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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독일과 프랑스는 총 전기 생산량이 유럽연합의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발전량을 보인다. 하지만 이웃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원에서 현저한 차이점을 보인다. 2016년 기준 독일은 

총 전력 발전량의 약 13%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반면 프랑스는 

그 비중이 약 73%에 달한다. 반대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독일이 약 

30%인 반면 프랑스는 18%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독일과 

프랑스의 상이한 전원구성에 착안하여 두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전원구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평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구조 성과지표 (Energy 

Architecture Performance Index; EAPI)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EAPI의 큰 틀인 경제발전, 지속가능성, 에너지 안보는 유지하였으며, 

EAPI가 사용한 18가지 항목은 전력구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항목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으로 전기사용의 효율성, 산업용 

전기가격, 수요변화에 대한 탄력도, 전력생산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원믹스의 다양성, 전원믹스 연료의 자급도의 6가지를 최종선정하였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높은 원자력 발전 비중으로 낮은 전기가격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전원믹스 구성 연료에 대한 자급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 

유연성이 낮고 발전원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독일은 높은 발전 유연성과 전원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탈원전 정책으로 높은 전기가격이 

형성되었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프랑스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추세를 보면 전기생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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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전기가격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이 전원믹스를 구성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점을 찾아보기 위해 

한국에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격으로 시간에 따른 세 국가의 변화를 상대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전력가격을 점차 낮추었으며 발전원의 다양성을 높여왔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전기사용의 효율성은 2016년 기준 독일의 약 51%, 

온실가스 배출량은 프랑스의 약 9.5배, 발전원의 자급률은 프랑스의 

34% 수준을 보이며 발전되어야 할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프랑스와 같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법을 취한다면 원전비중이 늘어남에 따른 원전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다른 에너지원으로 발전원을 전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독일의 사례를 따를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여전히 타 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발전량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원구성을 변화시킬 때, 한국이 주변국과 전력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전원구성을 평가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적용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한국이 

전원구성을 변화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한민국의 전원믹스 정책 결정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여러 국가의 발전구조에 대한 비교와 평가의 틀을 발전시키는 

미래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어 : EAPI, 전원믹스, 독일, 프랑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학   번 : 2015-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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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2016년 GDP가 

유럽연합의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강국이다. 하지만 현재의 전원 

믹스를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그림 1] 프랑스와 독일의 전력믹스 비교 (2016)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2016년 기준 독일은 총 전력 발전량의 약 13%가 원자력 발전소에

서 생산되는 반면 프랑스는 그 비중이 약 73%에 달한다. 반대로 석탄의 

발전비중을 살펴보면 독일이 약 42%의 전기를 석탄으로부터 생산하는 

반면 프랑스는 2% 미만의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발전비중의 차이

는 재생에너지에서도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살펴보면 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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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하는 반면 프랑스는 18% 정도

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전원구성의 변화를 평

가 및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로써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이 제시한 에너지구조 성과지표 (Energy Architecture 

Performance Index; EAPI)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평가항목으로 전기

사용의 효율성, 산업용 전기가격, 수요변화에 대한 탄력도, 전력생산에서

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원믹스의 다양성, 전원믹스 연료의 자급도를 선

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확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이는 전원믹스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사업의 특성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방향성을 정립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는 국제

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한국의 미래 전력 

수요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수요는 2050년

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므로 발전원의 구성은 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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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의 미래 전력 수요량 예측
①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Outlook 2017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를 분석할 때 사용한 방법론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여 한국이 전원구성을 어떻게 변

화시켰으며 어느부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한

국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개선시켜야 할 부분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상이한 발전구조를 가지고 있으므

로 두 국가의 평가를 토대로 향후 한국이 전원구성을 전환함에 따라 고

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았다. 

 

1.2. 기존 연구의 검토 

 

세계경제포럼 (WEF)은 국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를 지속가능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물로 에너지

구조 성과지표, EAPI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에너지 

                                            
① IEA, (2016), World Energy Outloo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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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Global Energy 

Architecture Performance Index Report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평가

점수를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여 국가간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경제성장과 개발, 환경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안보와 접근성

이라는 비교 틀을 수립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EAPI는 에너

지 전반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전원구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

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IEA 회원국들에 대해 약 5년에 한번씩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를 발간한다. 이 리포트는 각 국가의 

개요와 더불어 각 연료별 정책을 담고있다. 또한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리포

트들은 각 국가의 정책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알아볼 수 있다는 데 의

의가 있지만 정성적인 평가에 그쳤으며 정책 제언 또한 정량적 분석을 

토대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려는 노력이 있

었으며 총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지난 30년간 70% 이상을 

유지해온 프랑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안상욱 (2012)은 프랑스에

서 2012년 대선 이전에 정치적으로 좌익과 우익에 관계없이 원자력 발

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해왔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선에

서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다루었다. 당시 대

선 후보였던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은 녹색당과의 연대를 위해 탈원전

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이 전력생산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5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하지만 우파정당인 대

