨에�의해�소개된�롱테일�부분을�

경제적으로�잘�활용한�사례로는�아마존의�다양한�서적�판매�사례�등이�있다.�

23) �이에는�사물인터넷�기술의�확산,�3D�프린팅,�한계비용�감소가�그�배경이�된다.
24) 시스템역학(system�dynamics)은�1950년대�중반�MIT�의�Forrester�교수가�개발한�방법론으로서�복잡한�계통의�비선형적�거동을�시간에�대해서�이해하려는�
연구방식이다.�이는�시스템의�동태적인�행태변화(dynamic�behavior)�즉,�시간의�경과에�따른�시스템의�행태변화에�관심을�두는데�양의�피드백�루프와�음의�

피드백�루프를�모두�구현한다.�시스템역학은�동태적인�변화의�근본적인�원인을�피드백구조(feedback�structure)에서�찾는데�피드백�구조란�변수들�간의�

인과관계가�상호�연결되어�하나의�폐쇄회로를�형성하는�것을�의미한다(Richardson�1991).�Forrester는�컴퓨터�시뮬레이션�모델을�강조하였지만(이를�위한�

소프트웨어�VENSIM�등을�사용),�그가�창안한�시스템의�도식화�방법은�인과지도(causal�map)를�통해�시스템의�구조를�간략하게�보여주었고�시스템역학�

학자들이�발전시킨�시스템�사고(system�thinking)는�시스템을�진단하고�이해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고�있다.�현실의�정책문제·기업문제를�해결하는�

응용학문으로서�기여를�해�온�것이�사실이며�시스템역학의�연구방법론은�빠른�속도로�여러�기업�자문회사에�의해�채택되고�있다.�정책�결정자의�의사�결정이�

시스템을�변화시키기�이전의�단기적인�측면에�대해서는�수리경제�모델이,�정책�결정자의�의사�결정이�시스템을�변화시키고�따라서�미래의�예측이�무의미한�

장기적인�측면에�대해서는�시스템역학의�연구가�보다�적절한�것으로�이야기되기도�한다.���

에너지 기반 분산 전원, 소형 거래, 지속가능, 수평 협

업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한계비용 감소에 따른 에너지 공유산업 형

태 및 특성으로는 현재의 총체적 관리, 수요 공급 법

칙, 팔레토 법칙21), 대형 사업자, 생산 효율성으로부터 

시간 공간적 관리, 공유경제, 롱테일 시장22), 프로슈머

(Prosumer), 소비 효율성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23)

한다. 

이들은 미래의 전원개발계획이 수요자가 선택하

는 에너지 시스템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력을 공급

하면 변환 구동형 에너지(Transactive Energy) 플랫

폼인 변전소를 통해 직거래 고객과 저압 고객에게 각

각 전력을 공급하고 수요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ubstation based node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그리드

들이 공급하며 이들은 지자체가 수립 및 운영하게 된

다.

1970년 이후 전통적 에너지 자원 가격은 각 에너지

원별로 6배~16배가 상승하였다고 보고 태양광과 저

장장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전기자동차의 비용 하

락은 매우 현저할 것이라고 보았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에서 2008년 이후 2015년

까지 에너지 분야의 지수함수적 기술인 풍력, 태양광, 

저장장치, LED의 비용 감축 트렌드를 발표하였는데, 

지상 풍력 시설은 41% 감소, 주택용 분산형 태양광 발

전(Photovoltaic)은 54% 감소, 사업자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평균 64% 감소, 배터리 시스템은 73% 

감소, 그리고 LED 전구는 94%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특정

점(tipping point)을 지나면 채택 및 사용 수준이 급격

히 증가하고 채택 및 사용 수준의 증가에 따라 이의 사

용을 위한 노력과 비용은 급격히 감소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를 시스템역학24)을 사용하여 설명하면 <그림 3>

에서와 같이 이산화탄소 가격에 의해 화석에너지 경제

성이 영향을 받고 이에 의해 재생에너지 수요가 영향

을 받는다, 재생에너지 수요가 커지면 이에 대한 R&D 

투자, 학습 효과, 규모의 경제 향상, 국민 수용성 증가

가 일어나고 이는 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고

(이에 정부보조금 지원 시 발전단가는 더 낮아짐) 이는 

재생에너지 경제성을 높이며 이는 다시 재생에너지 수

+ 에너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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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균등화�비용�LCOE는�발전량�한�단위(kWh)당�평균�발전�비용으로서�발전시설�총비용의�현재값(Present�value)을�총발전량의�현재값으로�나누어�계산한�
것이다.�

요를 높여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생에너지 경제성

과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R&D 효과 등도 

높아지는 반면 발전단가는 갈수록 낮아지는 강화 메

커니즘이 작용한다고 본다. 

