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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에 지공 원으로서 원자력발 의 수요는 에 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

제활동의 규모 에 지소비량과 한 계가 있다.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원자력발 의 이용은 그 경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안 성과

핵폐기물 처리문제로 인해 도입기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고질 인 사

회·정치 인 문제가 되어 왔다.결국 원 의 도입과 확 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 지공 원의 확보라는 경제논리와 더불어 정책을 둘러싼 외부

환경요인들의 향이 국가와 시 에 따라 차이를 두고 복합 으로 작용

하여 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원 정책의 특성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주제를

설정하 다.첫 번째는 에 지소비량과 경제성장이 어떠한 인과경로를

통해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 으며,두 번째는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의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 다.이

에 한 연구모형으로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

량간의 인과경로 악을 해서 매개변인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원 정책

에 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조 변인을 이

용한 조 모형을 개발하 다.

분석 자료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29개 원 보유국의 시계열 자료

로 구성된 패 자료를 사용하 고,분석방법은 가변수를 이용하여 국가

별 개별효과특성과 연도별 시간효과특성을 통제한 2-요인 고정효과모형

의 패 회귀분석법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먼 원자력발 량의 증감에 한

인과경로 악을 한 매개모형의 분석결과,국내총생산이 1차 에 지소

비량의 결과변수인 동시에 원자력발 량의 원인변수로 작용하는 인과경

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1차 에 지소비량이 직

으로 원자력발 량의 증가를 유인하지 못하고,국내총생산의 증가를

통해 원자력발 량의 증가를 유인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다음으로 외부 환경요인의 측정변수로 선정된 에 지순수입률,이산

화탄소 배출량,집권당의 정치이념 그리고 민주화 등 각 조 변수들의

주효과와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과 상호작용을 통해 원자력발 량에

미치는 조 효과를 요약하 다.

첫째,원자력발 의 확 는 에 지수입률을 낮추는 정책효과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체 에 지소비량의 증가에 의해 유도된

에 지수입률의 증가는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의 효과를 모두

증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자력발 량과 부(-)의 계로 나타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의 효과

를 증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원 정책에 한 좌·우 정치이념 차이의 직 인 효과는 명확

히 확인되지 않았지만,좌익의 정치이념이 강한 정부일수록 원자력발

량에 한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의 효과가 감소되는 억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 량에 한 민주화의 계는 일정 수 의 분기

을 기 으로 부(-)의 계에서 정(+)의 계로 환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민주화가 높은 단계로 진행될수록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

증가에 따른 원자력발 의 확 가 더욱 증 됨을 확인하 다.

주요어 :원자력발 량,정책결정요인,매개효과,조 효과,

2-요인 고정효과모형

학 번 :2012-2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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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배경

원자력은 제2차 세계 종식을 해 미국에 의해 핵무기로 최 로

사용된 후,1950년 부터 미국과 소련, 국, 랑스 등 당시 주요 핵 강

국들이 주축이 되어 평화 인 에 지원으로 개발되기 시작하 다.이후

원자력의 이용은 꾸 히 확 되어 석탄,석유,가스 등 통 인 화석연

료와 함께 주요 에 지공 원으로 자리 잡아 2010년 재 세계 력

생산량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원자력발 의 이용이 지속 으

로 확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세계 인 에 지 수요의 증

과 석유를 심으로 한 화석연료의 공 불안정에서 찾을 수 있다.1970

년 두 차례에 걸친 세계 인 유가 동은 1980년 까지 주종을 이뤘

던 석유 심의 력생산원을 석탄,가스 그리고 원자력으로 꾸 히

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에 지 부존자

원이 으로 부족한 국가들은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피하고,

지속 인 경제발 에 필요한 안정 인 에 지원 확보를 한 에 지 안

보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한 정부주도의 원자력 확 정책을 개하 다.

그러나 1979년 미국 쓰리마일섬(TMI:ThreeMileIsland)원 사고

와 1986년 체르노빌 원 사고 등 역사 인 형 원 사고 이후 원자력의

험성과 안 성에 한 문제가 본격 으로 정치,사회 인 문제로 등장

하 다.이에 따라 국가별 원자력발 정책1)은 각국이 처한 경제 인 환

경과 함께 정치·사회 인 환경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치며 상이하게

개되었다.일례로 원자력발 소2)최다 보유국인 미국은 TMI원 사고

1)이하 원 정책이라 통칭한다.

2)이하 원 이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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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0여년 이상 국민들의 반 로 단 한기의 원 도 추가 건설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그리고 최악의 원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 사고 이

후 국과 독일은 원 확 보류,스웨덴은 원 포기,덴마크와 오스트

리아는 원 도입의 포기라는 탈 원 정책 노선을 선택하 다.그러나 한

국과 랑스 그리고 일본은 형 원 사고 이후에도 원 의 인 확

노선을 선택하는 등 원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두 차례의 역사 원 사고로 원자력의 험성이 본격 으로

정치·사회 인 문제로 부각되어 정부주도의 일방 인 원 확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으며,정부의 정치이념과 원자력에 한 사회 수용

성에 따라 각국의 원 정책은 상이하게 개 되었다.

이후 2000년 반에 들어서 원자력은 신고유가 상과 온실가스 감

축을 한 기후변화 약의 응 략으로 세계 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2004년부터 지속된 고유가로 인해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세계

각국은 이에 한 응방안으로 석유소비의 억제와 체에 지원 개발이

라는 공통 인 책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체에 지원과 련해서는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진행 인 신재생에 지 보다는 당장 건설이 가능

한 원자력발 을 확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해 세계 각국의 실천 략이 구체화 되면서 원자력발

이 탄소배출 에 지원이라는 장 이 부각되어 그 이용과 확 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원자력을 둘러싼 시 배경으로부터 본 연구는 원자력에

지가 지니고 있는 다음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하 다.첫째,타 에 지원과

동일하게 원자력의 이용은 경제논리에 따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 지공

원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재는 화석연료와 함께 주요 에 지원으

로 자리매김 하 다.둘째,그러나 원자력에 지는 그 도입과 확 에 있

어서 원자력이 태생 으로 지니고 있는 안정성 문제로 인해 타 에 지원

과는 달리 단순히 경제논리 외에도 국가와 시 별로 상이한 사회 ,정

치 인 외부 환경요인들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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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목

앞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자력의 상반된 두 가지 특성,주요 에

지공 원으로서 경제 유용성과 태생 인 험성으로 인해 원자력의

이용과 확 에 해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즉 원자력은 지

속 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 지공 원으로서 그 이용은 기본 으로 한

나라의 경제규모 에 지수요와 한 계가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는 국가와 시 별로 상이한 경제 환경과 정치이념,그리고 사회 수

용성 등의 외부 환경요인들이 정책결정에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한 사실이다.

이상의 연구배경을 토 로 본 연구의 목 을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원 보유국들이 공통 으로 원자력을 국가의 경제성장에 필요

한 주요 에 지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구체 으로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

량이 어떠한 인과경로로 원 정책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 각 변인들의

작동기제와 효과를 정량 으로 분석한다.둘째,원 정책은 국가와 시

별 경제 환경,정치 환경,그리고 사회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개

되고 있다.이에 따라 원 정책의 차별화에 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

인을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 요인으로 분류하고,각 분야의 요인

들이 원 정책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분석한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첫 단계로

원 정책에 다양한 주제의 선행연구의 고찰과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원

정책의 결정요인에 한 일반화된 이론 분석틀을 정립하고,정책결정

에 한 다양한 환경요인의 향을 검토하 다.다음 단계로 원 정책과

정책결정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효과를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한 연구모형을 개발하고,구체 인 분석방법을 기술하 다.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를 고찰하고,이를 토 로 본 연구의 최종 결론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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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범

세계 상업용 원 은 2011년 기 으로 총 30개국에서 434기가 력

생산을 해 가동하고 있다.이 에는 원 보유기수를 기 으로 단 한

기의 원 만을 보유한 국가부터 100여기 이상의 원 을 보유하고 있는

원 국까지 원 의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한 총 력

생산량에 한 원자력발 량의 유율을 기 으로 분류하면 유율이

2% 미만의 국가부터 70% 이상의 력을 원자력발 으로부터 충당하는

국가까지 원자력발 의 비 한 국가별로 천차만별이다.

본 연구는 2011년 재 상업용 원 을 운 하고 있는 30개 국가 ,

만3)을 제외한 29개국을 연구 상에 포함하고 있으며,연구의 시간

범 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로 설정하 다.분석 자료는 1980년 이후

부터 2010년까지의 가용한 29개 원 보유국의 연단 시계열 자료가 결

합된 패 자료를 사용하 다.

이러한 공간과 시간 범 는 원 정책 결정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단된다.

3) 만은 2011년 재 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 하고 있으며,총 력생산량에서 원

자력발 의 비율이 19%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장기간(1971∼2008)에 걸친 유엔 탈

퇴로 인해 에 지통계 경제지표 등 본 연구에 사용된 시계열 자료가 자료의 출처

원(worldbank등)에서 배제되어 있어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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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세계 원자력발 량 구성비

2011년말 기

국 가
원자력발 량

국 가
원자력발 량

발 량,
billionkWh

구성비,
%

발 량,
billionkWh

구성비,
%

아르헨티나 5.9 5.0 멕시코 9.3 3.6

아르메니아 2.4 33.2 네덜란드 3.9 3.6

벨기에 45.9 54.0 키스탄 3.8 3.8

라질 14.8 3.2 루마니아 10.8 19.0

불가리아 15.3 32.6 러시아 162.0 17.6

캐나다 88.3 15.3 슬로바키아 14.3 54.0

국 82.6 1.8 슬로베니아 5.9 41.7

체코 26.7 33.0 남아 리카 12.9 5.2

핀란드 22.3 31.6 스페인 55.1 19.5

랑스 423.5 77.7 스웨덴 58.1 39.6

독일 102.3 17.8 스 스 25.7 40.8

헝가리 14.7 43.2 만 40.4 19.0

인도 28.9 3.7 우크라이나 84.9 47.2

일본 156.2 18.1 국 62.7 17.8

한국 147.8 34.6 미국 790.4 19.2

출처:세계 원자력 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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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논의 선행연구 검토

제 1 정책결정요인에 한 이론 논의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요인론은 사회 ·경제 요

인이 정책결정의 핵심요인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이

러한 주장은 정책이 정치의 최종산물이라는 정치학자와 행정학자들의 주

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사회·경제 변수가 정치 변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정책의 내용에 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을 강조하고

있다.이후 정치·행정학자들은 정책결정요인론이 정치 변수를 설정하

는 과정에서 개념의 계량화 오류를 범하고 있고 정책환경,정치체제 그

리고 정책간의 인과 계 방향이 모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즉 정치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향을 과소평가하고 있고,사회·경제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향을 과 평가하도록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정치·

행정학자들이 정책결정요인론을 비 하는 주된 내용이다(정정길 외,

2005:99-105).그러나 와 같은 비 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요인론자들

이 정책결정에 있어 사회 ·경제 요인들의 요성을 과학 인 분석방

법을 통해 밝 낸 것은 요한 업 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aston의 정치체제(PoliticalSystem)이론은 정책결

정이 환경 요인에 의해서 직·간 으로 향을 받게 됨을 강조한다.정

책 환경이 정책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체제에 한 투입을

통해서이며,환경으로부터 투입되는 요구(demand)나 지지(support)는 정

치 환경에 의존하게 되고,이들 투입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의 내

용도 달라진다는 것이다.그리고 정치체제의 여러 특성에 한 환경의

간 향은 정책담당자,정치체제의 분 기와 이념,정치체제의 구조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으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첫째,정책 담

당자의 능력이나 성향은 정책내용과 추진방법에 큰 향을 미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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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정치체제의 분 기,구조에 의해서도 향을 받지만 정치 환경에

의해서 결정 향을 받는다.둘째,정치체제의 분 기 에서 가장

요한 정치이념은 정책에 커다란 향을 미치는데 이들 정치이념은 사

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게 된다.셋째,정치체제의

분 기를 좌우하는 정치․행정문화는 정치체제의 환경인 사회․문화

요소에 의하여 결정 으로 좌우된다.넷째,정치체제의 구조도 정책과정

의 활동뿐만 아니라 정책내용에도 큰 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구조도 정

치 환경에 결정 인 향을 받는다(정정길 외,2005:106-107).이상에서

논의된 정책결정에 한 정책결정요인론과 정치체제이론을 종합하면 정

책결정은 경제 요인과 정치 요인 그리고 사회 요인에 의하여

한 향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의 환경 요인을 강조하고 있는 정치체제이

론을 토 로 원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환경요인들을 경제

요인,사회 요인 그리고 정치 요인의 세 축으로 구분하 다.다음

에서는 각 분야 요인들이 원 정책 결정에 미친 향들을 선행연구결과

를 통해 구체 으로 살펴볼 것이다.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사회적 요인

원전

정책

[그림 2-1]원 정책 결정요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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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원 정책의 결정요인 고찰

1.원자력발 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에 한 논의

원자력은 제2차 세계 종식을 한 정치·군사 인 목 으로 최

로 이용되었지만,당시 미국,소련 등 핵 강국들을 심으로 핵무기의 기

반기술을 이용하여 평화 인 에 지원으로 본격 으로 개발되기 시작했

다.이후 에 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에 지 빈국들을 심으로 원자력은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를 체할 에 지공 원으로 각 을 받기

시작했고,그 이용이 꾸 히 확 되어 왔다.그 결과 원자력은 력생산

원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 잡아 2010년 기 으로 세계 력생산량의

12.9%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2-2]세계 발 원 구성비율

(출처:2011KeyWorldEnergyStatistics,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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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 원자력의 비약 인 성장이 가능했던 근본 인 이유

는 원자력이 화석연료의 공 불안을 해결하고,고갈 가능성에 비한

체에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이다. 재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 인 에 지인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는 고갈 되고 있다.이에 반해 에 지 소비 국과 개발 상국

들의 에 지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와 같은 에 지 수요

의 증가로 인해 기존 에 지소비 국들은 지속 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 인 에 지원의 확보차원에서,그리고 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발

도상국들은 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그리고 경제개발을 한 에 지

공 원이 실하게 되었다.특히 인류가 소비하는 표 인 에 지원인

석유의 경우 공 은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수요는 지속 으

로 증가하고 있어 수 상황과 가격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는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1970년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가격 인상과 원유생산 제한으로 야기된 두 번에 걸친 세계 인

석유 동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과도한 석유 의존 인 에 지수 구조

에서 탈피하기 해 극 으로 체에 지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다.그

결과 1980년 까지 력생산원의 주종을 이루던 석유를 석탄,가스,원자

력 등으로 다변화 할 수 있게 되었다4).

한편 2004년부터 시작된 지속 인 신고유가 상은 과거 1970년 의

고유가와는 그 원인과 지속성에 있어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각국의 장

기 에 지정책의 수립에 향을 미치고 있다5).미국과 일본, 국 등 주

4)[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력생산원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 은 1973년

24.7%에서 2010년 4.6%로 하락한 반면,원자력과 천연가스의 비 은 각각 3.3%,

12.1%에서 12.9%와 22.9%로 증가하 다.

5)과거의 고유가 상은 부분 산유국의 원유공 교란에 따른 일시 인 가격의 상승

이었다.그러나 신고유가 상황은 기본 으로 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높은 경제

성장과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한 석유 수요의 증과 공 차질이 생겼을 때 이를 체

할 여력이 없다는 원유구매자들의 우려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유

가 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이달석 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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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에 지소비 국들을 심으로 고유가 응방안으로 석유소비 억제와

체에 지원 개발이라는 공통 인 책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석유자

원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체하기 한 체에 지원과 련해서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진행 인 신재생에 지 보다는 당장 건설이 가능한 원

자력발 을 확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진상 ,2011).

원자력의 경제성과 화석연료의 체가능 에 지원이라는 에 을

둔 원자력발 의 당 성에 한 연구는 주로 에 지 련 국제기구나 정

부연구소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 의 경제성을 분석한 국내연구로 원 의 폐로 등 사후처리비용을

고려하여 원자력발 의 경제성을 분석한 에 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

(이근 ·박정순,2005)가 주목할 만하다.동 연구는 원 을 보유한 8개국

을 상으로 원 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원자력발 비용과 련

된 원 측 요인과 경쟁 원(석탄,가스 등)의 발 비용 구성요소와 련

된 원 외측 요인으로 구분하여 원 의 폐로 등 사후처리비용을 고려한

·단기 인 원 의 경제성을 분석하 다.분석결과 원 철거비용은 각

국의 원 기술수 ,사후처리정책과 한 연 이 있으나,원 의 경제

성에 실질 으로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에 화석연료이용 기술은 화석연료의 경제성에 정 인 향을 미치므로

원 의 상 경제성을 하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결론 으로

향후 원 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원 안 규제,원 안 기술,

화석연료이용기술,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꼽고 있으며,특히 원 안 규

제,원 안 기술,화석연료이용기술은 원 의 경제성에 향을 미치는

요 요소로 지 하고 있다.