중운동연합 (Union pour un Movement Populaire)은 이 같은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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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와 수십 만개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공격하였고 원자

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이 논문은 원자력 발전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정량적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다른 에너지 정책을 펴 온 만큼 두 국가

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안상욱 (2013)은 프랑스의 원자력 에

너지 정책이 연속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독일의 정책변화와 

비교하면서 일관성 없는 독일의 에너지정책이 독일의 원자력기업과 재생

에너지 기업에 문제를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에

너지 개발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편 반면 독일 정부는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국가 정책의 일

관성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 정책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의 성공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 

아닌, 단지 일관성이라는 기준으로만 평가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대중의 

의견을 모아 상황에 맞추어 에너지 정책을 변화해 나가는 것이 부정적으

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하지 않았

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유수 (2011)는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을 비교하고 양 국의 

에너지 믹스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배경을 에너

지 부존자원 상황, 경제적 측면, 정치 및 국민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이 보고서는 서로 국경을 접한 이웃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어떻게 

현저히 상반되는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원전발

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화되는 시점에서 원자력 발전에 큰 입장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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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두 국가를 선정하여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하지만 두 국가의 비교가 정성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우리

나라가 현재 단계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두 국

가의 평가를 통해 도출된 장기적 계획이 아닌 상황에 따른 단기적 목표

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배

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도 있었으며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

라 이들을 전력계통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연구한 논문도 있었다. 김용빈 

(2017)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이들이 화석연료로 전환되었을 때의 화석연료 의존도효과를 분

석하였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전원믹스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중요함을 수치적으로 분

석하였다. 또한 류재근 (2013)은 최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통합방법을 연구하였다. 발전량이 가변적인 

풍력발전소가 늘어나면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감발 능력을 고려하여 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를 하였다. 이는 풍력발전의 수용율과 풍력의 출력 예측 오차율을 고려

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감발 용량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주기 

수급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수급불균형을 줄일 수 있으며, 이로써 예비

력을 통한 수급조절보다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

리고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2012)는 대용량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계통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특징들과 난관들을 파악하여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

어남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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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생에너지의 계통 통합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으로서 수요반응 

(Demand response)의 증대, 기존 발전소들의 발전유연성 개선, 송전 

확대, 대용량 전력저장장치의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전

력계통 통합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업계에 대한 조언까지 

포함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기술적인 측면의 연구들이었

으며, 전원믹스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유형을 분석하고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분석한 논문들이 있었다. 진상현 (2012)은 

Q 방법론을 이용하여 원자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을 밝혀내었다. 

또한 왕재선, 김서용 (2013)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민의 원자

력 수용성 및 인식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최현홍 

(2016)은 전원믹스를 변화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소비자가 가

지는 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다. 위에 언급한 세 논문은 기후변화와 원자

력 발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시기에, 국민의 인식유형을 분석하고 

선호도를 이해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수용도 높은 정책을 펼치

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력 구조의 변

화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전력 구조의 평가를 통한 장기적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기존 연구들은 정성적인 분석

에서 그친 경우가 많았으며 전력구조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부재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전원구성 변화를 분석해보

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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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에너지 현황과 전력 수급현황

에 대해서 다루었다. 또한, 두 국가의 과거 발전원 정책을 알아보았다. 

제 3장에서는 두 국가의 전력구성을 WEF에서 제시한 에너지구조 

성과지표 (Energy Architecture Performance Index; EAPI)의 큰 틀을 

원용하여 평가해보았다. 이를 위해 사용된 수정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

하였으며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 4장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현황과 전력 상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

와 같이 EAPI를 이용하여 전원구성을 평가해보았다. 이를 독일, 프랑스

와 비교분석한 결과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본 논문이 가지는 

한계점과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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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과 프랑스의 과거 정책과 현황 

 

 

2.1. 국가별 에너지 현황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EU)의 강국이다. 28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한 EU는 유럽 내 단일 

시장 구축과 단일 통화 실현으로 유럽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창립 목적에 맞게, 유럽은 그림 3과 같이 

국가간 전력거래가 가능한 송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전력망의 중심에 위치한 만큼 두 국가 모두 주변국가와 전력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3] 유럽의 송전망 시스템 

 

Source: ENTSO-E (2017), https://www.entsoe.eu/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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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독일과 프랑스는 EU 28개국 총 전력 생산량의 약 

38%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석탄 중심의 발전원을 구성한 반면 프랑스는 원자력 중심의 

발전원을 가지고 있다. 두 국가가 EU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에너지원 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그림 4] EU 총 발전량 대비 독일과 프랑스의 비중 (2015)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먼저 석탄의 경우, 독일이 EU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프랑스가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의 경우, 독일이 20%로 EU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노르웨이 15%, 스웨덴 11% 등 타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두 국가의 순 전력 거래량을 살펴보면 2015년 독일의 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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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량이 약 48 TWh, 프랑스의 순 전력 수출량이 약 64 TWh로 두 

국가 모두 전력 수출국임을 알 수 있다 (표 1).  