또한 <그림 4>에서 보여주듯이 국내 시장의 경우 태

양광 보급이 2배 증가 시 비용이 20~25%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매년 2조

원 투자 가정 시 태양광 균등화 비용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25))은 2017년 170원/kWh로부터 감

소하여 2030년 약 80원/kWh (20% 비용 하락 경우)이 

되고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2017년 약 2500MW로부

터 2030년 약 39GW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태양광

의 균등화 비용은 전형적인 상호 강화 효과, 즉 태양

광에 투자를 많이 하면 설치가 증가하고 이는 균등화 

비용을 저감시키며 이것이 다시 설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로 참고자료 2의 내용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하여 외국 자료들을 인용하여 시스

템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산 전력원 사용이 타

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2. 검토 및 비판 

 

미래는 미래 전문가들에 의해 예측되고 상당 부분 

그대로 진행되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미래 예측이 틀렸다거나 

혹은 정치적인 욕망과 결합한 거대한 사기로 밝혀진 

<그림 3> 재생에너지가 일정점(tipping point)을 지나면 그 경제성, 수요, R&D 투자, 생산단가가 상호 강화 작용을 하는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선순환을 표시한 개념적 인과 관계도(Causal Loop Diagram) (참고문헌 및 자료 2에서 인용)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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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많다. 

우리 대부분이 한때 진지하게 경청하고 오랫동안 회

자되었던 1970년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주장26)27)

이 틀렸음이 지적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를 충격적으

로 주장한 TV 방송과 저술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과 그의 위선적인 삶, 과장과 허

위로 부풀려진 환경근본주의자들 ‘슬픔팔이 장사꾼’들

의 극단적인 예언들이 비난받고 있다. 과학과 기록을 

중시하는 서구 사회에서 환경 재앙 운운하며 위기 의

식을 조장하는 비관론적 환경 운동은 이제 서서히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탈집중화의 메가트렌드는 미

래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주창되었다. 다니엘 벨의 <후

기산업사회의 도래>, 앨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과 

<제3의 물결>, 존 나이스비트의 <메가트렌드>라는 베

스트셀러들은 탈집중화를 예측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탈집중화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있

다. 이 탈집중화는 국가적인 정책 조정을 너무 복잡하

게 만드는데, 즉 지역의 엘리트들이 여러 기능을 포획

하게 만들고 지역의 협조가 사적 부문과 공공 부문 간

의 불신에 의해 잠식된다. 또한 탈집중화는 높은 수준

의 권위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더 높은 집행 비용과 자

원에 대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이 탈집중화는 표준화되고 일상화된 네트워

크 기반 서비스만큼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더욱 

복잡한 입력을 필요로 한다. 노동이나 자원의 조달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상실한다면 중앙정부가 재정 자원

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될 경우에 탈집중화의 비용

이 상승할 수 있다.

다른 약점 혹은 위험28)은 부패한 지역 엘리트들이 

지역의 혹은 지방의 권력센터를 포획(capture)하여 대

의원들의 대표성을 잠식할 가능성이다. 그리고 불완

전한 정보와 숨겨진 의사 결정이 위계구조(hierachies)

를 흔들고 중앙 권력기관에서는 탈집중화를 중지하고 

권력을 그들에게 다시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탈집중화가 ‘생산 효율성’은 증대시킬지 모르

나 이것이 부의 재분배를 더 어렵게 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탈집중화는 특히 위기 발

생으로 지역이 필요로 할 때 국가 정부가 도울 수 없는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차별을 야기한다. 

또한 참고자료 2의 발표에서 분산 전원의 대표적인 

그리고 희망적인 예로서 논한 태양광 발전은 여러 문

26) �환경비관론자들,�즉�산업화와�과학기술에�대해�강한�반감을�나타내며�미래�환경에�어두운�전망을�내놓았던�이들은�반산업화,�반개발,�반핵�등과�같은�극단적인�
환경운동을�전개했다.�그들이�복음서처럼�읽었던�책이�레이첼�칼슨의�<침묵의�봄>(1962),�폴�에를리히의�<인구폭발>(The�Population�Bomb,�1968),�로마클럽의�

<성장의�한계>(The�Limits�to�Growth,1972)였으며�주문처럼�외웠던�문구가�에른스트�슈마허(Ernst�Schumacher)의�책�이름이었던�‘작은�것이�아름답다’였다.�

<침묵의�봄>은�농약의�생태계�파괴를�지적했고�<인구폭발>은�지구의�인구�증가로�가까운�장래에�수십억명이�굶어죽게�될�것이라고�했으며�로마클럽은�1970년�

3월�로마에서�25개국�70명의�학자들이�모여�환경�오염,�인구�증가,�자원�고갈�등으로�경제�성장은�멈추게�될�것이라고�예언했다.�이�책들은�아직�꾸준히�읽히고�

있지만�미래에�나타날�과학기술의�발달과�인간의�또�다른�지혜를�예상하지�못했다.�이러한�환경비관론에�뿌리를�둔�극단적�환경주의와�과격한�환경운동은�

현대�산업사회의�심각한�병폐가�되고�있다.(부국환경론,�이화여대�교수�박석순,�2018�어문학사)

27) �이�보고서는�지구�석유�매장량이�5500억�배럴이고�이것은�20~30년내에�고갈될�것이라고�했는데�1990년까지�사용한�석유가�6000억�배럴이고�21세기가�
지금도�남겨진�석유�매장량이�9000억�배럴이라고�알려져�있어�로마클럽이�예언한�자원의�한계는�모두�틀려버렸다.�이�보고서�집필을�주도한�MIT의�데니스�

메도즈�교수는�훗날�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자신의�잘못을�인정하기보다�“나는�지금�25년�전�성장�논쟁에�더�이상�참여하지�않는다.”고�말하여�빈축을�샀다.�

(부국환경론,�이화여대�교수�박석순,�2018�어문학사)�

28) �이러한�탈집중화의�위험을�피하는�8가지�선결�조건은�다음과�같다.�즉�엘리트의�포획을�방지할�사회적�준비�및�메커니즘,�고위�레벨에서의�강력한�행정�및�
기술적�역량,�고위�레벨에서의�강력한�정치적�약속,�지역�레벨에서의�역량�축적을�위한�지속적인�선도�의지(initiatives),�투명성과�책임성에�대한�강력한�

법체제,�지방정부를�고성과�조직으로�변환하는�것,�탈집중화하는�데�대한�적절한�이유,�부패의�탈집중화�예방을�위한�사법�체계와�시민의�감시,�그리고�

반부패기관의�효과성�확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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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원자력산업>�2018년�4월호�p54-56,�“합리적�에너지�정책을�위해�교수들이�나섰다”,�이덕환�
30) �기본계획에서는�신재생의�간헐성�우려를�해소하기�위해�’18년부터�재생에너지를�실시간�감시ㆍ예측ㆍ제어하는�‘종합�관제시스템’을�구축하여�시범�운영키로�
한다고�한다.

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환경

에 대한 환상은 경계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학자들

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29) ,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은 조만간 

심각한 고갈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 안전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태양광·풍력이 ‘친환경’이라

는 일방적인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인간에게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주면서 환경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친환경’은 비현실적인 착각이며 환상이다. 실

제로 태양광과 풍력도 환경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준다. 

더욱이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보완30)하기 위해 반

드시 가동해야 하는 LNG 발전소가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와 응축성 미세먼지까지 고려하면 현재

의 태양광과 풍력은 우리나라에서 환경적으로 현실적

인 대안이 될 수 없다. 

▲ 태양광·풍력 설비의 수명이 20년에 지나지 않

는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고 이들 시설 때문에 인

근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도 크다. 태양광·풍력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는 더욱 심각

<그림 4> 국내 시장의 경우 보급의 규모의 경제 (참고문헌 및 자료 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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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다. 애써 키워놓은 산림을 파괴해야 하므로 거

의 모든 지자체가 태양광·풍력을 혐오시설로 규정해 

놓고 있다.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쌀농사 대신 태양광 

설비로 놀고먹을 수 있는 ‘전기 농사’를 지으라는 태양

광 마피아들의 권고는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왔던 

순진한 농민들에게 모욕적인 것이다. 시커먼 태양광 

패널의 그늘에서 썩어가는 경작지를 속수무책으로 바

라봐야 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

비되는 자원과 에너지에 의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으

며 수명을 다한 설비를 해체·폐기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오염도 적지 않다.

▲ 분산형전원과 전력저장장치(ESS)에 대한 전문성

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분산형전원에 해당하는 군소 

전력 공급업체의 수가 1,500개를 넘어선 상황이다. 