양용석(2008)은 한국의 1980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총생산과 에 지

소비량의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해 원자력발 의 정 인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즉 한국의 상황에서 원자력발 은 안정 인 기 부하 공 ,

에 지 해외의존도 완화 그리고 기요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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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원자력의 당 성에 한 국외연구로 Morrison(2000)은 캐나

다를 상으로 원자력발 의 합리 비용과 환경 이 을 제시하고 있

고,원자력 련 국제기구(NEA,1998;OECD,2000)에서는 원자력을 기

후변화의 응 략으로 화석연료를 체하는 에 지원으로 강조하고 있

다.

한편 최근에 들어서 원자력은 탄소배출 에 지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한 응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8세기 산업 명 이후 인류의 속한 산업화와 경제개발로 석유,석

탄 등의 화석연료가 량으로 소비되었다.이에 따라 기 에는 이산

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농도가 으로 증가되었으며,이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었다.이와 련하여 유엔은

지구온난화에 한 응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한 국제회의

를 개최하는 등 국제 력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한 온실가스 방출

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이 기후변화 약은 1992년 리

우회담을 통해 체결되어 재까지 192개국이 가입한 향력 있는 국제

약이다. 약 당시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세계 각국이 노

력한다는 선언 내용만 담겨있을 뿐,구체 인 온실가스 감소량과 주체

에 한 세부사항은 언 되지 않은 상태 다.그러나 1997년 체결된 교

토의정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38개 선진국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 에서 5.2% 감축한다는 실천 략으로 구

체화되었으며,2005년에 이르러서 실효성 있는 국제 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6)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이 화석연료에 비해 탄소배출 에 지

원이라는 장 이 주목받기 시작했고,기후변화 약의 실천방안이 구체화

6)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해서는 쉽지 않은 제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했다.교토의정

서는 기후변화 약 회원국 가운데 55개국 이상이 비 해야 하고,이들 국가의 온실가

스가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과할 때 비로소 발효된다는 조건이 있었다.한

국을 포함한 120여 개 국가가 교토의정서를 비 함으로써 첫 번째 조건은 쉽게 충족

될 수 있었지만,세계 1 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2001년에 기후변화 약에서

탈퇴함으로써 발효가 지연되고 말았다.그러나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 함에 따라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어 2005년 2월 16일자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었다(진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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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기후변화 약과 지구온난화의 응 략으로 세계 으로 원자

력발 의 확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 지원으로 원자력의 확 를 경계하는

선행연구 결과는 원자력발 의 당 성에 해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실례로 신재생에 지로 환되기까지 한시 인 원자력발 의 확 를 주

장한 연구와 지속가능한 에 지원으로서 원자력발 의 추진을 경계하는

연구결과는 경제 측면에서 원자력발 확 의 당 성을 강조한 연구결

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임은혜(2009)는 한국의 에 지수 정책에 한 연구를 통해 장기

으로 화석연료를 체하기 해 장기 으로는 신재생에 지 체제로의

환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재까지 신재생에 지의 경

쟁력이 떨어지므로 에 지효율화와 선택과 집 을 통한 신재생에 지의

개발을 제로 원자력발 의 확 를 ·단기 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결

론짓고 있다.

그리고 2001년 유엔의 지속가능발 원회(UNCSD)는 제9차 지속가

능발 원회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에 지’에 한 합의문

을 통해 원자력의 확 에 해 다음과 같이 신 한 언 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에 지와 원자력에 지는 미묘한 문제이다.( 략)원자

력 안 문제,폐연료 문제,방사성 폐기물 리문제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각국별로 연구노력을 강화하고,국제 으로 력을

강화해야 한다.그리고 공공참여의 확 를 통해 원자력 안 문제와

련된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재인용:오진규,2004)

한 윤순진(2003)은 원자력발 이 기후변화 문제와 무 하게 추진되

었음을 언 하면서 원자력발 을 에 지공 의 안 성과 기후친화성에

을 맞추어 정당화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발 의 에서 재검토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즉 원자력이 사회 형평성을 해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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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유발하는 부정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원자력발 의 지속

인 확 에 해서는 사회 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원자력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에 한 논의를 종합하여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원자력이 과거 에 지원으로서 비약 인 성장은 석유를

심으로 한 화석연료의 체에 지원으로서의 역할에 기인하며,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한 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그러나 지속가

능한 미래 에 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에 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 이 있으며,이를 해결하기 한 지속 인 노력과 사회

인 논의가 필요한 것 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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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 요인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원 정책은 경제 에 지정책의 하류부문의

정책으로서 기본 으로 ·장기 인 국가의 경제성장 목표와 이에 따른

에 지수요량에 기반을 두고 정책이 결정된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에 지안보 문제와 기후변화에 처를

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원자력발 에 심을 표명하거나,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서는 원자력을 화석연료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 인 수단

으로 삼고 있다(소진 외,2010).즉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주 인 에

지공 원의 확보와 규제력 있는 국제 약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해 느끼는 체감도는 개별국가가 보유한 에 지부존량과 산업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결과 으로 원 정책 결정에 향을 미치는 효과도 차이

가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원 정책 결정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경제성

장 에 지소비량의 계와 에 지부존량과 온실가스 감축의무 등의

외부 환경요인의 향을 선행연구결과를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자.

1)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의 증가

인간은 에 지 없이 인간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다.에 지는 경

제활동의 필수재이며,특히 산업 명 이후 에 지의 생산과 소비는 경제

성장의 필수조건으로 자리 잡았다(윤순진,2002).에 지 수요는 기본

으로 경제활동의 규모와 한 계가 있으나,에 지 공 소비구

조와 제도 요인 그리고 에 지정책과 같은 국가 인 특성에 따라 차이

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와의 계는 이러한 국

가 인 특성에 따라 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김철환,1998).

이와 련하여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과의 인과 계와 인과 계가

내포하고 있는 정책 함의를 규명하는 일은 한 국가의 경제와 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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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수립하는데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실례로 에 지 수요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원인변수로 작용하는 인과 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지 수

요의 억제는 경제성장을 축시키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과의 인과 계 규명을 시도한 선행연구는

부분 계량경제학자들을 심으로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 간의 인과

계의 방향과 강도를 검정하는 데 을 두고 있다7).분석 자료로 에

지소비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이에 한 설명변수로 국민총생산과

고용률 등 국가의 경제성장을 표할 수 있는 거시경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연구결과는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 간의 계의 경우 인과 계

가 존재하나,그 방향과 강도는 연구 상 국가와 분석방법과 분석기간

그리고 경제발 단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부분의 연구결과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 계의 방향과 강도를

기술하고 있지만,그 차이와 원인을 유발하는 요인에 한 심도 있는 분

석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일한 맥락에서 에 지원으로서 원자력발 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들을 탐색하고,각 요인간의 계를 규명하는 일은 한 국가의 원 정책

을 결정하는데 요한 근거가 된다.그러나 원 정책은 에 지정책의 하

류부문 정책으로서 기본 으로 한 국가의 ·장기 인 에 지정책에 따

라 결정되나,화석연료 등 타 에 지원에 한 정책에 비해 정책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그 계가 복잡하다.따라서 에 지소

비량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원자력발 간의 인과 계 규명은 요한

의미를 지니나 이와 련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을뿐더러,연구결과도 국

가별 인과 계의 방향과 강도에 한 분석결과를 단순 기술하고 있는 수

에 그치고 있다8).

7)본 연구에서 고찰한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과의 인과 계의 규명을 시도한 선행연

구로는 김철환(1998),모수원·김창범(2003),박해선·오완근(2006),백정호·김 석(2011),

Yoo,S.H.(2005)가 있다.

8)본 연구에서 고찰한 경제성장과 원자력발 량과의 인과 계의 규명을 시도한 선행연

구로는 Nicholas Apergis, James E.(2010), Yemane Wolde-Rufael·Kojo

Menyah(2010),Yoo,S.H.·Ku,S.J.(2009),Yoo,S.H·Jung,K.O.(200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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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지부존량

한국과 일본, 랑스 등 에 지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들은 원자력발

의 극 인 확 를 통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안정 인 에 지공 원을

확보하는 에 지정책을 펼쳐왔다.즉 원자력발 은 에 지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에 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화석연료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에 지수입국에게는 안정 인 에 지원 확보를

한 에 지안보 차원의 매력 인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련하여 이유수(2011)는 원 정책에서 상반된 노선을 걷고 있

는 독일과 랑스의 에 지믹스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원자력의 이용에

한 양국의 에 지믹스 정책의 차이는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료

의 부존량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즉 랑스는 에

지자원의 부존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에 지자립도를 높이기 해 원

자력 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으며,결과 으로 원자력의 확

를 통해 에 지자립도를 높 다고 분석하고 있다.반면에 상 으로 석

탄을 심으로 다양한 화석에 지원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은 석탄의 비

이 높지만 원자력과 신재생에 지 등 다양한 에 지원을 활용한 에

지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 김태희(2010)는 한국과 일본은 공통 으로 강력한 정부주도의

성장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으며,국내에 공 되는 에 지원의 부분

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화석연료의 수입비 을 이고 안정 인

에 지공 원의 확보를 해 원자력을 극 으로 확 하여 왔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에 지부존량이 으로 부족하여 에 지공

량의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에 지수입국들은 에 지수입량을 이

고 안정 인 에 지공 원을 확보하기 한 정책 방안으로 원자력발

을 극 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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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약이 교토의정서 체결과 발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

약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세계 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한 연구

가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온실가스 감축을 실 하기 해

서는 재까지 화석연료를 주로 구성된 기존 에 지체제에 한 환

과 함께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획기 으로 일 수 있

는 기술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유승직(2008)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에 한 연구를 통해 온

실가스 감축은 경제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가 높고 비용이 낮은 정책을

우선 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이를 해 정부가

보조 을 지 하거나,온실가스배출 규제정책,그리고 기술의 공 비용

인하를 한 연구개발 지원 등과 같은 정책안을 제안하고 있다.아울러

장기 으로는 고비용 온실가스 감축기술도 극 인 기술개발 투자와

보 확 를 통하여 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가 진 되고 이에 한 기의식이 높아지게 되면,

많은 국가들이 장기 으로 화석연료 주의 에 지체제를 탄소배출

에 지원을 심으로 한 에 지체제로 환할 것으로 상된다.

수 (2009)은 한국을 상으로 발 에 지 부문의 미래의 온실가스

감 잠재량에 한 정량 인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통해 유연탄 발 을

원자력과 신재생에 지로 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할 것

으로 상하 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에 해서 아직까지

국제사회는 신 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진상 (2011)은

탄소 에 지원에 한 표 인 국제 지원정책인 청정개발체제

(CDM:Clean DevelopmentMechanism)에는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즉 일본을 심으로 원자력을 청정개발체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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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상인 탄소 에 지원으로 인정하기 한 주장이 지속되었지만,이

에 해 국제사회는 원자력을 청정개발체제에 포함시키자는 일본의 제안

을 거부하 다9).그러나 일본의 제안은 기각되었지만,기후변화 응

략으로서 원자력의 보 확 에 해 국제사회에서 차 그에 동조하는

분 기가 조 씩 증가하고 있었다(이유진,2011).

이상의 논의를 통해 원자력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은 탄소 에 지

원으로 화석연료의 체에 지원으로 많은 심을 받고 있으나,아직까

지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응 략으로서 원자력을 청정개발체제에 포함

시키지 않음으로써 원자력발 의 확 에는 신 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일본은 제 13차,14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여 원자력을 청정개발체제에 포

함시켜달라고 제안했으나 기각되었다(진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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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 요인

원자력발 의 존속과 확 에 해서는 지속 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 인 에 지원 확보라는 경제논리를 옹호하는 정치세력과 원자력발

의 안 성과 핵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문제 삼아 원자력발 의 폐

지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맞서 팽팽한 긴장 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면회(2010)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응 략으로서 독일과

랑스의 원 정책의 상이성에 한 비교연구를 통해 양국의 상반된 원

정책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같은 유럽연합국에 속하면서도 진 인

원 폐쇄라는 독일의 선택과 원 의 존속과 확 라는 길을 택한 랑스

의 상반된 원 정책은 양국의 상이한 정치지형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 주

체의 차이에서 유래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한 상이한 가치를 추

구하는 정치세력 간의 계는 각국의 실 인 정치지형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 원 사업자와 정부 간에 원 의 단계 폐쇄에 한

합의를 이루었는데,이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결정 인 요인은 창당 이

후부터 지속 으로 원자력발 의 폐지를 주장해 온 녹색당이 연합정부에

향력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여 원 정책의 결정과정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반면 랑스의 경우 제1야당인 사회당이 원자력발 확 정책에 해

분명하게 반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그러나 사회당은 미테랑으

로 상징되던 오랜 집권 이후 1995년 통령직을 상실하 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정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락하여 원 정

책의 변경에 향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 원 정책에

한 반 정치세력인 녹색당 역시 2002년의 총선에서의 참패한 이후 랑

스의 실정치에서 별다른 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결국 반

원 세력에 한 정치 지지도의 감소와 그로 인한 정책결정 세력으로

서의 향력 상실은 역으로 랑스가 원자력발 의 확 정책을 선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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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김태희(2010)는 신제도주의 근방법을 통해 원자력발 의 확

와 유지라는 유형별 국가군간의 공통 과 차이 을 유발하는 주요 변

인을 탐색하고자 하 다.그는 연구결과를 통해 원자력발 의 확 정책

을 채택한 국가들의 공통된 특성으로 성장주의 이념이 다른 변수들보다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반면에 원자력발 을 확 하지

않고 유지하는 국가들의 정책결정에 강하게 작용한 변인들을 환경주의와

시장주의 이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환경주의 이념이 강한 독일

과 스웨덴의 경우 미국의 TMI원 사고 이후 원 폐쇄와 원 의 수명

연장 지 등의 반 원 정책이 형성되었으며,이는 다시 국민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확 재생산되어 원 정책에 향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 원 정책에 성장주의 이념을 토 로 시장원리를 도입

하다가 원 사고를 겪으면서 시장주의 이념 하에서 최소한의 정부개입이

형성되었다.시장주의 이념의 특성으로 인해 미국은 정부주도의 원 정

책 형성의 노력이 있었으나,시장주의 체제하에서 국민과 의회로부터 정

당성을 인정받지 못해,결국 최소한의 정부개입으로 원자력발 이 유지

된 특성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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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 요인

원자력발 은 핵폭탄 개발기술에서 생되었다.제2차 세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무시무시한 괴력은 원자력발 에

한 의 부정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맥락

에서 1979년 미국의 TMI원 사고10)와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 사

고11)그리고 2010년 일본 후쿠시마 원 사고12)는 미국을 비롯한 반핵운

동이 활발한 유럽 국가들의 원 정책에 한 향을 미쳤다.이 가

장 최근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 사고가 세계 각국의 원 정책에 미치는

향은 재까지 진행 에 있으며,이에 한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이필렬(1998)은 원자력발 의 반 운동이 원 정책에 미친 향을 주

요 원 보유국의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9년까지 국민여론이 원자력발 을 수용하는 추세 으

나 1979년 TMI원 사고 이후 국민여론은 원 반 로 돌아섰다.그 결

과 미국의 원자력산업은 격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1986년 체르노빌 원

사고 이후 원자력산업은 거의 회복불능 상태에 들어서게 되었다(

Jasper,1990). 한 독일과 스웨덴은 1970년 부터 국 인 반핵운동이

10)미국의 TMI원 사고는 운 원의 실수가 직 인 사고원인으로 노심냉각장치 열

되어 다량의 방사능이 외부로 출된 사건이었다.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사

고지역 인근 주민들은 기형아 출산,암 발생의 증가와 같은 각종 방사능 재해에 시달

렸다.TMI원 사고는 미국 최 의 원자력발 소 사고로 기록되며 세계 각국에 핵

방사능 출사고의 심각성에 한 경종이 되었다.

11)역사상 최악의 원 사고로 평가받는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 사고는 비정상

인 출력상승으로 인한 고온,고압으로 원 이 폭발한 사고로 다량의 핵물질이 외부로

출되었다.사고피해는 주로 구소련 지역에서 발생하 지만 방사능 낙진으로 그 피

해가 인근 국가가로 확산되어 특히 독일 남부,그리스,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국이

큰 피해를 입었다.

12)2010년 일본 후쿠시마 원 사고는 쓰나미로 인한 력공 상실로 원자로 잔열 냉각

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황이 되어 노심이 손상되고 원 이 폭발한 사고이다.기존의 쓰

리마일이나 체르노빌 사고가 운 조작원의 실수로 발생한 인재(人災)인데 반해 후쿠

시마 원 사고는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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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기 시작했고,1980년 부터 원 폐쇄를 정강으로 내세운 정당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면서 원자력발 이 정치 인 논쟁거리가 되었다.체르노

빌 원 사고 이후에는 국민들의 반 원 정서가 일반화 되었다(

Mounfield,1991).유럽국가들 특이하게 랑스는 1970년 국 인

반핵운동이 일어났지만 정부주도로 반핵운동을 그러뜨리는데 성공을

했다. 랑스에서 반핵운동이 쇠퇴한 이유는 언론의 보수 보도와 정부

의 원자력에 한 정보독 으로 반핵진 이 원자력에 지의 이용을 공론

화하여 국민들의 정서를 바꾸는데 실패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Jasper,1990;Rüdig,1990).그리고 일본은 최 의 원폭피해국으로서 핵

폭탄과 방사능에 한 두려움의 감정이 리 퍼져 있지만 일본 정부의

원자력정책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 지역 주민들에 한 경

제 지원 등 여론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 으로 추진해 원 사고에

한 여론이 정부노력에 의해 완화되었다(Rüdig,1990).