 

[표 1] 프랑스와 독일의 전력 거래량 (2015) 

(Unit : GWh) France Germany 

Production 568,454 646,888 

Imports 9,961 (2%) 37,008 (6%) 

Exports 74,024 (13%) 85,290 (13%) 

Net exports 64,063 (11%) 48,282 (7%) 

Source: IEA (2017),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edition) 

 

즉 종합해 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EU 전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석탄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크고 주변 국가에 전력을 수출하는 

국가들이며 EU 내부에서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국가라고 분석할 수 있다. 

 

2.1.1. 독일 

 

독일의 총 1차에너지 공급량 (Total Primary Energy Supply; 

TPES)은 2016년 312 Mtoe 로 OECD 국가 중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큰 TPES를 보였다. 석유는 독일에서 가장 주요한 에너지

원으로서 2016년 TPES의 32.5%인 101 Mtoe를 차지했다 (그림 5). 

석탄과 천연가스는 각각 75 Mtoe와 73 Mtoe로 TPES의 24.2%, 



 

 12 

23.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석탄과 가스가 에너지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천연가스의 사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대로 석탄사용량

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독일의 연료별 TPES 변화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재생에너지는 2016년 TPES의 14.1%를 차지했으며, 2000년 이후

로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IEA에 따르면 2030년에는 33.2%의 에너지

가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될 것이며 그 중 바이오연료는 21.6%, 풍력에

너지는 5.6%, 태양에너지는 3.2%, 지열에너지는 1.9%, 그리고 수력발

전은 1%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②. 

                                            
② IEA, (2013),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 Germany 2013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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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에너지는 2016년에 22 Mtoe가 생산되었다. 2000년의 44 

Mtoe와 비교하여 16년만에 약 50%가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은 독일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

로 보인다. 

2016년 독일의 에너지 생산량은 115 Mtoe로 총 에너지 공급량의 

37.1%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은 석탄 주요 생산국이며 IEA 회

원국 중 가장 많은 갈탄 생산량을 보인다. 실제 에너지 자급도를 살펴보

면 석탄의 자급률은 50% 이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그림 6] 독일의 연료별 자급률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독일의 최종소비량 (Total Final Consumption; TFC)은 2015년 기

준 220 Mtoe 였다. 최종소비량은 수십년간 큰 변화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7). 석유는 최종소비량의 41.8%를 차지하며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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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하였고 천연가스와 전기가 각각 23.5%, 20.1%를 차지하였

다. 수송부문은 56 Mtoe (25.3%)를 소비하여 가장 큰 에너지를 소비하

는 부문이었으며 산업부문은 55 Mtoe (25.1%), 가정부문은 53 Mtoe 

(24.1%)를 소비하였다. 

 

[그림 7] 프랑스와 독일의 최종소비량 변화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독일은 국내 석유, 가스 생산량이 굉장히 적으며 수입에 대부분 의

존하고 있다. 독일은 원유와 석유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석유수급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③. 1970년

대 이후로 TPES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약 33%를 차지하며 독일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천연

가스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③ IEA, (2013),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 Germany 2013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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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gas; LNG)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독일은 2015년 기준 204 GW의 발전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

럽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2011년의 탈원전결정으로 전력시장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6년의 독일 총 전력 생산량은 648.4 TWh

로 석탄이 전력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42.2%의 전력이 석탄으로부

터 생산되었다 (그림 8). 원자력발전은 총 전력생산의 13.1%를 차지하

였다. 원자력은 1997년에 전체 전력 발전량의 30.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이후 점점 그 비중이 낮아졌으며, 2011년 8개

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급감하였다. 

 

[그림 8] 독일의 연료별 전력 생산량 변화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2000년 이후 원자력과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의 감소는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로 대체되었다. 천연가스는 2016년 총 81.3 TWh의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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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여 발전량의 12.5%를 차지하였고, 이는 2000년보다 약 55%가

량 증가한 수치이다. 풍력발전은 2016년에 77.4 TWh의 전기를 생산하

며 총 발전량의 11.9%를 차지하였고 태양광발전은 38.2 TWh를 생산하

여 발전량의 5.9%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다른 에너지원들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독일의 전력 사용은 2015년 528.1 TWh로 산업부문에서 224.9 

TWh의 전력을 소비하여 총 전력소비의 약 42.6%를 차지하였다 (그림 

9).  

 

[그림 9] 독일의 부문별 전력 소비량 변화 

 

Source: IEA (2017),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edition) 

 

상업부문과 가정부문에서는 각각 28.4%, 24.4%를 차지하였다. 수

송부문은 2.1%의 전기를 소비하였고 1970년대부터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EA는 에너지 효율의 상승으로 인해 독일의 산업,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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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전기소비는 2030년 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수송부문에

서의 소비는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1.2. 프랑스 

 

프랑스의 TPES는 2016년 기준 241 Mtoe로 2005년에 271 Mtoe

로 최고치를 보인 후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10). 