대도시 근방에 분산형 전원을 설치할 토지도 찾을 가

능성이 없다. 대도시 근방의 오염과 갈등 해소는 불가

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고 분산형 전원으로 

구성된 전력망을 온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전력의 품질이 떨어질 것도 확실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강하

게 밀어 붙일 경우 전 국토에 초래될 환경 문제가 매

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 3>의 인과관계도에 태양광

패널 등의 환경 비용도 중요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에 미국, 독일 등 우리나라

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외국의 자료를 인용하여 분

산 전원이 대세라고 주장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적 특성으로 많이 얘기되는 것이 에너지에 관

원자력을 징검다리 에너지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에너지 전문가들도 대체
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집중화라는 지구적 메가트렌드와 서구 국가들의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여 그리
고 환경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정치적으로 급속히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하는 정책 도입에는 우리나라의 제반 기후 및 
국토 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하여야 한다,

+ 에너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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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 한국은 섬과 같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률을 늘였다는 독일의 경우 태양광의 밀도가 낮을 경

우 원자력 발전을 하는 프랑스 등 인접국으로부터 전

력 조달의 용이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리고 총론적으로 앞에 요약한 참고문헌 및 자료 2

의 수리적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시스템역학의 방법론

에 대한 비판이다. 시스템역학은 순환적인 인과 관계

에 기초하여 정태적인 분석이 아닌 동태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선적이고 정태적인 

연구 방법에 비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입력하는 데이터와 사용하는 가정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비판31)이 있고 대개 정부 혹은 

조직에서 정치적으로 정해진 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 

정도로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으며, ”수리 모델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

다.”라는 비판도 있었다. 

Nordhaus는 시스템역학에 대하여 “시스템역학 연구

자들은 안락의자에 앉아 수십 수 백 개나 되는 수식들

을 상식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모델화 한다.”고 비판하

기도 하였다(Meadows & Robinson 1985). 그러므로 이

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보다 신중히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구적 메가트렌드라는 탈집중화는 여러 미래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주장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실제 우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탈집중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여러 지리적 기상학적 

환경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급진적으로 분산 전력망을 

주장, 시행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졸속한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정부의 강

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해 전 국토에 태양광 패널

들이 깔린 후에 맞게 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원자력과 규제에의 함의

이상에서 탈집중화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분산화 전

원 주장과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제

반 논의와 현황은 원자력과 규제에 어떤 함의를 지니

는가? 

원자력 발전이 평상시에는 탄산가스를 거의 배출하

지 않으며 황화물, 질산화물, 분진 등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청정 에너지라고 주장할 수 있으

나 고농도의 위험 방사성물질을 집적하여 놓은 잠재적 

위험 시설이라는 점과 사용후핵연료의 해결 방안이 아

직 요원하다는 점, 그리고 집중화로 생산된 전력을 수

송하는 송배전망 유지 비용, 사고 시 환경 오염과 제염 

비용 등은 약점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원자력 발전이라는 전력 에너지 생산 방식은 

역사적 ‧ 세계적으로는 군사적 ‧ 안보 정치적인 목적으

로 다량의 초기 자원이 투입된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

서 그 경제성과 편익 계산에서 근본적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주변 여건은 탈집중화 트렌드와 일

반적인 친환경성을 전제한 태양광, 풍력 등으로의 에너

지 전환의 거센 공세로부터 기존 원자력 발전이 그 존

립 타당성을 방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31) �시스템역학�모델을�사용한�예측�시나리오는�1972년�로마클럽의�<성장의�한계>라는�보고서를�통하여�유명해졌다.�이�모델은�여러�다양한�성장�시나리오에�
대하여�21세기에는�한정된�자원�및�인식의�지연�등을�가진�상태에서�인구와�자본의�지수함수적�증가는�경제적�붕괴를�가져올�것이라는�예측을�하여�이�

보고서를�뒷받침하였으나�오늘날�‘성장의�한계’는�실패한�예측이었다고�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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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금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틀 후인 6월 15일 한

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폐쇄와 천

지·대진 원전 사업 종결을 결정했는데, 이로써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

호기의 공급 제외 등이 반영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하여 ’30년 58.5GW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

를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자력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에 이

해를 함께 하고 있는 그룹들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를 외면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또한 원자

력계가 ‘원전수출국민행동’,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

구하는 교수협의회’출범, 성명서 발표 등 여러 가지 활

동을 하고 있으나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드라이

브에 어느 정도 변화를 줄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한편 규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집중화로부터 탈집중

화로 이행되는 메가트렌드를 고려한다면, 중앙집중적 

정부 규제기관의 업무 형태로부터 앞으로는 현장에서 

해당 원전의 안전 및 규제 이슈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체제로의 전환 고려가 필요해질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정부 규제 과정에의 보다 직접

적이고 원활한 참여, 규제 결정 과정의 신속화,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라는 탈집중화의 이념과 취지를 반