원 정책 결정과정에 정부와 원 사업자 이외에도 시민단체의 활동과

요구가 직 으로 투입되고 있는 추세다.이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

일수록 국가의 제도는 분권화되며, 앙에 집 된 권력은 지방정부로 분

산되고,사회의 발 과 더불어 시민의식이 함양되어 그에 따라 자신들의

요구를 국가정책에 반 하려는 당연한 결과이다(이성로,2001). 국내의

경우 1990년 이후부터 원자력의 안 환경가치를 요시하는 시민·

환경단체와 원 지역 주민들의 정치 ․사회 의견이 표출되면서 정부

주도의 원 정책은 근본 기조가 변화하는 계기를 맞이하 다.특히 참

여정부 출범과 함께 이러한 원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활동과

요구가 직 으로 원 정책 결정과정에 투입되었으며,원자력정책의 국

가 심 정책결정 구조가 분권화된 정책결정 구조로 환되면서 민간

부문의 행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성로(2001)는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른 앙정부의 분권화가 원 정

책에 미친 향을 미국의 원 정책의 집행과정과 한국의 원 건설

과정에 한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TMI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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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계기로 연방정부 주도의 원 정책의 결정구조가 시민단체 환경

단체와 연합한 주정부로 넘어갔다.이로 인해 원 사고에 한 의

원자력에 한 기감과 매체를 통한 기의식의 확산은 원자력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무력화 시켰고,이는 결과 으로 정책 지원의 감

소와 원자력산업에 한 재정 압박으로 이어져 미국의 원자력산업은

결국 사양길로 어들었다고 보고 있다.즉 원 정책 집행과정에서 반핵

정서의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연합한 주정부의 역할이 증 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정책 주도권이 약화된 것이 미국의 원자력발 확 정책 실

패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화의 진 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공정책 집행에 한

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폭 임이 되었다.즉 정책의 집행에

있어 지방정부는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연합하여 앙정부의 정책을

지할 수 있는 등한 계가 형성된 것이었다.이러한 제도 환경의

변화 이후 추진된 원 5,6호기의 건설과정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

정부주도의 원 정책 집행과 비교하여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연합은 이 과 비교하여 더욱 범 하고 조직 으로

형성되었고 그 향력은 지방정부와 결합하여 강력해 졌다.결론 으로

지방자치 이후의 한국 원 정책의 성패여부는 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지

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원자력발 의 안정성에 해 신뢰를 수 있느

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를 해 정부는 정책집행에 있어 투

명한 정보의 공개와 더불어 정부와의 공감 형성을 해 극 으로 노

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익과 편익에 해 극 인 홍보를 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원제(2011)는 험수용자들이 기존에 지닌 험인식을 해소하고

험이슈에 해서 보다 정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은 험수용과 련

한 결정에 있어서 장 이 단 보다 더욱 많아야 하며,공동의 원칙(공공

의 안녕, 법성,다수결 원칙 등)에 비추어 개인 인 손해( 험)를 감수

해야 할 당 성이 있는 경우라고 제시하고 있다.특히 원자력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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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과 같이 국가차원의 험정책과 련한 갈등을 해

소하기 해서는 수용자가 확신할 수 있는 신뢰요인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이를 해서 무엇보다도 과의 커뮤니 이션 개선과 증진

이라는 요소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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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설계

제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 인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작동기제

(mechanism)를 이해하고 경제 ,정치 ,사회 요인 등의 외부 환경요

인들이 원 정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두 가지 연구모형을 개

발하 다.

첫 번째는 에 지소비량과 경제성장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각 변

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경제성장,에 지소비량 그리고 원 정책 간

의 인과경로를 분석하기 한 매개모형을 개발하 다.

두 번째는 원 정책 결정에 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을 경제

요인,정치 요인 그리고 사회 요인으로 분류하고,각 요인들의 주효

과와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원 정책에 미치는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한 조 모형을 개발하 다.

본 에서는 매개모형과 조 모형에 한 이론 고찰과 함께 본 연

구에 용된 각 모형들의 특성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매개모형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매개변인

(mediatorvariable)이라 한다.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결과이며,동시에

종속변인의 원인이기도 하다.이러한 매개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숨겨진 인과 구조를 이해하기 해 이용하며,이를 통해 독립변

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에 한 작동기제를 밝히고 독립변인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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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인(XM)

α β

독립변인(XP)
τ'

종속변인(YO)

독립변인(XP)
τ

종속변인(YO)

속변인과의 인과 계에 한 설명을 풍부하게 해 다.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한 향은 종속변인에 직 인 향을 미

치는 경우와 매개변인을 통하여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들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매개변인을 통제하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는 회귀

계수 τ로 볼 수 있다.한편 매개변인(XM)이 포함된 후에 독립변인은 매

개변인에 회귀계수 α의 향을 미치고,매개변인은 종속변인(YO)에 회귀

계수 β의 향을 미친다.결과 으로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 효과는 회귀계수 τ'로 볼 수 있으며,이는 τ에서

매개변인의 효과만큼 감소된 값이다.

<직 효과 모형 >

<매개효과 모형 >

[그림 3-1]직 효과 매개효과 모형

(출처:이상균,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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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검증하는 통계 방법에는 다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

형이 이용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다 회귀분석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

증 차로서 가장 일반 으로 활용되고 있는 Baron& Kenny(1986)의

차를 따랐으며,그 차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상균,2007).

먼 매개효과가 존재하기 해서 각 변인들의 계는 다음 네 가지

제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야 한다(τ≠0).

②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야 한다(α≠0).

③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야 한다(β≠0).

④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독립변인은 유의미한 향력이 사라지거나

감소한다(τ'≤0)

매개변인이 통제된 이후 독립변인의 효과가 완 히 사라진다면,독립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은 매개변인에 의해서 완 히 설명되는

완 매개(completemediation)모형이라 한다.

그러나 매개변인이 통제된 이후에 독립변인의 향력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면,매개효과는 부분 으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부분매개

(partialmediation)모형이 된다.즉,부분매개모형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인 τ'가 매개변인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인 τ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완 매개 는 부분매개 등의 매개효과는 다음

세 가지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모형 1> YO =τ·XP+ε1

<모형 2> XM =α·XP+ε2

<모형 3> YO =τ'·XP+β·XM +ε3

YO:종속변인, XP:독립변인, XM:매개변인, ε1,ε2,ε3: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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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종속변인을 독립변인에 해 회귀시키는 모형(모형 1)이고,

두 번째는 매개변인을 독립변인에 해 회귀시키는 모형이다(모형 2).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에 해 동시에 회귀시키는

모형이다(모형 3).

이러한 세 가지의 회귀모형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매개효

과를 확인하며,구체 인 매개효과 측정과 검증방법은 본 장의 3 3항

의 매개효과 측정방법에 기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원 정책과 독립변인인 경제성장( 는 에

지소비량)과의 계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 에 지소비량( 는 경제

성장)을 설정하 다.에 지소비량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매개모형의

변수 간 작동기제는 경제성장이 에 지소비량에 한 원인변수로 작용하

고,동시에 에 지소비량이 원 정책의 원인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정이다.

반면에 경제성장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매개모형의 작동기제는 에

지소비량이 경제성장에 한 원인변수로 작용하고,동시에 경제성장이

원 정책의 원인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정이다.

매개모형 분석의 일차 인 목표는 매개변인의 효과,즉 매개효과의

검증을 통해 경제성장 는 에 지소비량의 효과가 원 정책에 미치는

향을 직 인 효과와 매개변인을 통한 간 인 효과로 구분하고 변

수간의 인과경로를 악하는 것이다.매개효과의 검증을 해 분석 상

국가들의 연도별 경제성장 지표와 에 지소비량 그리고 원자력발 량 등

의 자료가 결합된 패 자료를 이용하 으며,분석방법으로 패 모형 회

귀분석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를 통해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이 어떠한 인과경로를 통해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고,각 변인들의 작동기제를 이해

함으로써 원 정책 결정체제에 한 풍부한 설명과 함께 련 이론의 개

발과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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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량

경제성장

(매개변수)

경제성장
원자력발전량

에너지소비량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림 3-2]매개모형

2.조 모형

회귀분석을 이용한 조 변인의 조 효과는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간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effect)에 의해 측정된다.

회귀모형을 이용한 일반 인 상호작용 효과의 측정과 검증방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유재,1994).

Y=Bo+Bl·X1+B2·X2+B3·X1·X2+e

Bo:Y 편,Bl,B2,B3:회귀계수,X1,X2:독립변수,e:잔차

독립변수 X1과 X2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종속변수 Y에 한 독

립변수 X1의 효과가 X2의 값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하며,상호작용 효과

는 회귀모형에 X1과 X2의 곱인 X1·X2항을 도입하여 측정 검정할 수

있다.이 때 변수 X2가 독립변수 X1의 종속변수 Y에 한 효과를 조

한다고 하며,X2를 X1과 Y의 계에 있어서 조 변수(moderator

variable)라고 부르고,마찬가지로 X2와 Y의 계에서는 X1이 조 변수

가 된다.

X1과 X2의 상호작용 효과는 회귀계수 B3의 검토를 통해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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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될 수 있다.B3이 통계 으로 유의하면 각 변수간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고 단할 수 있다.이 경우,회귀계수 B3의 부호가 정(+)으로

나타나면 X1의 효과는 X2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게 되고,X1의 효과를 증

시키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반면에 B3의 부호가 음

(-)으로 나타나면 X1의 효과는 X2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고,X2가

X1의 효과를 억제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조 모형은 원 정책이 지속 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

지공 이라는 목 을 지향하면서도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국가와 시 별

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향을 받는다는 정책결정 이론을 실증하기 해

개발되었다.이에 따라 우선 원 정책 결정에 향을 수 있는 환경요

인을 경제 요인과 정치 요인 그리고 사회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요인을 측정 가능한 계량변수로 조작하 다.다음 단계로 각 변

수들이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이라는 원 정책의 주요 독립변인들과

결합하여 원 정책에 작용하는 조 효과를 검증하 다.조 효과의 검증

방법은 매개효과의 검증과 마찬가지로 패 모형을 이용한 다 회귀분석

을 이용하 다.

조 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국가와 시 에 따라 상이하게 개되는

환경요인의 변화가 원 정책에 어떠한 방향과 얼마만큼의 크기로 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를 정량 으로 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

(조절변수)

경제성장
원전정책

에너지소비량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림 3-3]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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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변수정의

1.공통변수

1)원 정책의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는 원 정책을 표할 수 있는 종속변수로 원자력발 량

을 선정하 다.원자력발 량은 원 설비를 100% 가동했을 때 생산되는

력량을 기 으로 산정한 원 설비용량에 해 실제 원 의 가동률13)

을 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따라서 원자력발 량의 증가는 원 설비

용량의 증가 는 원 가동률의 증가라는 두 가지 요인이 조합되어 나

타난 결과로 단할 수 있다.

2)경제규모의 측정변수

경제규모의 측정변수로 한 나라의 경제수 을 갈음할 수 있는 표

인 거시 경제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을 선택하 다.국내총생산은 국민

경제의 소득규모를 토개념을 기 으로 측정한 값으로 경제성장률 등

생산의 심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3)에 지소비량의 측정변수

에 지소비량의 측정변수로 1차 에 지소비량(primary energy

consumption)을 선정하 다.1차 에 지는 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 되는 에 지로 석유,석탄,원자력을 필두로 수력,지열,장작,목탄

13)원자력발 소의 가동률은 연간시간(Calenderhour)에 한 발 소의 연간 실제 가동

시간(Operationhour)의 비율로서 원 의 안 성,경제성을 나타내는 요한 지표

의 하나이다(2011원자력발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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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가리킨다.이에 반해 최종 에 지소비자에게 공 된 에 지를 최종

에 지소비량(finalenergyconsumption)이라 부르며, 환손실 에

지 산업체의 자체 에 지소비량은 제외한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는 에 지소비량의 측정변수로 에 지 산업체의 자체 에 지소비

량이 포함된 1차 에 지소비량을 선정하 다.

2.매개변수

매개모형은 경제성장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모형과 에 지소비량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으로 구분된다.이에 따라 각 매개변인의 측정

변수인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을 매개변수로 선택하 다.즉

국내총생산이 매개변수인 경우,1차 에 지소비량과 원자력발 량 간의

계를 매개한다.그리고 1차 에 지소비량이 매개변수인 경우,국내총생

산과 원자력발 량 간의 계를 매개한다.

3.조 변수

본 연구의 조 모형을 해 사용된 조 변수는 그 선택과 자료의 취

득에 있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 다.

첫째는 각국의 원 정책 결정에 향을 미치는 경제 ,정치 ,사회

요인들을 표할 수 있는 측정변수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하지

않은 변수를 선택할 경우 조 효과에 한 측정오류로 인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서는 원 정책의

결정요인에 한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각 요인들

을 표할 수 있는 최 의 측정변수를 선택하 다.

둘째는 각 변수들의 측정값에 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특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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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나 사회 요인에 한 변수의 경우 측정 자료의 취득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측정값에 한 신뢰성에 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한 완벽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상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 경제 요인,정치 요인 그리고 사회 요인에 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최 의 조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

1)경제 요인에 한 조 변수

원 정책 결정에 향을 미치는 표 인 경제 요인으로 에 지수

입의존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선정하 다.

에 지수입의존도는 1차 에 지공 량에서 순수입 에 지가 차지하는

비 을 말한다.이에 따라 에 지수입의존도에 한 측정변수로 개별국

가의 에 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에 지수입량의 비율인 에 지순수입률

을 선택하 다.

기후변화 약 교토의정서에 감축 상으로 꼽힌 온실가스는 이산화탄

소,메탄,아산화질소,수화불화탄소,과불화탄소,6불화유황 등 6종류가

있다.이 이산화탄소는 인 으로 배출되는 체 온실가스 양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며,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부분이 화석연료의 사용

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IPCC,1996).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한

측정변수로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표 인 온실가스인 이산

화탄소의 배출량을 선택하 다.

2)정치 요인에 한 조 변수

원 정책 결정에 향을 미치는 표 인 정치 요인으로 우익(보

수), 도,좌익(진보)로 구분되는 집권당의 정치이념을 선택하 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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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우익’과 ‘좌익’은 서로 립되는 말로

쓰이며,좌우의 구분은 단 기 에 따라 변화하므로 실제 그 의미는 조

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 정치 요인의 고찰을

통해 일반 으로 우익(보수)의 정치이념은 원자력의 경제성에 주목하여

원자력에 지의 이용 확 에 찬성의 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 좌익(진보)은 환경주의 이념에 입각해 원자력의 험성을 강

조하여 원자력에 지의 포기 는 확 를 지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3)사회 요인에 한 조 변수

앞서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 사회 요인에 한 선행연구의 고찰

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원 정책 결정과정에 정부와 원 사업자

외에도 민간부문 이해 계자들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이해 계자의 요구가 강화되기 해서는 기본 인 시민의 자유권

을 기반으로 공공정책에 참여하여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정책

참여권이 제도 으로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 정책 결정에 향을 미치는 표 인 사회

요인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에 한 시민의 정책참여권과 시민의

자유권을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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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원자력발 량의 향요인 측정변수

요인 개념 측정 변수

독립변인
경제성장 국내총생산

에 지소비량 1차 에 지소비량

환

경

요

인

경제

환경

에 지 수입의존도 에 지 순수입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치

환경
정치이념

집권당의 정치이념:
좌익(진보), 도,우익(보수)

사회

환경

시민의 정책참여권 시민의 정책참여권 지수

시민의 자유권 시민의 자유권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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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방법

1.분석범

1)분석 상 국가

본 연구는 2010년 기 으로 력생산을 해 상업용 원자로를 가동하

고 있는 29개의 원 보유국을 상으로 하 다.

다만 집권당의 정치이념을 조 변수로 설정한 조 모형의 경우,원

정책에 한 집권당의 좌우 정치이념의 립이 빈번했던 유럽 국가들로

분석 상을 한정하 다14).