 

[그림 10] 프랑스의 연료별 TPES 변화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프랑스의 에너지 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원전비율에 있다. 원

자력에너지는 2016년에 105 Mtoe가 생산되었으며 이는 TPES의 

43.6%, 총 발전량의 72.7%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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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GW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가장 큰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TPES의 47.8%를 차지하며 석유가 28.3%, 천연가스가 

15.9%, 석탄이 3.6%를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2016년 TPES의 

10.1%를 차지하였다. 

프랑스는 130 Mtoe의 에너지를 생산했으며 이는 TPES의 53.8%

에 해당한다. 총 에너지 생산량의 81.0%가 원자력에너지로부터 생산되

었고 이로 인해 화석연료의 에너지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

립도는 50%를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 

 

[그림 11] 프랑스의 연료별 자급률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프랑스의 최종소비량은 2015년 148 Mtoe로 2004년에 약 170 

Mtoe로 최고치를 달성한 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송부문에

서 44 Mtoe (29.6%) 를 소비하며 가장 많은 소비량을 보였으며 주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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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25.5%, 산업부문에서 17.2%, 상업부문에서 15.2%를 소비하였

다. 최종소비량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주거부문, 상업부문에서

의 에너지효율 증진으로 인한 에너지소비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2016년 발전량은 554.7 TWh로 590.6 TWh의 한국과 비

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원믹스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는 원

자력발전이 전원믹스의 72.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의 평균치도 76.3%로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

다. 전원믹스에서 두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수력발전이

다. 총 발전량의 11.5%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재생에너지원 중에는 풍

력에너지가 3.8%, 태양에너지가 1.5%를 차지하였다. 화석연료는 2016

년 전원믹스의 8.7%를 차지하였으며 천연가스가 이 중 6.3%, 석탄이 

2.0%, 석유가 0.4%를 차지하였다 (그림 12). 환경문제와 낮은 생산성 

때문에 석탄과 석유를 이용한 전력생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소가 피크수요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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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프랑스의 연료별 전력 생산량 변화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프랑스는 높은 원자력 발전용량 덕분에 전기 순 수출국의 위치에 있

으며 2016년 기준 총 발전량의 11.1%인 61.4 TWh의 전력을 수출하였

다. 총 수입량은 20.8 TWh를 보였으며 프랑스의 전기 수입은 주로 겨

울철 피크수요를 충당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월별 순 

전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대체로 겨울에 순 수입량이 증가하고 여름에는 

낮아지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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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프랑스의 월별 순 전기 수입량 (2007-2016) 

 

Source: IEA (2017), Monthly Electricity Statistics 

 

프랑스의 2015년 전기사용량은 441.0 TWh로 한국의 506.6 TWh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14). 주거부문은 총 전기 수요의 34.6%를 

차지하며 수요가 가장 큰 부문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주거부문의 전기사

용량을 줄이고자 건물의 열효율 규제를 통해 겨울철 전기난방에 대한 수

요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상업부문과 산업부문은 각각 2015년 수요

의 33.2%와 23.3%를 차지하였다. 산업부문에서의 전기사용은 지난 10

년간 계속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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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프랑스의 부문별 전력 소비량 변화 

 

Source: IEA (2017),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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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랑스와 독일의 에너지 현황 

 독일 프랑스 

TPES 

(2016) 
312 Mtoe 241 Mtoe 

TFC (2015) 220 Mtoe 148 Mtoe 

Electricity 

generation 

& power 

mix (2016) 

648.4 TWh 

Oil : 0.9% 

Gas : 12.5% 

Coal : 42.2% 

Nuclear : 13.1% 

Hydro : 4.1% 

Non-hydro 

renewables : 25.8% 

Others : 1.4% 

554.7 TWh 

Oil : 0.4% 

Gas : 6.3% 

Coal : 2.0% 

Nuclear : 72.7% 

Hydro : 11.5% 

Non-hydro 

renewables : 6.6% 

Others : 0.5% 

Electricity 

consumption 

by sector 

(2015) 

528.1 TWh 

Industry : 42.6% 

Residential : 24.4% 

Commercial and public 

services : 28.4% 

Others : 4.7% 

441.0 TWh 

Industry : 24.3% 

Residential : 34.6% 

Commercial and public 

services : 33.2% 

Others : 8.0%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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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별 에너지 정책 

 

2.2.1. 독일 

 

과거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수급안정성, 가격 경쟁력, 환경

보호, 에너지 접근성을 주요 원칙으로 하는 프랑스와 비슷하였다. 1970

년대의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였다는 면에서 프랑스와 비슷하였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독일의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이 사고로 인해 독일 전역에 방사능 낙진이 

떨어졌으며, 국제물리학회에 따르면 유전자 손상으로 인해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사고 9개월 이후부터 증가했다고 한다④. EU 위원

회는 2009년 유럽인들의 원전발전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원자력에너지가 총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지, 증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으며 다음은 그 결과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그림 15)⑤. 