영하는 것이다. 현재 현장 주재관실의 활동이 강화되

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 효과적인 규제로의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즉 정부 규제기관이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원자력 안전성 확보에 역할을 하

는 행위자로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며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안전 행정 거버넌스를 강화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이미 착수한 4차 산업혁명 기 술

적용 개발에 참여하여 규제 기술의 정교화 추구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적용한 주요 설비의 온라인 통합 모니터

링 및 진단 시스템 구축 추진을 한수원이 시도하고 있

다. 원전계통과 부품의 성능 현황에 대한 KINS의 규

제 감독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하고 이를 다시 검토 후 

규제 결정이 내려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사업자의 원전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

근하는 권한을 확보하여 실시간으로 안전 정보를 획

득하여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강구하여 

규제 시행 등에 소요되는 시간 지연 등을 최소화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원전 안전의 1차적 책임은 사

업자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규제기관은 한발 물러서서 

감독(oversight)만 한다는 규제 원칙과 개념의 재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자력 안전은 사업자 규

제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작용(interaction)을 통

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달성된다는 개념의 도입

이 필요하다.        

 맺음말

원자력은 전력 에너지 생산의 리스크를 몇 개의 제

한된 지역에 위치한 원전에 집중하고 이에 많은 관심

과 재원과 숙련 인력을 투입하고 엄격한 정부 규제에 

의해 그 리스크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시

스템이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서의 사건 사고 시 

거대한 규모의 전력 공급 장애가 일어난다는 점32)과 

+ 에너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와 원자력

32) �그러므로�전원을�하나에만�크게�의존하는�것은�문제가�있으며�‘전원�다양화�원칙’에�따라서�적절한�전력생산�믹스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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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송전의 손실은 취약점이며 사용후핵연료의 처

리가 미결 과제인 것도 사실이다. 

어느 작가는 미래의 지구를 그리면서 땅속 깊숙이 

위치한 안전성과 보안성이 극대화된 대규모 원전단

지에서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

는 초집중화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상정하기도 하였

다. 이렇듯 원전은 그 핵심이 전력 생산의 집중화로서 

그 반작용이 여러 미래학자들이 주창한 탈집중화라는 

메가트렌드에 편승하여 일어나는 것은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래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는 에너지 전환 

정부 정책과 그 추진 논리는 거시적으로 제시하는 근

거들의 논리성 등이 상당 부분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지만33), 이데올로기적이고 환경생태주의적 결론

을 미리 내리고 그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과 그 성급함 

등이 부작용을 일으키고34) 국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에

게 여러 가지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즉 재생에너지 혹은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할 때 우

리나라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문제들을 외면하고 미래

학자들이 주장하는 탈집중화 메가트렌드라는 이름으

로 혹은 분산 전원의 장밋빛 환상에 젖어 탈원전 혹은 

에너지 전환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우

려를 갖게 된다. 

원자력을 징검다리 에너지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에너지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탈집중화라는 지구적 메가트렌드와 서구 국가들

의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여 그리고 환경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정치적으로 급속히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

하는 정책 도입에는 우리나라의 제반 기후 및 국토 여

건을 고려할 때 신중하여야 한다,

한편 그동안 원전이 수 차례의 미국, 구소련, 일본의 

중대사고를 경험하면서 기술적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온 측면은 인정되어야 하나 그것에 너무 취하

여 원전의 위험 특성이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인적 요소에 대한 고려와 사업자와 규제기

관의 안전문화 향상으로 원자력 안전성을 높여가야 한

다. 또한 세계 일류의 IT강국이며 4차 산업혁명을 위

한 기술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세계 원자력 강국으로서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서 원자력 규제에도 이러한 탈집중화라는 지구적 트렌

드를 일부 반영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본 기고 내용은 한국원자력기술협회의 의견을 대변

하는 것이 아닙니다.)

33) �깨끗한�공기,�안전한�삶을�위한�에너지�전환은�우리세대�뿐�아니라�미래세대를�위한�것이다.�안전과�환경의�가치를�포함한�사회적�비용을�고려하면�경제성�
측면에서도�석탄발전소와�원전의�입지는�줄어들�수밖에�없다.�당장의�편리함과�경제성에�취해�미래를�준비하는�에너지�전환을�더�이상�미룰�수는�없는�일이다”�

(서울신문�3월�20일,�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기고)

34) �이러한�측면은�신고리�5,6호기�건설을�먼저�중지하고�이의�재개여부를�공론화에�부쳤다가�공론화�결과�다시�건설재개를�결정하여�1000억�이상(추정)의�손실을�
낸�과정에서도�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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