[표 3-2]분석 상 국가

지 역
(원 운 국의 수)

분석 상 국가

아시아 (5) 한국,일본, 국,인도, 키스탄

동 (1) 아르메니아

서유럽 (9)
벨기에, 랑스, 국,독일,네덜란드,스페인,

스웨덴,스 스,핀란드

동유럽 (8)
불가리아,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헝가리,러시아,우크라이나,루마니아

북아메리카 (3) 캐나다,미국,멕시코

남아메리카 (2) 라질,아르헨티나

아 리카 (1) 남아 리카

14)집권당의 정치이념을 조 변수로 설정한 조 모형의 분석 상 국가는 [표 3-2]의 서

유럽 9개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동유럽 6개국 등 총 1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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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범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 자료는 29개 분석 상국의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 자료가 결합된 패 자료를 사용하 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 최 원 가동을 시작한 국가군과 1990년 이후

소련연방체제에서 분리 는 통합된 국가군에 해서는 해당 시기에 부

합하는 별도의 분석기간15)을 설정하 다.

패 자료에 포함된 개별국가의 분석기간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국가별 분석기간

국 가 기 간 국 가 기 간

남아 리카 1984∼ 2010 아르메니아 1996∼ 2010

네덜란드 1980∼ 2010 아르헨티나 1980∼ 2010

독일 1980∼ 2010 국 1980∼ 2010

러시아 1992∼ 2010 우크라이나 1992∼ 2010

루마니아 1996∼ 2010 인도 1980∼ 2010

멕시코 1990∼ 2010 일본 1980∼ 2010

미국 1980∼ 2010 국 1992∼ 2010

벨기에 1980∼ 2010 체코 1993∼ 2010

불가리아 1980∼ 2010 캐나다 1980∼ 2010

라질 1982∼ 2010 키스탄 1980∼ 2010

스웨덴 1980∼ 2010 랑스 1980∼ 2010

스 스 1980∼ 2010 핀란드 1980∼ 2010

스페인 1980∼ 2010 한국 1980∼ 2010

슬로바키아 1993∼ 2010 헝가리 1982∼ 2010

슬로베니아 1992∼ 2010

15)정치이념을 조 변수로 설정한 조 모형에서 아래 4개국의 분석기간은 구소련 해체

이후의 기간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 다.

독일 1991∼ 2010, 슬로베니아 1993∼ 2010

불가리아 1991∼ 2010, 헝가리 199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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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수집

1)원자력발 량

원자력발 량 자료는 미국 에 지정보 리부(EIA)홈페이지16)에 공

개된 분석 상국들의 해당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 다.

2)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GDP)자료는 WorldBank홈페이지17)에 공개된 분석

상국들의 해당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 다.

3)1차 에 지소비량

1차 에 지소비량 자료는 미국 에 지정보 리부(EIA)홈페이지에

공개된 분석 상국들의 해당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 다.

4)에 지순수입률18)

본 측정 자료는 WorldBank홈페이지에 공개된 분석 상국의 해당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 다.

5)이산화탄소 배출량

16)http://www.eia.gov/

17)http://www.worldbank.org/

18)에 지순수출국의 경우,1차 에 지소비량에 한 에 지순수출량의 비율만큼 음(-)

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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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량 배출량은 미국 에 지정보 리부(EIA)홈페이지에 공

개된 분석 상국의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 다.

6)집권당의 정치이념

집권당의 정치이념은 스 스 베른(Bern) 학의 홈페이지19)에 공개된

분석 상국의 해당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 다.측정값은 각 정치

이념이 국회의 주도권(hegemony)을 차지한 비율에 따라 1(우익이 주도

권을 쥠)에서 5(좌익이 주도권을 쥠)까지 분류한 구간척도가 사용된다.

7)민주화

민주화에 한 측정변수는 리덤하우스 홈페이지20)에 공개된 시민

의 자유권과 정부의 정책결정에 한 참여권을 측정 변수화한 시민 자유

권(civilliberties)지수와 시민의 정책참여권(politicalright)지수를 동일

한 비율로 조합하여 생성하 다.시민 자유권 지수와 시민 정책참여권

지수에 한 측정값은 1(참여권과 자유권이 가장 큼)에서 7(참여권과 자

유권이 가장 작음)까지 분류한 구간척도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민주화 지수는 다음과 같이 시민 자유권 지수와 시민 정책

참여권 지수를 사용하여,0(가장 낮은 민주화 단계)에서 10(가장 높은 민

주화 단계)까지의 구간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민주화 지수=10+(5/3)×[1-0.5×(시민정책참여권지수+시민자유권지수)]

19)http://www.ipw.unibe.ch

20)http://www.freedomhouse.org/. 리덤 하우스는 1941년 뉴욕에 설립된 후, 세계

의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시장 국제 언론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 리 인권단

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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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변수의 측정단 출처

변 수 측정 단 출 처

국내총생산(GDP) BillionUS$ WorldBank홈페이지

원자력발 량 BillionKWh
미국 에 지정보 리부
(EIA)홈페이지

1차 에 지소비량
1000ktofoil
equivalent

에 지순수입률 % WorldBank홈페이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MillionMetric

Tons
미국 에 지정보 리부
(EIA)홈페이지

집권당의 정치이념 1∼ 5의 구간척도 베른(Bern) 학 홈페이지

시민의 자유권 1∼ 7의 구간척도

리덤하우스 홈페이지

시민의 정책참여권 1∼ 7의 구간척도

민주화 지수 0∼ 10의 구간척도
시민의 자유권,
시민의 정책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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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석방법

1)패 모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 자료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통합(pooling)된 패 자료(paneldata)이다.패 자료는 횡단면 자료의 정

보와 시계열 자료의 정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여러 가지 경제·사회

상에 한 이론 분석 실증분석에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21).

패 모형은 패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효과 으로

추출해내는 분석기법으로 횡단면 분석 는 시계열 분석에서는 불가능한

락변수(unobservableomittedvariable)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어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최충익,2008).

본 연구의 패 자료 분석은 개별특성효과(individualeffect)와 시간특

성효과(timeeffect)가 모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2-요인 고정효과모

형(2-wayfixedeffectmodel)22)을 이용하 다.개별특성효과와 시간특성

효과의 추정은 가변수(leastsquaredummyvariable,LDSV)방법을 이

용하 다23).그리고 분석 도구로는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인 SPSS(ver.

18)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21)이 훈(2001)은 횡단면 자료 는 시계열 자료에 비해 패 자료가 지니고 있는 장

을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표본의 크기가 커지고 자유도가 늘어남에 따라 추정의 효율성(efficiency)이 향상

된다.

② 설명변수 간의 공선성(colinearity)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아지다.

③ 추정량의 편의(bias)를 감소시킨다.

④ 정책의 효과를 동태 으로 분석할 수 있어 립되는 가설을 실증 으로 비교할 수

있다.

22)2-요인 고정효과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찰되지 않는 특정한 변수

가 지역마다 잠재해 있고,시계열별 독특한 특성이 매 기간에 잠재되어 있음을 가정

한다.

23)가변수를 이용한 2-요인 고정효과모형의 상세한 분석방법과 차는 Park Hun

Myoung(2009)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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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개효과의 측정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의 측정은 기본 으로 Baron& Kenny(1986)가

제시한 차에 따라 수행된다.그러나 각 변수의 측정 자료가 패 자료

임을 고려하여 매개효과의 추정을 한 각 회귀모형은 국가가변수와 연

도가변수가 도입된 2-요인 고정효과모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모형 1. Yit=α +β1·Xit+μi·Di+τt·Dt+εit

모형 2. Mit=α +β2·Xit+μi·Di+τt·Dt+εit

모형 3. Yit=α +β3·Xit+β4·Mit+μi·Di+τt·Dt+εit

i:국가,t:년도,Yit:종속변수,Xit:독립변수,Mit:매개변수,

Di:국가가변수24),Dt:연도가변수25),

α: 편, μi:국가고정효과, τt:연도고정효과, εit:오차항

매개효과의 측정과 검정은 모형 1과 모형 2그리고 모형 3의 회귀분

석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차에 따라 수행한다.

먼 모형 2와 3을 통해 계산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독립변수의 체효과(βT)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이 값은 모형

1의 회귀계수 β1과 동일한 값이다.

βT =β3+β2·β4=β1 ( 체효과)

βT -β3=β2·β4 (매개효과)

24)국가가변수는 분석 상국 29개국 미국을 제외한 28개국에 한 가변수를 생성하

다.따라서 국가고정효과는 미국을 기 으로 28개국의 상 인 값으로 나타난다.

25)연도가변수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분석기간을 1980∼1983,1984∼1986,1987∼

1989,1990∼1992,1993∼1995,1996∼1998,1999∼2001,2002∼2004,2005∼2007,그리

고 2008∼2010로 그룹화한 후,2008∼2010을 제외한 9개의 연도가변수를 생성하 다.

따라서 연도고정효과는 2008∼2010을 기 으로 9개 연도그룹의 상 인 값으로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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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에서 매개변수 Mit를 통제한 상태에서 구해진 회귀계수 β3는 독립

변수 Xit가 종속변수 Yit에 1차 으로 향을 미치는 직 효과를 나타낸

다.그리고 모형 2에서 구한 회귀계수 β2와 모형 3에서 구한 회귀계수 β4

의 곱인 β2·β4는 간 효과인 매개효과를 나타낸다.이때 β2·β4는 체효과에

서 직 효과를 뺀 값과 동일하다.

매개효과 계수(β2·β4)는 추정량(pointestimator)으로,이 값은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통계 인 유의도를 검정한다(Baron& Kenny,1986).

Zm =β2·β4/Sm (Sm:β2·β4의 표 오차)

Sm ={(β4
2·S2

2)+(β2
2·S4

2)+(S2
2·S4

2)}0.5

(S2:β2의 표 오차,S4:β4의 표 오차)

일반 으로 Zm의 값이 1.96이상이면 매개효과는 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단한다.

3)조 효과의 측정

조 효과(moderatoreffect)의 측정은 다음 2-요인 고정효과모형의 회

귀분석 결과를 이용하 으며,그 차는 다음과 같다.

모형 1. Yit=α +β1·X1it+β2·X2it+β3·ZKit+μi·Di+τt·Dt+εit

모형 2-1.Yit=α +β1·X'1it+β2·X'2it+β3·Z'Kit+β4·(X'1it·Z'Kit)+

μi·Di+τt·Dt+εit

모형 2-2.Yit=α +β1·X'1it+β2·X'2it+β3·Z'Kit+β4·(X'2it·Z'Kit)+

μi·Di+τt·Dt+εit

i:국가,t:년도,Yit:종속변수,Di:국가가변수,Dt:연도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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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it:모형 2-1에서는 독립변수/모형 2-2에서는 통제변수

X2it:모형 2-2에서는 독립변수/모형 2-1에서는 통제변수

ZKit:조 변수

X'1it:X1it-X1it, X'2it:X2it-X2it, Z'Kit:ZKit-ZKit

X'1it·Z'Kit,X'2it·Z'Kit: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

α: 편, μi:국가고정효과, τt:연도고정효과, εit:오차항

모형 1에서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그리고 조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

여 조 변수 회귀계수의 통계 유의성과 방향 크기 등 조 변수의

주효과(maineffect)를 측정한다.

모형 2-1와 모형 2-2는 심 있는 독립변수(X1it 는 X2it)에 따라 선

택되며,모형 1에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 변

수에 한 조 효과의 존재와 방향을 측정한다.이때 상호작용항과 독립

변수 조 변수와의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감소시키기 해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값을 각 변수의 평균과의 차이로 변환시키는 평

균변환(meancentering)26)을 실시하 고,상호작용항도 평균변환 된 독

립변수와 조 변수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조 효과의 존재여부는 결정계수(R2)의 증가여부와 상호작용항의 회

귀계수(β4)의 통계 유의도를 검토하여 단한다.모형 1에 비해 모형

2-1( 는 모형 2-2)에서 결정계수가 증가하고,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면 조 효과가 존재한다고 단한다.

조 효과의 방향은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β4)부호를 통해 단한다.

즉 회귀계수(β4)의 부호가 (+)로 나타나면,조 변수가 독립변수의 효과

를 더욱 증 시키는 시 지 효과가 있다고 단한다.그리고 회귀계수(β

4)의 부호가 (-)일 경우에는 조 변수가 독립변수의 효과를 완화하는 억

제효과가 있다고 단한다.

26)이유재(1994)는 평균변환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는 다변수 회귀모델의 세

가지 문제인 척도종속성,다 공선성 그리고 주효과의 해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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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기 통계분석

1.기술통계량

 

매개모형과 조 모형에 한 회귀분석에 앞서 측정변수의 패 자료에

한 기술통계량을 아래 [표 4-1]에 요약하 다.패 자료 외에 개별 국

가의 측정변수에 한 최 값과 최소값,평균 등의 기술통계량은 부록 1

에 요약하 고,국가별 시계열 자료는 부록 2에 요약하 다.

[표 4-1]패 자료의 기술통계량

　 샘 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통계량 표 오차

원자력발 량 775 0.002 806.97 76.70 5.00 139.22

(민주화 조 모형) 764 0.002 806.97 76.18 5.07 140.09

(정치이념 조 모형) 375 0.910 428.95 58.98 4.68 90.62

국내총생산 775 1.6 14447.1 931.70 67.52 1879.79

(민주화 조 모형) 764 1.6 14447.1 930.33 68.48 1892.85

(정치이념 조 모형) 375 8.9 3623.7 537.35 37.67 729.50

1차 에 지소비량 775 1.8 2417.1 253.35 16.22 451.50

(민주화 조 모형) 764 1.8 2417.1 251.95 16.45 454.59

(정치이념 조 모형) 375 5.4 347.8 89.09 4.78 92.56

에 지순수입률 775 -84.6 87.4 30.00 1.40 39.11

이산화탄소 배출량 775 7.6 8321 635.12 43.83 1220.23

정치이념 375 1 5 2.73 0.072 1.40

민주화 지수 764 0 10 8.03 0.095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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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통변수의 시계열 자료분석

매개모형과 조 모형의 공통변수인 원자력발 량,국내총생산 그리고

1차 에 지소비량의 시계열 그래 를 [그림 4-1]에 나타내었다.각 변수

의 종축 값은 1980년도의 변수의 측정값을 기 값으로 설정하고,1980

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마다의 각 변수의 평균 통계량을 기 값으로 나

어 계산하 다.

먼 원자력발 량의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1980년을 기 으로

2010년까지 총 증가율은 253%로 1987년까지 원자력발 량이 격히 증

가하다,1988년부터 그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1980년부터 약 7년간의 기간 동안 100% 이상의

증가세가 이어지는데 비해,1988년부터 2010년까지는 1988년을 기 으로

략 20% 미만의 증가세에 머물고 있다.이러한 결과에 한 가장 큰

원인으로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 사고의 향을 들 수 있다. 형

원 사고 이후 많은 원 보유국들은 원자력발 을 감소시키거나 격한

확 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차를 두고 본격 으로 반 하기 시작하 다.

즉 체르노빌 원 사고 이후,원 산업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본격

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총생산의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1980년을 기 으로

2010년까지의 총 증가율은 380%로 원자력발 량과 1차 에 지소비량의

증가율과 비교해 상 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특히

부록 2의 분석 상국에 한 국내총생산의 시계열 자료로 부터 증가량

면에서 1980년 반부터 1990년 반까지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의 국내총생산의 증가량이 컸고,2000년 반부터 후반까지의 증가량

은 미국과 더불어 국의 증가량이 체 증가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1차 에 지소비량의 증가율은 146%로 꾸 한 증가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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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원자력발 량과 국내총생산과 비교해 가장 낮은 비율로 증가

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1차 에 지의 소비량은 에 지 소비구조에

따라 에 지원별 소비량이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총 소비량만으로는

그 내용을 악하기 힘들다.다만 증가량 면에서 국내총생산과 마찬가지

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이 체 소비량에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국은 2000년 후반부터 미국을 추월하여 가

장 많은 1차 에 지를 소비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그림 4-1]공통변수의 시계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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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통변수의 상 계 분석

연구모형에 한 패 회귀분석에 앞서 매개모형과 조 모형의 공통

변수인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 그리고 원자력발 량 간의 상

계 분석결과를 [표 4-2]에 요약하 다.아울러 각 변수 간 로그스 일

(logscale)의 산포도(scatterdiagram)를 [그림 4-2]와 [그림 4-3]그리고

[그림 4-4]에 나타내었다.

[표 4-2]공통변수 간 상 계

국내총생산
1차

에 지소비량
원자력발 량

국내총생산 1

1차 에 지소비량 0.831* 1

원자력발 량 0.887* 0.752* 1

주)*:p<0.01

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국내총생산과

원자력발 량 간의 상 계수는 0.887로 강한 상 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그리고 1차 에 지소비량과 원자력발 량 간의 상 계수는 0.752로

국내총생산 보다 높지는 않지만 강한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의 상 계수는

0.831로 각 변수 간 강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독립변수 간

강한 상 계는 회귀계수의 추정치가 불안정해지는 다 공선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상 계수가 0.9이상이면 다 공선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 본다(배병렬,2005).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의 상 계수는

0.9이하이며,연구모형에 한 회귀분석 결과의 검토를 통해 심각한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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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국내총생산과 원자력발 량의 산포도

[그림 4-3]1차 에 지소비량과 원자력발 량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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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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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패 자료의 회귀분석

1.매개모형 분석결과

2-요인 고정효과모형의 패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은 1

차 에 지소비량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1차 에 지소비량 매개모형,그리

고 국내총생산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국내총생산 매개모형으로 분류하여

수행하 다.