 

                                            
④ 홍성현 (2015,08/11),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교훈 얻은 독

일, 양산시민신문, pp.7. 
⑤  European Commission, (2010), Special Eurobarometer 324: 

Europeans and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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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원자력 발전 비율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의 여론조사 결과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10), Special Eurobarometer 324 

 

그림 15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2%가 현재수

준보다 더 낮은 원자력에너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같은 시기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주었다. 1998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 출범 당시, 녹색당의 원전반대의견을 반영하여 장기

적으로 원자력발전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에는 원자력발전

법을 개정하여 최대 전력생산량을 정하고 이를 모두 생산한 발전소는 폐

쇄단계를 밟도록 하였다. 이렇게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임에 따라 이를 

대체할 전력공급원이 필요하였으며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2000년 4월부터 발전 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 FIT)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의

무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원의 보급을 크게 늘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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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2007년 8월에는 에너지, 기후분야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통

합 에너지 기후 프로그램 (Integrated Energy and Climate Program 

2007)을 채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총 발전량 중 재생에

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 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포함하였다. 

이렇듯 독일은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공급의 많은 부분을 재생에너

지로부터 얻겠다는 기본적 결정을 해왔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2010

년 9월,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2050년 까지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독일정부는 친환경적이고 안정

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2010년의 에너지 

구상은 공급의 안정성을 강조함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앞장서고 동시

에 독일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

려고 하였다.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었고 2022년 말까지 원자력발전을 중단시키겠다

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줄이고 2030년 까지 55%, 2040년 까지 70%, 그리고 2050년 까지 

80-95%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16] 독일 에너지 구상에 수록된 미래 목표치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로 안전 위원회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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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22년까지의 탈원전 선언에 대해 분석하였고, 독일정부는 두 

위원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빠른 시일내에 탈원전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독일정부는 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2.2.2. 프랑스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수급안정성, 가격 경쟁력, 환경보호, 

에너지 접근성의 네 가지 장기적 목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먼저 에

너지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겪으며 높은 화석연료 수입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수입의존도를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두번째로 에너지 가

격을 프랑스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가격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또한 가

정부문에도 에너지를 합리적 에너지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프랑스에게 경쟁력 있는 에너지가격은 중요한 요소였다. 세번째로는 앞

서 말한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달성하면서도 환경보

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에너지 생산과 사용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모든 지역에 동등한 수준의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저임금 가구에도 난방, 조명, 수송 등의 필수적 에너지수요가 충

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에너지원으로서 프

랑스정부는 원자력에너지를 선택하였고 원전발전 중심의 에너지믹스를 

구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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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위에 언급한 목표들을 바탕으로 프랑스가 나아갈 방향

을 제시한 새로운 에너지 법을 제정하였다. 에너지 효율증진을 통해 

2015년의 에너지소비량을 2003년 수준에 머무르도록 목표를 세웠으며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2010년까지 TPES의 10%, 총 전력 발전량의 

21%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2015년

의 TPES는 2003년보다 약 7% 감소한 246.5 Mtoe로 에너지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것에 성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2010년에 재생에너지가 TPES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약 8%였으며, 총 전력 발전량의 14%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2015년의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법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고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

해 만들어진 통합적 법률 체계이다. 에너지 전환 법은 2030년까지 온실

가스배출을 1990년 배출량대비 40% 감축하고, 2012년의 TFC 대비 

2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2030년 까지 총 발전량의 

4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비중을 5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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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원구성 변화분석 

 

 

3.1. 방법론 

 

본 논문은 전원믹스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의 과거 정책들을 알아

보고 그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발견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전원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개발한 에너지구조 성과지표 

(Energy Architecture Performance Index; EAPI)를 수정하여 적용

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EAPI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를 어떻게 

수정하여 연구에 사용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해 알

아본다. 

 

3.1.1. EAPI  

 

1971년 설립된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대통령, 총리, 경제장관, 기

업가 등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는 국

제 민간 회의이며, 세계무역기구나 선진국 정상회담 등에 영향을 미칠만

큼 영향력이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변화를 지속가능하고 안정성 있게 진행 시킬 수 있는 방법

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그 연구의 일환으로 WEF는 미국의 다국적 경

영 컨설팅 기업인 Accenture사와 협력하여 에너지구조 성과지표 

(EAPI)를 개발하였다. EAPI는 여러가지 지표를 하나의 수치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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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지표로서 각각 다른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하

기 위해 개발되었다. 비교 항목으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1. 경제성장과 개발 

2. 환경 지속가능성 

3. 에너지안보와 접근성 

 

첫번째 항목은 국가의 에너지 구조가 경제성장과 개발에 어느 정도

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가지는지 분석하는 항목이다. 두번째 항

목은 에너지 공급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마지막 항

목은 국가의 에너지 수급의 안전성,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원의 다양성 

등을 평가한다. 각각의 항목은 6개의 세부항목을 가지며 총 18개의 항

목들로 지표를 산정한다. 구체적 지표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EAPI는 국가별로 상이한 에너지 구조를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여 

국가간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경제성장과 개발, 환경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안보와 접근성이라는 비교 틀을 수립하고 각 항목

의 선택이유와 데이터 출처를 밝힘으로써 공신력을 얻었으며 동시에 평

가 항목 개선에 대한 열린 입장을 취하고있다. 하지만 EAPI는 에너지 

전체 구조에 대한 평가 도구이기 때문에 전력믹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선 지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다. 또한 EAPI는 

127개국의 에너지구조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정규화 작업을 

통해 평가결과를 하나의 수치로 보여줄 수 있었지만 본 연구는 EAPI와 

같이 여러 국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수치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다음절에서는 본 논문에 사용된 수정된 방법론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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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3.1.2. 본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API는 에너지 전반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본 논문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였다. 