각 매개모형에 한 매개효과의 계산과 검정은 다음 3단계의 회귀모

형 분석결과를 이용하 다.

<회귀모형 1>

Yit=α +β1·Xit+μi·Di+τt·Dt+εit

<회귀모형 2>

Mit=α +β2·Xit+μi·Di+τt·Dt+εit

<회귀모형 3>

Yit=α +β3·Xit+β4·Mit+μi·Di+τt·Dt+εit

i:국가,t:년도,Yit(종속변수):원자력발 량

Xit(독립변수):국내총생산 는 1차 에 지소비량

Mit(매개변수):1차 에 지소비량 는 국내총생산

Di:국가가변수,Dt:연도가변수,

α: 편, μi:국가고정효과, τt:연도고정효과, εit: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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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에 지소비량 매개모형의 분석결과

1차 에 지소비량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매개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원자력발 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 1>에서 국내총생산의

회귀계수는 0.041로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음

단계로 1차 에 지소비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 2>에서 국내

총생산의 회귀계수는 0.067로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그리고 <회귀모형 3>의 독립변수인 국내총생산과 매개변수인 1

차 에 지소비량을 동시에 투입한 경우,독립변수인 국내총생산의 회귀

계수는 0.043으로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반면에 매

개변수인 1차 에 지소비량의 회귀계수는 -0.021로 나타났으나,0.1의 유

의수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검증 차에 따르면 매개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경우,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단한다.따라서 1

차 에 지소비량 매개모형에서 1차 에 지소비량의 매개효과는 없다.

[표 4-3]1차 에 지소비량 매개모형 분석결과*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원자력발 량 (Yit) R2 F

계수 표 오차 유의확률

1 국내총생산 (Xit) 0.041 0.001 0.000 0.966 556.8

2* 국내총생산 (Xit) 0.067 0.003 0.000 0.977 819.8

3
국내총생산 (Xit) 0.043 0.002 0.000

0.966 543.61차 에 지소비량
(Mit)

-0.021 0.014 0.122

주)*:모형 2의 경우,매개변수인 1차 에 지소비량이 종속변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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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에 <회귀모형 2>와 <회귀모형 3>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각 변수 간 경로와 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그림으로부터 국내총생

산은 매개변수로 사용된 1차 에 지소비량과 종속변수인 원자력발 량의

두 변수 모두에게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에 매개변수인 1차 에 지소비량은 원자력발 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차 

에너지소비량

β20=0.067
*

국내총생산
β30=0.043

*
원자력발전량

주)*:p<0.001

[그림 4-5]1차 에 지소비량 매개모형 경로

2)국내총생산 매개모형의 분석결과

국내총생산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매개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회귀모형 1>의 원자력발 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1차 에

지소비량의 회귀계수는 0.207로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다.그리고 국내총생산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 2>에서 1차 에

지소비량의 회귀계수는 5.364로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다.다음으로 <회귀모형 3>의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을 동시에

투입한 경우,매개변수인 국내총생산의 회귀계수는 0.043으로 0.001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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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1차 에 지소비량의 회귀계수

는 -0.021로 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경우 매개변수를 통제한 후에 독립변수인 1차 에 지소비량의 직

효과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체효과와 동일한 완 매개

모형으로 단할 수 있다. 한 매개효과(β21·β41)의 검정결과 0.001의 유

의수 에서 유의한 값(Zm =16.413)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계산 검정 >

매개효과,β21·β41=5.364×0.043=0.228

매개효과 검정량,Zm =16.413>1.96:유의확률 0.000

따라서 국내총생산을 매개모형은 1차 에 지소비량과 원자력발 량이

매개변수에 의해 완 히 설명되는 완 매개모형으로 단할 수 있다.

[표 4-4]국내총생산 매개모형 분석결과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원자력 발 량(Yit) R2 F

계수 표 오차 유의확률

1 1차 에 지소비량 (Mit) 0.207 0.016 0.000 0.931 262.6

2* 1차 에 지소비량 (Mit) 5.364 0.264 0.000 0.894 162.7

3
국내총생산(Xit) 0.043 0.002 0.000

0.966 543.6
1차 에 지소비량 (Mit) -0.021 0.014 0.122

주)*:모형 2의 경우,매개변수인 국내총생산이 종속변수 임.

[그림 4-6]에 <회귀모형 2>와 <회귀모형 3>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각 변수 간 경로와 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그림으로부터 매개변수

인 국내총생산은 독립변수 1차 에 지소비량의 결과변수인 동시에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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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원자력발 량의 원인변수로 작용하고 있고,1차 에 지소비량이

원자력발 량에 미치는 직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완 매개모형임을 확

인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

β21=5.364
* β41=0.043

*

1차 
에너지소비량

원자력발전량

주)*:p<0.001

[그림 4-6]국내총생산 매개모형 경로

3)매개모형 분석결과의 종합

이상의 2-요인 고정효과모형의 패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1차

에 지소비량 매개모형과 국내총생산 매개모형에 한 분석결과를 다음

[표 4.-5]에 요약하 다.

[표 4-5]매개모형의 분석결과 종합

매개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효과1)

1차 에 지소비량 국내총생산
원자력발 량

없음

국내총생산 1차 에 지소비량 완 매개

주)

1)국가별 개별효과특성과 연도별 시간효과특성을 통제한 2-요인 고정효과

모형의 패 회귀분석 결과를 용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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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모형 분석결과

2-요인 고정효과모형의 패 회귀분석을 통해 조 변수로 사용된 에

지수입률,이산화탄소 배출량,정치이념 그리고 민주화의 주효과와 조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 차는 첫 단계로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을 동시에 투입

한 후,각 조 변수들이 원자력발 량에 미치는 주효과를 검토한다.그리

고 에 지순수입률과 민주화에 해서는 추가 으로 가변수(dummy

variable) 는 조 변수의 제곱항을 투입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측정값

의 범 에 따른 조 변수의 주효과 차이를 검토하 다.

다음 단계로 조 변수와 상호작용을 하는 독립변수로 국내총생산을

설정한 회귀모형과 1차 에 지소비량을 설정한 회귀모형의 분석을 통해

각 조 변수들이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에 작용하는 조 효과를

검토하 다.

1)에 지순수입률의 주효과 조 효과

에 지순수입률의 주효과 분석을 한 회귀모형은 모형 1-1외에도

양(+)의 측정값과 음(-)의 측정값27)의 효과를 식별하기 해 모형 1-1에

가변수 조 변수와 이들 변수들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1-2를

추가하 다.모형 1-2에서는 가변수의 회귀계수와 상호작용항의 회귀계

수로부터 에 지순수입률과 에 지순수출률의 주효과 차이를 편과 기

울기의 차이를 통해 정량 으로 확인할 수 있다28).

27)1차 에 지소비량에 한 에 지수입량의 비율인 에 지순수입률은 양(+)의 측정값

인 경우 에 지순수입률 의미하고,음(-)의 측정값인 경우 에 지순수출률을 의미한

다.그러나 변수의 명칭은 에 지순수입률로 통칭한다.

28)모형 1-2에서 Dz1=0이면 Yit=β1·X1it+β2·X2it+β3·Z1it+Cit이 되고,Dz1=1이면 Yit
=β1·X1it+β2·X2it+(β3+β6)·Z1it+(β5+Cit)이 된다.따라서 편과기울기의차이는각각 β5와 β6
로 나타나며,이들 회귀계수의 통계 유의성 검정을 통해 주효과 차이의 존재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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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에 지순수입률과 에 지순수출률의 효과 차이를 무시한 모형

1-1의 에 지수입률의 회귀계수는 -0.477로 0.001의 유의수 에서 유

의하게 나타났다.즉 에 지수입률이 1단 증가할 때 원자력발 량은

0.477만큼 감소한다.

한편 에 지순수입률과 에 지순수출률의 효과 차이를 고려한 모형

1-2에서 에 지순수출률의 경우 조 변수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그러나 가변수의 회

귀계수(-52.707)와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1.139)는 0.01의 유의수 에

서 유의하게 나타나 에 지순수출률과 에 지순수입률의 주효과가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조 변수의 기울기는 에 지순수출

률의 경우는 양(+)의 값이지만,에 지순수입률의 경우는 음(-)의 값으

로 확인되어 주효과의 크기 뿐 아니라 작용방향이 반 임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모형 2-1 모형 2-2의 분석결과를 통해 에 지순수입

률의 조 효과를 검토하 다.

모형 2-1의 1차 에 지소비량을 통제한 경우,에 지순수입률과 국

내총생산 간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는 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값(0.00015)으로 나타났고,결정계수(R2)는 모형 1의 0.967보다

증가한 0.968로 확인되었다.그리고 독립변수인 국내총생산과 조 변수

인 에 지순수입률의 회귀계수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고,통제변

수인 1차 에 지소비량은 모형 1-1 1-2에서와 동일하게 모형 2-1

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이로부터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따른 원자력발 량의 증가효과는 에 지순수입률(에 지순수출률)이

증가(감소)할수록 더욱 증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차 에 지소비량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모형 2-2의 경우,에 지순

수입률과 1차 에 지소비량 간의 상호작용 항의 계수는 0.001의 유의

수 에서 유의한 양(+)의 값(0.003)으로 나타났고,결정계수는 모형 1의

기를 정량 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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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7보다 증가한 0.970로 증가하 다.그리고 독립변수인 1차 에 지

소비량과 조 변수인 에 지순수입률,그리고 통제변수인 국내총생산

의 회귀계수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차 에

지소비량의 회귀계수는 모형 1-1 모형 1-2와 모형 2-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인 것과는 달리,모형 2-2에서는 0.05

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값(0.032)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1차

에 지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원자력발 량의 증가는 에 지순수입률

(에 지순수출률)이 증가(감소)할수록 더욱 증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모형 2-1과 모형 2-2의 에 지순수입률의 조 효과 분석결

과를 종합하면 국내총생산 1차 에 지소비량에 한 에 지순수입

률의 조 효과는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의 효과를 모두 증

시키고 있다.

<에 지순수입률의 주효과 조 효과 분석 회귀모형 >

모형 1-1.Yit=β1·X1it+β2·X2it+β3·Z1it+Cit

모형 1-2.Yit=β1·X1it+β2·X'2it+β3·Z'1it+β5·Dz1+β6·(Z1it·Dz1)+Cit

모형 2-1.Yit=β1·X'1it+β2·X'2it+β3·Z'1it+β4·(X'1it·Z'1it)+Cit

모형 2-2.Yit=β1·X'1it+β2·X'2it+β3·Z'1it+β4·(X'2it·Z'1it)+Cit

Yit(종속변수):원자력발 량

X'1it(독립변수):X1it-X1it, X'2it(독립변수):X2it-X2it

Z'1it(조 변수):Z1it-Z1it

X1it:국내총생산,X2it:1차 에 지소비량,Z1it:에 지순수입률

Dz1:에 지순수입률 가변수

(에 지순수입률 ≦ 0이면 Dz1=0,에 지순수입률 >0이면 Dz1=1)

Cit=a+μi·Di+τt·Dt+εit

(α: 편, μi:국가고정효과, τt:연도고정효과, εit: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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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에 지순수입률의 주효과 조 효과 분석결과

모형 변수
원자력발 량 (Y)

R2 F
계수 표 오차 유의확률

1-1

국내총생산 (X1) 0.043 0.002 0.000

0.967 541.51차 에 지소비량 (X2) -0.017 0.014 0.209

에 지순수입률 (Z1) -0.477 0.118 0.000

1-2

국내총생산 (X'1) 0.043 0.002 0.000

0.968 533.9

1차 에 지소비량 (X'2) -0.004 0.014 0.745

에 지순수입률 (Z'1) 0.186 0.174 0.284

가변수 (Dz1) -52.707 10.207 0.000

상호작용항 (Z'1*Dz1) -1.139 0.258 0.000

2-1

국내총생산 (X'1) 0.042 0.002 0.000

0.968 534.4
1차 에 지소비량 (X'2) -0.004 0.014 0.785

에 지순수입률 (Z'1) -0.471 0.117 0.000

상호작용항 (X'1*Z'1) 0.00015 0.000 0.003

2-2

국내총생산 (X'1) 0.035 0.002 0.000

0.970 572.0
1차 에 지소비량 (X'2) 0.032 0.015 0.026

에 지순수입률 (Z'1) -0.358 0.115 0.002

상호작용항 (X'2*Z'1) 0.003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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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주효과 조 효과

모형 1에서 조 변수인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CO2배출량의 회귀계수는 -0.205로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즉 CO2 배출량이 1단 증가하면 원자력발 량은

0.205만큼 감소한다.이러한 CO2 배출량과 원자력발 량 간의 유의한

부(-)의 계는 회귀계수 값의 차이는 있지만 모형 2-1과 2-2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CO2배출량의 조 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모형 2-1에서 CO2배출량과 국내총생산과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

수는 0.000002로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 고,결정계수는 모형 1의

0.973보다 증가한 0.974로 확인되었다.그리고 독립변수인 국내총생산의

회귀계수가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값(0.021)으로 나타났

고,통제변수인 1차 에 지소비량의 회귀계수도 0.001의 유의수 에서 유

의한 양(+)의 값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따른 원

자력발 량의 증가효과는 CO2배출량이 증가할수록 강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모형 2-2의 국내총생산을 통제했을 때 CO2배출량과 1차 에

지소비량과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0.00003로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결정계수는 모형 1에서 보다 증가한 0.975로 확인되

었다.그리고 독립변수인 1차 에 지소비량과 통제변수인 국내총생산의

회귀계수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1차 에 지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원자력발 량의 증가효과는 CO2배출

량이 증가할수록 강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CO2배출량의 조 효과를 종합하면 CO2배출량이 증가할수록

원자력발 량에 한 1차 에 지소비량과 국내총생산의 효과는 모두 강

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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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주효과 조 효과 분석 회귀모형 >

모형 1. Yit=β1·X1it+β2·X2it+β3·Z2it+Cit

모형 2-1.Yit=β1·X'1it+β2·X'2it+β3·Z'2it+β4·(X'1it·Z'2it)+Cit

모형 2-2.Yit=β1·X'1it+β2·X'2it+β3·Z'2it+β4·(X'2it·Z'2it)+Cit

Yit(종속변수):원자력발 량

X'1it(독립변수):X1it-X1it, X'2it(독립변수):X2it-X2it

Z'2it(조 변수):Z2it-Z2it

X1it:국내총생산,X2it:1차 에 지소비량,Z2it:이산화탄소 배출량

Cit=a+μi·Di+τt·Dt+εit

(α: 편, μi:국가고정효과, τt:연도고정효과, εit:오차항)

[표 4-7]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주효과 조 효과 분석결과

모형 변수명
원자력발 량 (Y)

R2 F
계수 표 오차 유의확률

1

국내총생산 (X1) 0.030 0.002 0.000

0.973 664.31차 에 지소비량 (X2) 0.746 0.058 0.000

CO2배출량 (Z2) -0.205 0.015 0.000

2-1

국내총생산 (X'1) 0.021 0.003 0.000

0.974 657.2
1차 에 지소비량 (X'2) 0.780 0.059 0.000

CO2배출량 (Z'2) -0.218 0.016 0.000

상호작용항 (X'1*Z'2) 0.000002 0.000 0.001

2-2

국내총생산 (X'1) 0.020 0.002 0.000

0.975 699.1
1차 에 지소비량 (X'2) 0.958 0.063 0.004

CO2배출량 (Z'2) -0.329 0.022 0.000

상호작용항 (X'2*Z'2) 0.00003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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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이념의 주효과 조 효과

모형 1에서 정치이념의 주효과는 정치이념이 좌익(진보)으로 갈수록

원자력발 량이 감소하는 부(-)의 계로 나타났으나,회귀계수는 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한 모형 2-1과 모형 2-2에서도 동일하

게 조 변수인 정치이념의 주효과가 원자력발 량과 부(-)의 계이나

회귀계수는 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즉 정치이념은 좌익 편

향일수록 원자력발 량이 감소( 는 정치이념이 우익 편향일수록 원자력

발 량이 증가)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1에서 1차 에 지소비량을 통제했을 때 정치이념과 국내총생

산과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0.004로 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

고,결정계수는 모형 1의 0.950보다 증가한 0.952로 확인되었다.그리고

독립변수인 국내총생산의 회귀계수와 통제변수인 1차 에 지소비량의 회

귀계수는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값(각각 0.019,1.847)으

로 확인되었다.따라서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따른 원자력발 량의 증가

효과는 정치이념이 좌익으로 갈수록 억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형 2-2의 정치이념과 1차 에 지소비량과의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는 -0.016으로 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고,결정계수도 모형 1보다 증가한 0.951로 확인되었다.그리고 독립변수

인 1차 에 지소비량과 통제변수인 국내총생산의 회귀계수는 1.859와

0.017로 각각 0.001과 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확인

되었다.따라서 독립변수인 1차 에 지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원자력발

량의 증가효과도 국내총생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이념이 좌익으로

갈수록 억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정치이념의 조 효과를 종합하면 정치이념이 좌익으로 갈수록

원자력발 량에 한 1차 에 지소비량과 국내총생산의 효과는 모두 억

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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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념의 주효과 조 효과 분석 회귀모형 >

모형 1. Yit=β1·X1it+β2·X2it+β3·Z3it+Cit

모형 2-1.Yit=β1·X'1it+β2·X'2it+β3·Z'3it+β4·(X'1it·Z'3it)+Cit

모형 2-2.Yit=β1·X'1it+β2·X'2it+β3·Z'3it+β4·(X'2it·Z'3it)+Cit

Yit(종속변수):원자력발 량

X'1it(독립변수):X1it-X1it, X'2it(독립변수):X2it-X2it

Z'3it(조 변수):Z3it-Z3it

X1it:국내총생산,X2it:1차 에 지소비량,Z3it:정치이념

Cit=a+μi·Di+τt·Dt+εit

(α: 편, μi:국가고정효과, τt:연도고정효과, εit:오차항)

[표 4-8]정치이념의 주효과 조 효과 분석결과

모형 변수명
원자력발 량 (Y)

R2 F
계수 표 오차 유의확률

1

국내총생산 (X1) 0.016 0.005 0.002

0.950 256.61차 에 지소비량 (X2) 1.886 0.139 0.000

정치이념 (Z3) -1.294 0.883 0.144

2-1

국내총생산 (X'1) 0.019 0.005 0.000

0.952 255.0
1차 에 지소비량 (X'2) 1.847 0.137 0.000

정치이념 (Z'3) -0.348 0.913 0.703

상호작용 (X'1*Z'3) -0.004 0.001 0.001

2-2

국내총생산 (X'1) 0.017 0.005 0.001

0.951 249.2
1차 에 지소비량 (X'2) 1.859 0.139 0.000

정치이념 (Z'3) -0.641 0.942 0.497

상호작용 (X'2*Z'3) -0.016 0.0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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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주화의 주효과 조 효과

민주화의 주효과 분석을 해 민주화에 한 선형 회귀계수의 유의성

을 검토하는 모형 1-1외에도 민주화의 제곱항을 추가한 모형 1-2그리

고 민주화 지수를 기 으로 분류한 소집단 분석모델인 모형 1-3의 세

가지의 분석모형을 개발하 다.