먼저 EAPI처럼 다수의 국가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몇 가지 세부항목들

은 전력믹스와 상관없는 부분들이 있었다. 또한 몇 가지 항목은 주관이 

개입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부분들은 배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EAPI 평가방식의 큰 틀인 경제성장과 개발, 지속가능성, 에너지

안보와 접근성의 항목을 빌려 표 2와 같이 다음의 항목들을 최종 선정

하였으며, 이들을 하나의 수치로 만들지 않고 각각 비교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표 3] 본 연구에 사용된 평가 항목 목록 

경제성장과 개발 
전기사용의 효율성 

산업용 전기가격 (USD/MWh) 

지속가능성 
수요변화에 대한 탄력도 

전력생산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안보와 

접근성 

전원믹스의 다양성 

전원믹스 연료의 자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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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기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지표로서 전기사용량당 GDP (2010 

USD using PPP/kWh)를 사용하였다. 이는 단위 전기 사용량당 GDP가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며, 에너지 집약도 (energy 

intensity)를 낮춤으로써 에너지 가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

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GDP는 국가별 기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국의 물가수준을 함께 반영한 구매력평가기준 (Purchasing-Power 

Parity: PPP) 국내 총생산량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의 미국달러를 기

준으로 계산된 수치를 사용하였다. 전기사용량은 국제에너지기구의 

“World Energy Balances 2017”의 수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에너지 사용은 GDP와 큰 연관이 있으며 낮은 에너지 가격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다⑥. 따라서 산업용 전기가격이 낮을수록 설비투자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산

업용 전기가격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매 분기 출간하는 “Prices and 

Taxes”의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구매력평가기준을 적용한 전력가격을 

사용하였다. 

세번째로 사용한 항목은 수요변화에 대한 탄력도이다. 최근 재생에

너지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수요에 대해 대응하기 용이한 정도 

(Flexibility)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13년 캘리포니아의 전력망 사

업자인 CAISO (California Independent System Operator)가 발표한 

연구에서와 같이 태양광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낮 동안 필요한 순 전

력부하가 낮아지는 일명 ‘Duck curve’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현

상에 대비하기 위해선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⑥ World Economic Forum, (2017), The Global Energy 
Architecture Performance Index 2017: Methodological Add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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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은 빠르게 가동을 중단하거나 재가동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전발전비율이 높을수록 수요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힘들다. 또한 태양

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의 가변적 재생에너지원은 자연 발생적인 에너지

원으로부터 전력을 얻어내는 기술이므로 수요변화에 따른 전력생산이 어

렵다. 석탄발전소의 경우 오래된 발전소일 수록 발전 유연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이미 건설되어 있는 발전소의 발전 유연성을 증가시키

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실제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석탄발전소가 단 시간 전력시장에서 발전량을 조절하고 있다 ⑦ . 또한 

IEA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5분 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발전 유연성은 

석탄발전소가 42%, 원자력발전소가 8%, 개방사이클 가스터빈과 수력발

전소가 100%로 원자력발전소가 타 에너지원보다 낮은 단기간 발전 유

연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⑧. 따라서 전원믹스에서 원자력발전과 가변

적 재생에너지 (지열, 태양, 조력, 풍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록 수요변화에 대한 탄력도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력생산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알아보았다.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배

출량을 이산화탄소 당량 (CO2 equivalent)으로 환산한 뒤 생산된 전력

량으로 나눈 값을 비교하였다 (gCO2/kWh). 자료는 “World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에서 인용하였다. 

전력공급의 안보 측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원믹스의 다양성이 클 수록 시

                                            
⑦ Agora Energiewende, (2017), Flexibility in thermal power 
plants – With a focus on existing coal-fired power plants 
⑧ IEA, (2011), Harnessing Variable Renewables – A Guide to the 
Balancing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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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화에 따른 대응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양성을 수치화하여 비

교하기 위해 허쉬만-허핀달 지수 (Hirschman-Herfindahl index: 

HHI)를 사용하였다. HHI는 산업에서의 시장 집중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각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으로 계산된다. HHI가 높

을 수록 시장 집중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낮을수록 다양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아닌 총 발전량에서 각각의 

에너지원들이 가지는 점유율을 이용하여 HHI를 구했으며 석유, 천연가

스, 석탄, 원자력, 수력, 기타의 6가지 에너지원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들이 얼마나 큰 자급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자급도가 클 수록 에너지 안보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고 생각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사용한 6가지의 에너지원 (석