먼 모형 1-1의 민주화의 주효과 분석결과는 민주화 지수가 높을수

록 원자력발 량이 감소하는 부(-)의 계로 나타났으나,회귀계수는 0.1

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다음으로 모형 1-2에서는 모수 방

법(parametricway)에 의한 민주화 지수에 한 분기 (turningpoint)의

존재를 확인하기 해 모형 1-1에 민주화의 제곱항을 추가하 다.

분석결과는 민주화와 민주화의 제곱항의 회귀계수가 모두 0.01의 유

의수 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로부터 원자력발 량에

한 민주화의 주효과는 U자 형태임을 알 수 있다.민주화 효과의 분기

은 민주화와 민주화 제곱항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Y/∂Z4 = β3+2·β4·Z4 = 0

→ -10.556+2×0.948×Z4= 0 ∴ Z4 = 5.0

계산결과로부터 원자력발 량에 한 민주화 효과의 분기 은 5.0

임을 알 수 있다.즉 민주화 지수가 5.0이하에서 민주화는 원자력발 량

과 부(-)의 계를 나타내지만,민주화 지수가 5.0이상에서 민주화는 원

자력발 량과 정(+)의 계를 나타낸다.

이는 민주화 지수를 가변수를 이용해 분류한 모형 1-3의 소집단 분

석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모형 1-3의 분석결과에서 가

변수와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모두 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게 나

타나 민주화 지수가 5.0이하인 경우와 민주화 지수가 5.0이상인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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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기울기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모형 1-3의 분석결

과를 통해 민주화의 기울기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민주화 지수가 5.0이상인 경우

민주화의 회귀계수 =4.992(유의확률 0.006)

ii)민주화 지수가 5.0이하인 경우

민주화의 회귀계수 =4.992-11.525=-6.553(유의확률 0.000)

이상의 모형 1-2과 1-3의 민주화의 주효과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원

자력발 량에 한 민주화의 주효과는 민주화 지수 5.0에서 분기 을 갖

는 U자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 효과를 분석한 모형 2-1에서 민주화와 국내총생산 간

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0.006로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

의 값으로 나타났으며,결정계수는 모형 1의 0.967보다 증가한 0.970로

확인되었다.그리고 독립변수인 국내총생산의 회귀계수와 통제변수인 1

차 에 지소비량의 회귀계수는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값

(각각 0.027,0.117)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따른

원자력발 량의 증가효과는 민주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강화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모형 2-2에서도 민주화와 1차 에 지소비량과의 상호작용항의 회귀

계수는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고,결정계수

도 0.970로 모형 1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독립변수인 국내

총생산과 통제변수인 1차 에 지소비량의 회귀계수는 0.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값(각각 0.035,0.121)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1차

에 지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원자력발 량의 증가효과는 민주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강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민주화의 조 효과를 종합하면 민주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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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발 량에 한 1차 에 지소비량과 국내총생산의 효과는 더욱 증

된다.

<민주화의 주효과 조 효과 분석 회귀모형 >

모형 1-1.Yit=β1·X1it+β2·X2it+β3·Z4it+Cit

모형 1-2.Yit=β1·X1it+β2·X2it+β3·Z4it+β4·(Z4it)
2+Cit

모형 1-3.Yit=β1·X1it+β2·X2it+β3·Z4it+β5·Dz4+β6·Z4it·Dz4+Cit

모형 2-1.Yit=β1·X'1it+β2·X'2it+β3·Z'4it+β4·(X'1it·Z'4it)+Cit

모형 2-2.Yit=β1·X'1it+β2·X'2it+β3·Z'4it+β4·(X'2it·Z'4it)+Cit

Yit(종속변수):원자력발 량

X'1it(독립변수):X1it-X1it, X'2it(독립변수):X2it-X2it

Z'4it(조 변수):Z4it-Z4it

X1it:국내총생산,X2it:1차 에 지소비량,Z4it:민주화 지수

Dz4:민주화 가변수

(민주화 지수 ≦ 5.0이면 Dz4=1,민주화 지수 >5.0이면 Dz4=0)

Cit=a+μi·Di+τt·Dt+εit

(α: 편, μi:국가고정효과, τt:연도고정효과, εit: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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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변수명
원자력발 량 (Y)

R2 F
계수 표 오차 유의확률

1-1

국내총생산(X1) 0.044 0.002 0.000

0.967 537.81차에 지소비량(X2) -0.031 0.014 0.027

민주화(Z4) -0.259 0.767 0.736

1-2

국내총생산(X1) 0.044 0.002 0.000

0.968 534.7
1차에 지소비량(X2) -0.025 0.014 0.074

민주화(Z4) -10.556 2.826 0.000

민주화의제곱(Z4
2) 0.948 0.251 0.000

1-3

국내총생산(X1) 0.044 0.002 0.000

0.968 522.2

1차에 지소비량(X2) -0.026 0.014 0.057

민주화(Z4) 4.992 1.808 0.006

민주화가변수(Dz4) 60.671 16.695 0.000

민주화*가변수(Z4*Dz4) -11.525 2.922 0.000

2-1

국내총생산(X'1) 0.027 0.003 0.000

0.970 572.4
1차에 지소비량(X'2) 0.117 0.023 0.000

민주화(Z'4) 3.975 0.905 0.000

상호작용(X'1*Z'4) 0.006 0.001 0.000

2-2

국내총생산(X'1) 　0.035 0.002 0.000

0.970 576.5
1차에 지소비량(X'2) 0.121 0.022 0.000

민주화(Z'4) 3.838 0.881 0.000

상호작용(X'2*Z'4) 0.024 0.003 0.000

[표 4-9].민주화의 주효과 조 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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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모형 분석결과의 종합

이상의 2-요인 고정효과모형의 패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에

지순수입률,이산화탄소 배출량,정치이념 그리고 민주화를 조 변수로

설정한 각 조 모형의 주효과와 조 효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각 조 변수의 원자력발 량에 한 주효과는 에 지순수입률과 이산

화탄소 배출량은 부(-)의 계로 나타났고,정치이념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리고 민주화의 경우,민주화 제곱항의 투입과 가변수를 활용한

소집단 분석을 통해 민주화 지수 5.0에서 분기 을 갖는 U자 형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각 조 변수의 조 효과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에 지순수입

률,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민주화는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

의 효과를 더욱 증 시키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정치이념의

경우는 좌익의 정치이념이 강할수록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억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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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조 모형의 분석결과 종합

조 변수 주효과1)
상호작용항

(조 변수 ×독립변수)
조 효과2)

에 지순수입률 부(-)
에 지순수입률×국내총생산 증

에 지순수입률×1차 에 지소비량 증

CO2배출량 부(-)
CO2배출량×국내총생산 증

CO2배출량×1차 에 지소비량 증

정치이념 없음
정치이념×국내총생산 억제

정치이념×1차 에 지소비량 억제

민주화 U자형
민주화×국내총생산 증

민주화×1차 에 지소비량 증

주)

1)원자력발 량에 한 조 변수의 주효과를 의미하며,국가별 개별효과특

성과 연도별 시간효과특성을 통제한 2-요인 고정효과모형의 패 회귀분

석 결과를 용한 결과임.

2)독립변수에 한 조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의미하며,국가별 개별효과

특성과 연도별 시간효과특성을 통제한 2-요인 고정효과모형의 패 회귀

분석 결과를 용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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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 연구결과의 요약

부분의 원 보유국에서 원자력은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와

함께 력생산의 주요 에 지원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따라서

에 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규모와 에 지소비량은 원자력발

의 수요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 다면 원자력발 량의 결정요인으로서 에 지소비량과 경제성장은

어떠한 인과경로로 원자력발 량에 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지소비

량과 경제성장의 계에 해서는 계량경제 학자들을 심으로 한 국내

외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국가와 시 별 경제구조와 정책 그리고 제도에

따라 계의 방향과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상당 부분 인과 계가 존재

함을 확인하 다.그러나 원자력발 량에 한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

의 계에 한 국내외의 정통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이

에 따라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로 에 지소비량과 경제성장이 어떠

한 인과경로를 통해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 다.

한편 원자력발 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이용은 경제 ,정

치 ,사회 환경에 따라 국가와 시 별로 상이하게 개되고 있다.타

에 지원과 달리 핵폭탄의 공포와 형 원 사고의 경험을 통한 원자력

의 안 성에 한 논란은 원자력발 의 도입기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고질 인 사회·정치 인 문제가 되어 왔다.결국 원 의 도입과 확 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 지공 원의 확보라는 경제논리와 더불어 정책을

둘러싼 외부 환경요인의 향이 국가와 시 에 따라 차이를 두고 복합

으로 작용하여 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로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의 효과를 고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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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 다.

이상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풀기 해 본 연구에서는 객 인 자료

와 통계분석을 이용한 정량 인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즉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 간의 인과경로 악을 해 매

개변인을 이용한 매개모형을 개발하 다.그리고 원 정책에 향을 미

치는 외부 환경요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조 변인을 이용한 조 모

형을 개발하 다.측정변수 자료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29개 원 보

유국의 시계열 자료로 구성된 패 자료를 사용하 고,분석방법은 가변

수를 이용하여 국가별 개별효과특성과 연도별 시간효과특성을 통제한

2-요인 고정효과모형의 패 회귀분석 결과를 사용하 다.

1.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매개모형의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이

어떠한 인과경로를 통해 원자력발 량의 증감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이를 해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의 측정 가능한

하 개념으로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을 선정하 으며,이들 변

수를 각각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매개모형을 개발하 다.매개변인의 매

개효과 측정과 검정은 개별국가와 시간의 특성을 통제한 2-요인 고정효

과모형의 패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 다.이상의 매개모형 분석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원자력발 량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

간의 계이다.앞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수의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은 양방향의 인과 계가 존재함을 살펴보았다.본 분석결과

에서도 국내총생산을 매개변수로 설정 한 경우 독립변수인 1차 에 지소

비량과 유의한 정(+)의 계로 나타났고,1차 에 지소비량을 매개변수

로 설정한 경우에도 독립변수인 국내총생산과 유의한 정(+)의 계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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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즉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으로 표되는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은 양방향 상 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원자력발 량의 증감에 한 인과경로 악을 한 매개효

과의 분석결과는 국내총생산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1차 에 지소비량과

원자력발 량의 계만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내총생산이 1

차 에 지소비량의 결과변수인 동시에 원자력발 량의 원인변수로 작용

하는 인과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즉 1차 에 지소비량이 직

으로 원자력발 량의 증가를 유인하지 못하고,국내총생산의 증가를

통해 원자력발 량의 증가를 유인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앞서 공통변수에 한 시계열 분석과 상 계 분석을 통해 1980년

이후 원자력발 량과 1차 에 지소비량 그리고 국내총생산은 각 변수 간

에는 정(+)의 상 계를 가지고 모두 증가하여 왔음을 통계 으로 확인

하 다.그러나 매개모형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단순히 상 계

분석이나 시계열 자료 분석으로는 악이 불가능한 변수 간의 인과경로

를 제시하 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29개 분석 상국들의 개별국가특성과 분석기간

의 연도별 시간특성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의 패 회귀분석 방법을

용한 결과이다.따라서 개별국가특성과 시간특성효과 고려하거나 개별

국가 는 국가군과 특정 기간을 분석단 로 설정한 경우의 인과경로는

분석단 와 기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차 
에너지소비량

→
←

국내총생산 → 원자력발전량

[그림 4-7]매개모형의 인과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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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환경요인의 향

매개모형의 분석 목 이 원자력발 량에 향을 미치는 에 지소비량

과 경제성장의 인과경로 악에 있다면,조 모형의 분석은 외부 환경요

인들이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과 상호작용을 통해 원자력발 량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구체 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이에 따라 외부

환경요인을 경제 환경,정치 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으로 분류하고

이에 한 측정변수로 에 지순수입률,이산화탄소 배출량,집권당의 정

치이념 그리고 민주화를 선정하 다.조 모형의 분석은 각 조 변수들

이 원자력발 량에 미치는 주효과와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 등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원자력발 량에 미치는 조 효과를 정량

평가하 다.분석방법은 매개모형 분석과 마찬가지로 2-요인 고정효

과모형의 다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 다.이상의 조 모형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에 지수입률의 향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을 통제했을 때,에 지

수입률과 원자력발 량은 부(-)의 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그러나 에

지수입률의 주효과를 해석함에 있어 원자력발 이 국산 에 지원으

로서 에 지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에 지수입량을 체하기 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따라서 에 지수입률과 원자력발 량

과의 계로부터 “에 지수입률이 증가(감소)할수록 원자력발 량이 감

소(증가)한다”는 원인과 결과가 도치된 인과 계 추론의 오류를 범해서

는 안 될 것이다.즉 에 지수입률과 원자력발 량 간에 인과 계를 형

성하기 해서는 원인의 시간 선행성과 통계 으로 유의한 공변 계

그리고 제3의 요인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김병섭,2008:136).그러나 분석결과는 단지 에 지수입률과 원자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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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공변 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을 뿐이다.

실제로 원 을 에 지공 원으로 이용하는 많은 원 운 국가들은

에 지수입률의 감소라는 정책결과를 유도하기 한 방안으로 원자력발

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다시 말해 원자력발 량을 감

소시키거나 증가시키기 해 정책 으로 에 지수입률을 높이거나 낮추

지 않는다.오히려 원자력발 량은 에 지수입률에 향을 미치는 여러

원인변수 의 하나로 단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따라서 본 분

석결과는 원자력발 량의 증가(감소)가 에 지수입률을 감소(증가)시키

는 효과가 있다는 인과 계 추론의 단서로서 그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에 지수입률의 조 효과 분석을 통해 에 지수입률의 증가는

원자력발 량에 한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의 효과를 모두 증

시키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에 지수입률의 조 효과는 주효과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

해하여야 한다.에 지수입국의 경우 에 지소비량의 증가는 에 지수입

률의 증가를 유발할 것이므로,에 지수입률의 증가는 결과 으로 에

지소비량의 증가를 의미한다.개별 국가의 에 지믹스에서 원 의 비

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 지 수요와 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장기 에

지수 계획에 의해 결정되며, 다수의 원 보유국에서 원자력의 비

은 석탄,석유,가스 등의 화석연료에 비해 크지 않다.결국 원자력은

국산 에 지로서 에 지수입국들의 에 지수입량을 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그 효과는 부분 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에 지수입률의 증

가를 원자력을 포함한 에 지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면,

경제성장과 1차 에 지소비량의 효과는 에 지수입률이 높아질수록 증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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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향

이산화탄소는 체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분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다.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주효과

로 나타난 원자력발 량과의 부(-)의 계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량과 원

자력발 량 간에 부(-)의 계가 있음을 간 으로 추론할 수 있다.실

제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이기 해 많은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감소시키기 한

체에 지원의 개발과 확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러한 에

서 원자력발 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 에 비해 온실가스의 배출이 상

으로 극히 작은 탄소배출 에 지원으로 부각되어 기후변화 약 이

후 화석연료의 체에 지원으로 새롭게 심을 받고 있다.따라서 이산

화탄소 배출량의 주효과 분석결과는 원자력발 량의 증가가 실제로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한 안으로서

그 정책효과가 있음을 실증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조 효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원

자력발 량에 한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의 효과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에서 한 층 더 확 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즉

원자력발 량의 증가가 화석연료의 소비를 체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아직까지 다수의 국가에서는 화석

연료의 소비가 체 에 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 이 부분이다.따라

서 조 효과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체

에 지소비량의 증가를 의미하며,이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수록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의 효과를 증 시키는 조 효과가

있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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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이념의 향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원자력발 의 존속과 확 에 해서 원자력발

의 극 인 확 를 주장하는 정치이념과 원자력발 의 폐지를 주장하

는 상반된 정치이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찰한 바 있다.이러한 원자력

발 에 한 상반된 정치이념의 긴장과 립은 특히 역사 으로 반핵시

등의 환경운동을 주도한 좌익(진보)정치이념의 집권이 활발했던 유

럽에서 빈번하 다.따라서 집권당의 좌·우 정치이념의 차이가 원 정책

에 미치는 향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 하에 정

치이념의 효과에 한 분석 상을 유럽 국가들로 한정하 다.

그러나 원 정책에 한 좌·우 정치이념의 차이는 정치이념의 주효과

분석결과에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좌익(진보)의 정치이념이 강한

정부일수록 원자력발 량과 부(-)의 계가 나타났으나,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29).결국 좌·우 정치이념의 차이는 정치이념의 조 효과에

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즉 좌익(진보)의 정치이념이

강한 정부일수록 원자력발 량에 한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의

효과가 감소되는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좌익

정치이념이 강한 정권일수록 경제성장 는 에 지소비량 증가에 따른

원자력발 의 이용을 우익 는 도 정치이념이 강한 정권에 비해 억제

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따라서 정치이념의 조 효과를 통해 원자력의

험성과 안정성 문제에 해 보다 민감한 유럽의 좌 정권은 에 지공

원으로서 원자력발 의 확 를 억제하는 에 지정책을 지지하고 있음

을 실증하 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29)이는 반 로 우익(보수)의 정치이념이 강한 정부일수록 원자력발 량과 정(+)의

계가 나타났으나,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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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주화의 향

원자력발 량에 한 민주화의 주효과는 일정 수 이하의 민주화 단

계(민주화 지수 5.0)에서는 부(-)의 계를 나타내나,일정 수 이상의

민주화 단계에서는 정(+)의 계로 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와

같은 U자 형의 주효과는 분기 을 기 으로 민주화 단계를 구분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30).분기 을 통과하기 까지의 민주화 기

단계에서는 시민의 자유권과 정책참여권으로 표되는 민주화의 확산이

원자력발 의 확 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러나 분기

을 통과한 민주화 성숙단계에서는 시민의 자유권과 정책참여권 등 민

주화가 진행될수록 민주화 기단계와는 반 로 원자력발 이 확 된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앞서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

요인을 고찰하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원

사업자 외에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이해 계자의 요구가 증 되고

있음을 기술한 바 있다.따라서 민주화 기단계의 분석결과는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정부주도의 원 확 정책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이해

계자의 항에 부딪쳐 결과 으로 원 확 정책이 축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한편 민주화 성숙단계의 분석결과는 정치·사회

인 민주화 과정을 통해 원 정책을 둘러싼 이해 계자의 주장과 요구

들이 제도 으로 원 정책결정 과정에 반 되어 정부주도의 원자력발

의 확 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 결과라 하겠다.

이와 같은 민주화 성숙단계에서 민주화의 효과는 조 효과 분석을 통

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부록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국의 민주화

시계열 자료의 평균이 민주화 주효과의 분기 인 5.0이상임을 고려하면

분석 상국 부분의 평균 인 민주화 단계는 주효과의 분기 을 통과한

성숙단계로 단할 수 있다.따라서 민주화의 조 효과 분석결과로 확인

30)본문에서는 임의로 민주화 지수 5.0이하의 민주화 단계를 민주화 기단계,5.0이

상의 단계를 민주화 성숙단계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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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민주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국내총생산과 1차 에 지소비량의 효과가

더욱 증 되고 있음은 상된 결과라 하겠다.

결론 으로 민주화의 조 효과는 민주화 성숙단계의 주효과와 같은

맥락으로 민주화가 높은 단계로 진행될수록 경제성장 는 에 지소비량

증가에 따른 원자력발 의 확 는 시민의 정책참여권 보장과 정부와 원

자력사업자 그리고 이해 계자 간의 합의를 통해 더욱 효과 으로 이루

어져 왔음을 실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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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패 자료를 이용한 양 인 연구방법을 통해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의 인과경로를 악하고 경제 ,

정치 ,사회 요인 등 외부 환경요인의 향을 고찰하고자 하 다.연

구문제 설정과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결과를 통해 획득한 본 연구의 의의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선정을 해 경제 ,정

치 ,사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와 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

여 본 연구의 이론 분석틀을 개발하 다.원 정책에 한 선행연구가

부분 특정한 주제와 연구범 로 한정되어 있어,이를 종합하여 본 연

구목 에 부합하는 포 인 이론 틀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았다.그러

나 선행연구를 에 지정책 반으로 확장하고,유사사례의 연구를 참조

하여 원 정책 결정요인에 한 이론 분석틀을 개발한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이로 부터 본 연구결과에 한 심도 있고 다양한 함의를 도

출할 수 있었다.

둘째,본 연구를 통하여 객 인 측정변수를 이용한 원 정책에

향을 미치고 있는 각 요인들의 효과를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신뢰

도 높은 연구방법을 정립하 다.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을 분석한 부분의 선행연구는 문헌조사나 사례분석과 같은 질 연구

방법을 사용하 다.따라서 원자력에 한 연구자의 과 입장에 따라

연구결과에 극명한 차이가 있어,이를 객 이고 일반화된 결과로 인정

하는데 한계가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 정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객 인 계량자료를 사용하 으며,선

행연구를 통해 분석방법의 신뢰성이 입증된 매개 조 효과의 측정과

검증 차를 본 연구모형에 용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원 정책에 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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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실증하는데 머물지 않고 다양한 요인들의 작동기제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연구모형의 분석결과로부터 밝 진 원 정책을 둘러싼

경제성장과 에 지소비량의 인과경로,그리고 외부 환경요인들의 향은

각 요인들이 원 정책에 작용하는 효과를 어떠한 경로와 얼마만큼의 방

향과 강도로 작용하고 있는지 구체 이고 정량 으로 보여주고 있다.이

로 부터 원 정책의 변동 메카니즘에 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설명이

가능해진 은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용한 연구방법과 이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패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측정변수를 연구모형

에 용하지 못하 다.실제로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패 자료 수

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 음에도 불구하고,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동일 요인에 한 다양한 측정변수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은 아쉬

움으로 남는다.

둘째,본 연구결과는 분석 상국의 개별국가특성과 분석기간의 시간

특성을 통제한 결과라는데 유의해야 한다.본 연구의 목 상 고정효과모

형의 분석결과로 나타난 변수의 모수에 을 두어 분석결과를 해석하

고,개별국가특성과 시간특성에 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따라

서 본 연구결과를 개별국가나 특정 기간에 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

며,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한계에서 지 한 다양한 측정변수의

용,그리고 개별국가특성과 시간효과에 한 연구는 본 연구의 향후 연

구과제로 남기며 추가 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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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측정변수의 국가별 기 통계량

표 A-1.원자력발 량

단 :BillionKWh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남아 리카 1984∼2010 14.3 3.9 10.6 아르메니아 1996∼2010 2.5 1.4 2.1

네덜란드 1980∼2010 4.0 2.3 3.6 아르헨티나 1980∼2010 7.8 1.8 6.0

독일 1980∼2010 162.7 55.6 136.8 국 1980∼2010 94.5 32.3 67.2

러시아 1992∼2010 162.2 92.9 126.3 우크라이나 1992∼2010 87.2 65.4 75.8

루마니아 1996∼2010 11.2 0.9 6.1 인도 1980∼2010 19.5 2.0 9.3

멕시코 1990∼2010 10.3 2.8 7.7 일본 1980∼2010 315.7 78.6 223.2

미국 1980∼2010 807.0 251.1 607.0 국 1992∼2010 70.2 0.5 31.5

벨기에 1980∼2010 46.6 11.9 38.3 체코 1993∼2010 26.6 11.6 18.4

불가리아 1980∼2010 20.2 5.8 14.2 캐나다 1980∼2010 102.4 35.9 73.3

라질 1982∼2010 14.3 0.1 5.6 키스탄 1980∼2010 2.5 0.0 0.9

스웨덴 1980∼2010 73.6 25.3 59.9 랑스 1980∼2010 429.0 63.4 317.9

스 스 1980∼2010 26.5 12.9 22.2 핀란드 1980∼2010 22.4 6.6 19.1

스페인 1980∼2010 60.5 5.2 46.1 한국 1980∼2010 143.4 2.7 73.0

슬로바키아 1993∼2010 17.1 10.5 14.0 헝가리 1982∼2010 15.0 0.0 11.5

슬로베니아 1992∼2010 6.0 3.8 4.9



-88-

표 A-2.국내총생산

단 :BillionUS$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남아 리카 1984∼2010 363.5 67.1 162.2아르메니아 1996∼2010 11.7 1.6 4.7

네덜란드 1980∼2010 870.8 133.2 398.2아르헨티나 1980∼2010 368.7 76.6 193.4

독일 1980∼2010 3623.7 701.7 1962.8 국 1980∼20102812.9 438.81323.0

러시아 1992∼2010 1660.8 195.9 647.7우크라이나 1992∼2010 180.0 31.3 74.0

루마니아 1996∼2010 200.1 35.3 88.0인도 1980∼20101684.3 189.6 520.0

멕시코 1990∼2010 1094.5 262.7 612.0일본 1980∼20105488.41087.03575.2

미국 1980∼201014447.1 2767.5 8038.9 국 1992∼20105930.5 422.71974.7

벨기에 1980∼2010 507.4 82.3 247.2체코 1993∼2010 225.4 38.9 104.5

불가리아 1980∼2010 51.8 8.9 21.5캐나다 1980∼20101577.0 268.9 711.4

라질 1982∼2010 2143.0 203.3 691.8 키스탄 1980∼2010 176.9 23.7 69.3

스웨덴 1980∼2010 486.2 97.7 253.2 랑스 1980∼20102831.8 521.71423.5

스 스 1980∼2010 529.4 98.1 263.9핀란드 1980∼2010 272.0 50.3 130.3

스페인 1980∼2010 1593.4 166.0 652.2한국 1980∼20101049.2 63.8 446.1

슬로바키아 1993∼2010 97.9 16.1 47.6헝가리 1982∼2010 154.2 20.4 59.8

슬로베니아 1992∼2010 54.6 12.5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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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1차 에 지소비량

단 :1000ktofoilequivalent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남아 리카 1984∼2010 147.7 86.4 109.1아르메니아 1996∼2010 3.0 1.8 2.2

네덜란드 1980∼2010 83.4 54.2 70.0아르헨티나 1980∼2010 76.7 40.8 55.2

독일 1980∼2010 361.8 317.1 342.2 국 1980∼2010 225.6 190.0 210.4

러시아 1992∼2010 795.7 587.9 655.9우크라이나 1992∼2010 219.6 112.3 147.2

루마니아 1996∼2010 47.7 34.8 39.1인도 1980∼2010 692.7 205.2 399.4

멕시코 1990∼2010 181.1 122.5 149.4일본 1980∼2010 522.5 336.5 452.5

미국 1980∼2010 2337.0 1681.7 2045.7 국 1992∼20102417.1 885.01445.7

벨기에 1980∼2010 60.9 41.0 52.4체코 1993∼2010 45.9 39.0 43.0

불가리아 1980∼2010 31.3 17.5 23.6캐나다 1980∼2010 272.2 179.5 228.1

라질 1982∼2010 265.6 111.0 174.5 키스탄 1980∼2010 84.6 24.8 53.8

스웨덴 1980∼2010 52.6 40.5 48.2 랑스 1980∼2010 270.6 182.8 234.6

스 스 1980∼2010 27.1 19.1 24.1핀란드 1980∼2010 37.3 23.2 30.5

스페인 1980∼2010 143.8 66.9 103.1한국 1980∼2010 250.0 40.5 137.4

슬로바키아 1993∼2010 18.8 16.7 18.0헝가리 1982∼2010 30.7 24.9 27.0

슬로베니아 1992∼2010 7.7 5.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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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4.에 지순수입률

단 :%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남아 리카 1984∼2010 -9.2 -36.1-25.2아르메니아 1996∼2010 73.4 58.1 66.8

네덜란드 1980∼2010 24.7 -11.6 7.9아르헨티나 1980∼2010 7.2 -46.9 -14.8

독일 1980∼2010 61.1 41.4 53.2 국 1980∼2010 26.5 -26.8 -7.2

러시아 1992∼2010 -40.8 -84.6-66.1우크라이나 1992∼2010 51.0 32.0 44.2

루마니아 1996∼2010 30.9 18.5 25.9인도 1980∼2010 25.1 3.7 13.9

멕시코 1990∼2010 -26.0 -60.9-49.9일본 1980∼2010 87.4 78.3 81.7

미국 1980∼2010 29.7 9.0 19.6 국 1992∼2010 9.1 -3.1 2.5

벨기에 1980∼2010 82.7 67.9 75.2체코 1993∼2010 28.3 15.3 24.3

불가리아 1980∼2010 72.7 40.8 56.4캐나다 1980∼2010 -6.9 -58.0 -39.3

라질 1982∼2010 36.0 4.1 21.2 키스탄 1980∼2010 27.0 15.7 21.5

스웨덴 1980∼2010 60.2 32.8 38.9 랑스 1980∼2010 72.6 45.6 51.5

스 스 1980∼2010 64.9 50.8 55.9핀란드 1980∼2010 71.9 50.4 56.7

스페인 1980∼2010 78.9 60.8 70.0한국 1980∼2010 86.1 67.6 79.1

슬로바키아 1993∼2010 72.7 63.6 67.2헝가리 1982∼2010 62.4 44.5 51.6

슬로베니아 1992∼2010 55.4 42.9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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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5.이산화탄소 배출량

단 :MillionMetricTons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남아 리카 1984∼2010 486.5 296.5 371.3아르메니아 1996∼2010 11.6 7.6 9.4

네덜란드 1980∼2010 269.9 174.0 226.4아르헨티나 1980∼2010 171.5 90.2 125.2

독일 1980∼2010 1056.0 763.0 914.7 국 1980∼2010 613.6 519.0 577.8

러시아 1992∼2010 2020.2 1384.5 1577.7우크라이나 1992∼2010 533.1 260.3 359.0

루마니아 1996∼2010 126.5 78.4 99.5인도 1980∼20101695.6 291.2 832.3

멕시코 1990∼2010 452.8 302.2 373.4일본 1980∼20101256.3 867.11084.1

미국 1980∼2010 6015.8 4388.2 5296.7 국 1992∼20108321.02449.24252.7

벨기에 1980∼2010 154.7 114.3 135.0체코 1993∼2010 116.8 85.6 98.7

불가리아 1980∼2010 96.9 42.2 64.5캐나다 1980∼2010 623.8 410.6 515.7

라질 1982∼2010 453.9 163.8 296.8 키스탄 1980∼2010 151.6 33.7 86.4

스웨덴 1980∼2010 82.3 50.7 61.6 랑스 1980∼2010 488.9 340.3 397.2

스 스 1980∼2010 47.2 37.0 43.9핀란드 1980∼2010 66.7 42.8 52.4

스페인 1980∼2010 387.9 195.0 271.8한국 1980∼2010 579.0 131.7 342.4

슬로바키아 1993∼2010 43.9 34.3 39.1헝가리 1982∼2010 82.5 50.2 63.8

슬로베니아 1992∼2010 17.4 12.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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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6.정치이념

척도:1(우익)∼ 5(좌익)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네덜란드 1980∼2010 3 1 2.1 슬로바키아 1993∼2010 4 1 2.3

독일 1991∼2010 5 1 2.8 슬로베니아 1993∼2010 4 2 3.1

루마니아 1996∼2010 5 2 2.9 국 1980∼2010 5 1 2.7

벨기에 1980∼2010 3 1 2.5 체코 1993∼2010 4 1 2.4

불가리아 1991∼2010 4 1 2.2 랑스 1980∼2010 5 1 2.7

스웨덴 1980∼2010 5 1 3.7 핀란드 1980∼2010 3 1 2.6

스 스 1980∼2010 2 2 2.0 헝가리 1991∼2010 5 1 3.1

스페인 1980∼2010 5 1 3.6

표 A-7.민주화 지수

척도:0(비민주화)∼ 10(민주화)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국가 기간 최 최소 평균