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기타)의 자급률과 발전량에서 차지하

는 점유율을 가중 평균하여 수치를 구하였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의 

전력믹스가 석유 50%, 가스 50%이고 석유의 자급률이 100%, 가스의 

자급률이 0% (모든 가스사용을 수입에 의존)라고 하면 이 국가의 전원

믹스 자급도는 0.5*1 + 0.5*0 = 0.5 (50%)가 된다. 화석연료에 대한 

자급률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원자력 발전, 수력, 기

타에너지원에 대한 자급률은 1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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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항목별 비교 

 

3.2.1. 전기사용의 효율성 

 

단위 전기사용량에 대해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

해 구매력평가기준 국내 총 생산을 전기사용량으로 나누어 준 값을 비교

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7). 

 

[그림 17] 독일, 프랑스의 전기사용량 당 GDP (2010 USD using PPP / kWh)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와 독일은 지표가 감소하다가 감

소세가 완화되거나 오히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기 사용의 효율성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으

로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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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산업용 전기가격 

 

경제성장에 에너지 사용은 필수 요인이며 에너지 가격이 낮을수록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산업용 전기가격을 그래프로 그

려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8). 

 

[그림 18] 독일, 프랑스의 산업용 전기가격 (USD using PPP / MWh) 

 

 

위의 그래프를 보면 각 연도의 PPP를 적용하여 계산된 결과 이므로 

연도간 비교를 하기는 힘들지만 추세를 보면 2000년 이후로 독일의 전

력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이 발전 차액 지

원제도를 추진하면서 독일 전력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 재생에너지 부

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전력가격에서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00년 도입 당시 1% 수준이었지만 2016년에는 2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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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였다⑨. 반면 프랑스는 원전중심의 발전원을 선택하면서 낮은 

전력가격을 만들 수 있었다. 2016년 현재의 가격 상황을 비교한 결과 

독일이 프랑스에 비해 비싼 산업용 전기가격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수요변화에 대한 탄력도 

  

전력 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변적 재생에너지와 원

자력발전이 전원믹스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9). 

 

[그림 19] 독일, 프랑스의 전원믹스 중 가변적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 

 

 
                                            
⑨ 양의석, 김아름, 김비아 (2017),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조기 

탈원전 결정가능 조건,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7-28호, pp.20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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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을 보면 프랑스가 높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프랑

스의 수요변화에 대한 탄력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증가시키기 시작하여 지표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꾸준히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고수하였

기 때문에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원자력발전이 차지

하는 비율이 1997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였는데, 

재생에너지원이 증가 하면서 탄력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3.2.4. 전력생산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 지속가능성을 보기 위해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배출량

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의 그래프와 같다. 

 

[그림 20] 독일, 프랑스의 단위 전력생산당 CO2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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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독일, 프랑스의 단위 전력생산당 CH4 배출량 

 

 

[그림 22] 독일, 프랑스의 단위 전력생산당 N2O 배출량 

 

 

위 그래프들을 보면 프랑스의 단위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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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원자력발전이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월등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은 프랑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였으나, 증감 추세를 보면 배출

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이 에너지 전환 정

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림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

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3.2.5. 전원믹스의 다양성  

 

전력공급의 안보를 평가하기 위해 전원믹스의 다양성을 알아보았다.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기타에너지원의 총 6가지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이용하여 허쉬만-허핀달 지수 (HHI) 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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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독일, 프랑스의 발전원 믹스에 대한 HHI 계산 결과 

 

 

독일은 1970년대 석탄을 중심으로 한 전원믹스를 보였고 1980년대

에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발전원을 다양화 시켰다. 또한 이후에도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림으로써 점차 HHI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프랑스는 1970년대, 주로 석탄과 수력발전을 이용하여 전력

을 생산하다가 1970년 후반부터 원자력발전 비중을 크게 늘렸고 꾸준히 

그 비중을 늘려 198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발전량의 70% 이상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게 된다. 그 결과 1988년 이후 프랑스는 독일

보다 월등히 큰 HHI를 보여 전원믹스의 다양성이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3.2.6. 전원믹스 연료의 자급도 

 

전력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원들의 자급률을 분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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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기타에너지원의 6가지 에너지원에 대한 

점유율과 자급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4). 

 

[그림 24] 독일, 프랑스의 발전원에 대한 자급률 계산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원전비중

을 크게 늘리면서 꾸준히 높은 자급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

우 자국의 높은 석탄매장량을 바탕으로 석탄발전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자급률을 높였으나 환경문제로 인해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수입에 의존

하는 가스의 비중을 늘림에 따라 자급률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자급률의 감소추세가 완만해짐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자급률이 높

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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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분석 

 

앞서 살펴본 6가지 항목의 비교 결과를 한눈에 보기 위해 방사형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수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 

지표가 낮을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하는 산업용 전기가격, 수요에 대한 탄

력도 (원자력과 가변적 재생에너지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원의 

다양성 (HHI)은 역수로 계산하였다. 또한 수치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높은 수치를 보이는 국가를 기준으로 각 수치를 나누어 주어 그래프를 