남아 리카 1984∼2010 9.2 2.5 6.7아르메니아 1996∼2010 5.0 3.3 4.3

네덜란드 1980∼2010 10.0 10.0 10.0아르헨티나 1980∼2010 9.2 2.5 7.6

독일 1991∼2010 10.0 9.2 9.5 국 1980∼2010 10.0 9.2 9.7

러시아 1992∼2010 5.8 2.5 3.9우크라이나 1992∼2010 7.5 5.0 6.1

루마니아 1996∼2010 8.3 7.5 8.2인도 1980∼2010 7.5 5.0 7.1

멕시코 1990∼2010 8.3 5.0 6.6일본 1980∼2010 10.0 8.3 9.4

미국 1980∼2010 10.0 10.0 10.0 국 1992∼2010 0.8 0.0 0.6

벨기에 1980∼2010 10.0 9.2 9.8체코 1993∼2010 10.0 9.2 9.5

불가리아 1980∼2010 9.2 0.0 5.5캐나다 1980∼2010 10.0 10.0 10.0

라질 1982∼2010 8.3 5.8 7.3 키스탄 1980∼2010 6.7 1.7 3.5

스웨덴 1980∼2010 10.0 10.0 10.0 랑스 1980∼2010 10.0 9.2 9.4

스 스 1980∼2010 10.0 10.0 10.0핀란드 1980∼2010 10.0 8.3 9.6

스페인 1980∼2010 10.0 7.5 9.5한국 1980∼2010 9.2 2.5 7.1

슬로바키아 1993∼2010 10.0 5.8 8.8헝가리 1982∼2010 10.0 2.5 7.7

슬로베니아 1992∼2010 10.0 8.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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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측정변수의 국가별 시계열 자료

표 B-1.원자력발 량

단 :BillionKWh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남아 리카 - 5.3 8.4 11.3 13.0 12.2 12.8

네덜란드 3.9 3.7 3.3 3.8 3.7 3.8 3.8

독일 55.6 138.6 145.1 145.4 161.1 154.9 133.5

러시아 - - - 94.3 122.5 140.2 162.2

루마니아 - - - - 5.2 5.3 11.0

멕시코 - - 2.8 8.0 7.8 10.3 5.6

미국 251.1 383.7 576.9 673.4 753.9 782.0 807.0

벨기에 11.9 32.7 40.6 39.3 45.7 45.2 45.5

불가리아 5.8 12.4 13.5 16.4 17.3 17.3 14.5

라질 - 2.9 1.9 2.4 4.9 9.9 13.8

스웨덴 25.3 55.8 64.8 66.4 54.5 68.8 54.7

스 스 12.9 20.1 22.4 23.7 25.1 22.2 25.4

스페인 5.2 28.0 51.6 52.7 59.1 54.7 58.7

슬로바키아 - - - 10.9 15.7 16.8 13.8

슬로베니아 - - - 4.6 4.5 5.6 5.4

아르메니아 - - - - 1.8 2.5 2.3

아르헨티나 2.2 5.4 7.0 7.1 6.0 6.4 6.7

국 32.3 53.8 62.5 84.5 80.8 77.5 56.0

우크라이나 - - - 67.0 71.1 83.3 83.8

인도 3.0 4.7 5.6 6.5 14.1 15.7 19.5

일본 78.6 149.7 192.2 276.7 305.9 289.5 273.8

국 - - - 12.4 15.9 50.3 70.2

체코 - - - 11.6 12.9 23.5 26.6

캐나다 35.9 57.1 69.2 93.0 69.2 87.4 85.8

키스탄 0.0 0.3 0.4 0.5 0.4 2.4 2.4

랑스 63.4 211.2 298.4 358.4 394.4 429.0 407.2

핀란드 6.6 18.0 18.3 18.3 21.4 22.1 21.6

한국 3.3 15.8 50.2 63.7 103.5 139.4 141.2

헝가리 - 6.1 13.0 13.3 13.5 13.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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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2.국내총생산

단 :BillionUS$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남아 리카 - 67.1 112.0 151.1 132.9 247.1 363.5

네덜란드 180.8 133.2 294.9 419.0 385.1 638.5 774.2

독일 919.6 708.9 1714.5 2522.9 1886.4 2766.3 3258.9

러시아 - - - 395.5 259.7 764.0 1487.5

루마니아 - - - - 37.1 98.9 161.6

멕시코 - - 262.7 286.7 581.4 848.9 1035.9

미국 2767.5 4184.8 5750.8 7338.4 9898.8 12564.3 14447.1

벨기에 125.3 85.2 202.8 284.5 232.7 377.4 466.7

불가리아 20.0 17.6 20.7 13.1 12.9 28.9 47.7

라질 - 222.9 462.0 769.0 644.7 882.2 2143.0

스웨덴 132.1 106.3 244.4 253.7 247.3 370.6 461.9

스 스 109.9 99.5 238.2 315.9 249.9 372.5 529.4

스페인 226.0 175.5 521.0 596.8 580.3 1130.8 1383.3

슬로바키아 - - - 25.3 28.7 61.3 87.1

슬로베니아 - - - 20.9 20.0 35.7 46.9

아르메니아 - - - - 1.9 4.9 9.4

아르헨티나 77.0 88.4 141.4 258.0 284.2 183.2 368.7

국 541.9 464.3 1012.6 1157.1 1477.2 2280.5 2251.9

우크라이나 - - - 48.2 31.3 86.1 136.4

인도 189.6 236.6 326.6 366.6 474.7 834.2 1684.3

일본 1087.0 1384.5 3103.7 5333.9 4731.2 4571.9 5488.4

국 - - - 728.0 1198.5 2256.9 5930.5

체코 - - - 57.8 58.8 130.1 197.7

캐나다 268.9 355.7 582.7 590.5 724.9 1133.8 1577.0

키스탄 23.7 31.1 40.0 60.6 74.0 109.6 176.9

랑스 690.3 543.5 1244.2 1572.1 1326.3 2136.6 2549.0

핀란드 53.0 55.0 138.9 130.8 121.8 195.8 236.5

한국 63.8 96.6 263.8 517.1 533.4 844.9 1014.9

헝가리 - 20.6 33.1 45.6 46.4 110.3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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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3.1차 에 지소비량

단 :1000ktofoilequivalent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남아 리카 - 86.4 91.0 103.6 109.3 128.2 136.9

네덜란드 64.4 60.6 65.7 70.7 73.2 78.8 83.4

독일 357.2 357.2 351.1 336.5 336.6 338.3 327.4

러시아 - - - 636.6 619.3 651.7 701.5

루마니아 - - - - 36.2 38.7 35.0

멕시코 - - 122.5 129.8 145.1 170.2 178.1

미국 1804.7 1774.1 1915.0 2067.2 2273.3 2318.9 2216.3

벨기에 46.8 44.1 48.3 53.8 58.5 58.7 60.9

불가리아 28.4 30.6 28.6 23.1 18.7 19.9 17.9

라질 - 129.4 140.2 161.1 187.4 215.2 265.6

스웨덴 40.5 47.2 47.2 50.3 47.6 51.6 51.3

스 스 20.0 22.1 24.3 24.1 25.0 25.9 26.2

스페인 67.7 70.9 90.1 100.8 122.0 141.9 127.7

슬로바키아 - - - 17.8 17.7 18.8 17.8

슬로베니아 - - - 6.1 6.4 7.3 7.2

아르메니아 - - - - 2.0 2.5 2.4

아르헨티나 41.8 41.3 46.1 54.0 61.0 67.0 74.6

국 198.4 200.8 205.9 216.3 222.9 222.4 202.5

우크라이나 - - - 163.8 133.8 142.9 130.5

인도 205.2 254.8 316.7 384.3 457.2 539.3 692.7

일본 344.5 362.9 439.3 496.3 519.0 520.5 496.8

국 - - - 1046.2 1182.7 1750.2 2417.1

체코 - - - 41.5 41.0 44.9 44.1

캐나다 192.6 193.0 208.5 230.8 251.4 272.2 251.8

키스탄 24.8 32.3 42.7 53.7 63.5 75.5 84.6

랑스 191.8 203.8 223.9 236.7 251.9 270.6 262.3

핀란드 24.6 25.8 28.4 28.9 32.2 34.3 36.4

한국 41.2 53.5 93.1 144.8 188.2 210.2 250.0

헝가리 - 29.8 28.8 25.9 25.0 27.6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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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4.에 지순수입비율

단 :%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남아 리카 - -26.8 -25.9 -30.1 -33.3 -23.2 -18.7

네덜란드 -11.6 -9.4 7.8 5.7 21.4 21.1 16.4

독일 48.0 41.4 47.0 56.9 59.8 59.8 59.9

러시아 - - - -52.0 -57.9 -84.6 -84.3

루마니아 - - - - 21.8 27.8 21.6

멕시코 - - -58.9 -55.3 -53.2 -49.3 -27.1

미국 13.9 11.5 13.7 19.7 26.7 29.7 22.2

벨기에 82.7 68.4 72.9 77.8 76.5 76.3 73.6

불가리아 72.7 68.9 66.4 55.5 46.9 46.6 40.8

라질 - 20.8 25.7 30.4 21.2 9.6 7.2

스웨덴 60.2 43.1 37.1 36.7 35.8 32.8 34.7

스 스 64.9 57.4 57.8 53.4 51.9 57.6 51.8

스페인 76.7 62.7 61.6 68.7 74.0 78.8 73.2

슬로바키아 - - - 71.6 64.3 64.9 65.2

슬로베니아 - - - 51.1 51.7 51.9 48.6

아르메니아 - - - - 68.5 65.6 64.4

아르헨티나 7.2 -2.9 -5.1 -23.8 -35.0 -26.4 -5.6

국 0.3 -18.6 -1.0 -19.1 -22.2 7.7 26.5

우크라이나 - - - 50.2 42.9 43.3 41.8

인도 8.9 6.0 7.9 12.6 19.9 21.4 25.1

일본 87.4 81.5 82.9 80.1 79.6 80.7 80.5

국 - - - -1.9 2.7 4.9 8.6

체코 - - - 21.8 25.2 26.7 28.3

캐나다 -7.7 -25.0 -31.3 -51.2 -48.2 -47.3 -58.0

키스탄 15.7 19.4 19.9 23.5 26.1 19.6 24.0

랑스 72.6 54.2 50.0 46.0 48.1 49.4 48.3

핀란드 71.9 59.8 57.4 54.5 53.8 51.4 52.4

한국 77.5 72.7 75.7 85.4 81.7 79.5 82.0

헝가리 - 44.9 48.9 46.3 53.5 62.4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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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5.이산화탄소 배출량

단 :MillionMetricTons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남아 리카 - 302 298 347 386 433 465

네덜란드 201 191 211 223 246 268 263

독일 1056 1014 990 891 855 847 794

러시아 - - - 1603 1499 1574 1634

루마니아 - - - - 93 100 78

멕시코 - - 302 321 383 398 445

미국 4777 4605 5041 5320 5861 5992 5610

벨기에 136 119 125 139 148 151 127

불가리아 89 93 76 52 49 52 42

라질 - 193 237 289 344 370 454

스웨덴 82 62 57 64 61 58 63

스 스 47 41 43 44 45 46 46

스페인 195 205 224 243 317 383 316

슬로바키아 - - - 43 36 40 35

슬로베니아 - - - 15 16 17 17

아르메니아 - - - - 9 10 12

아르헨티나 93 97 103 120 138 152 170

국 614 589 602 560 560 583 532

우크라이나 - - - 421 325 354 276

인도 291 447 579 870 1003 1183 1696

일본 947 926 1047 1116 1201 1241 1164

국 - - - 2862 2850 5513 8321

체코 - - - 111 95 94 91

캐나다 457 444 471 509 573 624 549

키스탄 34 47 67 88 109 118 152

랑스 489 397 368 373 402 414 395

핀란드 55 47 53 50 50 52 54

한국 132 172 242 381 439 494 579

헝가리 - 82 67 58 55 5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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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6.집권당의 정치이념

척도:1(우익)∼ 5(좌익)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네덜란드 1 1 3 3 3 1 2

독일 - - - 1 5 4 1

루마니아 - - - - 2 2 2

벨기에 3 1 3 3 3 3 2

불가리아 - - 4 4 1 2 1

스웨덴 1 5 5 5 5 5 1

스 스 2 2 2 2 2 2 2

스페인 1 5 5 5 1 5 5

슬로바키아 - - - 2 2 1 3

슬로베니아 - - - 2 3 4 4

국 1 1 1 1 5 5 3

체코 - - - 1 4 4 1

랑스 1 5 4 1 5 1 1

핀란드 3 3 3 3 3 3 2

헝가리 - - 1 4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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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7.민주화 지수

척도:0(비민주화)∼ 10(민주화)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남아 리카 - 2.50 4.17 9.17 9.17 9.17 8.33

네덜란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독일 - - - 9.17 9.17 10.00 10.00

러시아 - - - 5.83 3.33 2.50 2.50

루마니아 - - - - 8.33 8.33 8.33

멕시코 - - 5.00 5.00 7.50 8.33 6.67

미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벨기에 10.00 10.00 10.00 10.00 9.17 10.00 10.00

불가리아 0.00 0.00 5.83 8.33 7.50 9.17 8.33

라질 - 7.50 7.50 6.67 6.67 8.33 8.33

스웨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스 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스페인 7.50 9.17 10.00 9.17 9.17 10.00 10.00

슬로바키아 - - - 7.50 9.17 10.00 10.00

슬로베니아 - - - 9.17 9.17 10.00 10.00

아르메니아 - - - - 5.00 4.17 3.33

아르헨티나 2.50 8.33 8.33 7.50 9.17 8.33 8.33

국 10.00 10.00 9.17 9.17 9.17 10.00 10.00

우크라이나 - - - 5.83 5.00 7.50 6.67

인도 7.50 7.50 7.50 5.00 7.50 7.50 7.50

일본 10.00 10.00 10.00 9.17 9.17 9.17 9.17

국 - - - 0.00 0.83 0.83 0.83

체코 - - - 9.17 9.17 10.00 10.00

캐나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키스탄 1.67 4.17 5.00 5.00 2.50 2.50 4.17

랑스 9.17 9.17 9.17 9.17 9.17 10.00 10.00

핀란드 8.33 8.33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 2.50 4.17 7.50 8.33 8.33 9.17 9.17

헝가리 - 3.33 8.33 9.17 9.17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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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Factors Impacting on 

Nuclear Power Generation using 

Panel Data 

- Focusing on the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major factors -

Young-jin Byu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mand for nuclear power as a source of energy is based on the 

energy related economic activities and their energy consumption. But 

despite its economics, the use of nuclear energy always has caused a 

chronic social and political controversy due to the safety and nuclear 

waste disposal issues. Eventually nuclear energy policy has been 

determined by combined effects of the energy demand influenced by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factors  depending on nations and 

times.

   Based on the nuclear energy policy characteristics stated above, 

this study included two research topics. One is about a causal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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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as major factors 

which affect nuclear energy  policy. The other is about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impacting on nuclear policy. 

   Two kinds of model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mediation models applying the theory of mediation 

effects are designed to identify a causal path between major factors 

that affect the nuclear energy policy. And the moderation models 

applying the theory of moderation effects are design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nuclear policy.

   2-way fixed effect regression method using panel data that include 

time series data of 29 nations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was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rough the mediation model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GDP 

acts as a mediation variable between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and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changes in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can not directly induce 

the change in nuclear power generation, but indirectly induce the 

change in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through the GDP growth.

    Next, the moderation model analysis demonstrated the main and 

moderation effects of the selected moderation variables such as the 

energy net import ratios, carbon dioxide emissions, political ideologies 

of the ruling party, and the democracy level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results in 

the policy effects that lower the energy import ratio. And the change 

of energy import ratio  induced by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alters 

both the effect of GDP and primary energy consumption on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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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ositively through the interactions between them.

   Second, it is confirmed that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have a 

inverse relation to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the change in 

carbon dioxide emissions alters both the effect of GDP and primary 

energy consumption positively through the interactions between them.

   Third, it is not clear whether differences in nuclear energy policy 

between the left and right political ideology lead to a direct impact on 

the nuclear policy. But it is found that a stronger left-wing political 

ideology of a government has a larger deterrent effect that reduces 

the effect of the GDP and primary energy consumption on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through the interactions between them.

   Finally, it i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emocracy and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is converted to a 

positive(+) from a negative(-) at a turning point.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a higher level of democracy has a synergy effect that 

increases the effect of the GDP and primary energy consumption on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through the interactions between them.

keywords : nuclear power generation, 2-way fixed effect model,

           policy determinants, mediation effects, moder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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