표현하였다. 전원구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16년까

지 5년 간격으로 그래프를 그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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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항목별 비교 결과 

 

 

먼저 전기사용량당 GDP를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 두 국가가 상대

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었고 추세가 감소하다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산업용 전기가격에서는 독일이 높은 

수치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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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점차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요변화에 대한 탄력도 측면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발전량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프랑스가 독일보다 현저히 낮은 탄력성을 꾸준히 유지해오

고 있으며 프랑스의 전원믹스 정책이 발전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초

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프랑스의 전력

생산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독일보다 월등히 낮았다. 이는 지속가능

성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를 평가하기 위해 전원믹스의 다양성과 자급

도를 살펴보았다. 전원믹스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HHI를 사용하였

으며 분석결과 프랑스의 HHI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다양성에 취약

함을 보였다. 반면 독일의 경우 1971년부터 꾸준히 HHI를 감소시켜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발전 에너지원을 각 시기에 맞게 다양화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 다양성이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하

는 에너지원의 자급도를 살펴보면 프랑스가 독일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가 자국의 낮은 화석연료 부존량을 극복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높은 원자력발전 비

중 덕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자급률을 1로 가정하였지만 

우라늄을 수입하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자급률이 1이 될 수 없다. 프

랑스의 경우 원자력기구 (Nuclear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14년 

우라늄 수요는 8,000 tU로 전 세계 수요량의 14.1%에 달했으나 프랑스 

내에서의 1차 우라늄 생산량은 전혀 없었으며 재처리를 통한 부산물의 

형태로 3 tU만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는 우라늄 시장변동에 대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보기 위해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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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급률을 0으로 가정하고 그림 25의 2016년 그래프를 다시 그려본 

결과는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원자력 발전 자급률 계산방법 수정 후 항목별 비교 결과 (2016) 

 

 

자급률이 확연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을 펼치

고 이후 화석연료로 부족한 전력분을 보충하게 된다면 석유, 석탄, 가스

의 자급률이 1% 미만인 프랑스의 입장에서 전체 자급률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은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보급의 증

가로 그 추세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2050년까지 전기사용

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8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자

급률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요약하자면 프랑스는 높은 원자력 발전 비중으로 인해 낮은 전기가

격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전원믹스 구성 연료에 대한 자급률을 높게 유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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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사용되는 우라늄의 대부분이 수입되며 우라늄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발전 유연성이 낮고 발전원의 다양성이 떨어졌다. 반면 독일

은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탈원전 정책으로 높은 전기가격이 

형성되었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프랑스보다 많았다. 하지만 재생에너

지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경제성이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기가격

의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그림 27), 변화 추세를 보면 전기생산

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7] 육상풍력, 태양광의 가격 변화 추이 

 

Source: IEA (2016), Next Generation Wind and Solar Power – From cost to value 

 

또한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연료의 다양성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또한 연료의 자급률도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재생에너

지가 주 발전원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자급률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두 국가의 전원구성 차이에 따른 장단점을 통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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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과의 비교 

 

 

4.1. 한국의 에너지 현황 

 

한국의 총 1차 에너지 공급량은 2016년 기준 284 Mtoe로 최고점

을 보이고 감소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8). 

 

[그림 28] 한국의 연료별 TPES 변화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한국의 TPES는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네번째로 

크다. 석유가 총 1차 에너지 공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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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38.7%인 110 Mtoe를 차지했다 (그림 28). 석탄과 원자

력 에너지는 각각 83 Mtoe와 42 Mtoe로 TPES의 29.2%, 14.8%를 차

지하였으며 천연가스가 41 Mtoe로 14.5%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재생에

너지는 현재 TPES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며, 이는 독일, 프랑스와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은 프랑스의 40% 수준인 52 Mtoe의 에너지를 생산했으며 이

는 TPES의 18.1%에 해당한다. 낮은 화석연료의 부존량으로 인해 대부

분의 에너지 생산은 원자력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

며 (그림 29), 자급률은 앞서 살펴본 독일, 프랑스에 비해 낮았다 (그림 

30). 

 

[그림 29] 한국의 연료별 에너지 생산량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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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한국의 연료별 자급률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한국의 최종소비량은 2015년 기준 174 Mtoe로 220 Mtoe의 독일

보다는 낮았지만 148 Mtoe의 프랑스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종소

비량은 큰 변화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추세를 보이는 독일, 

프랑스와는 달리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1). 석유는 

최종소비량의 50.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한국의 

석유 수입은 높은 중동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입국가가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으로 국가의 다양성은 높게 유지하고 있

다. 전기와 천연가스는 최종소비량의 각각 24.5%, 11.8%를 차지하였다. 

산업부문은 49 Mtoe (28.2%)를 소비하여 가장 큰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문이었으며 수송부문은 33 Mtoe (19.2%)를 소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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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국, 독일, 프랑스의 최종소비량 변화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한국은 2015년 기준 103 GW의 발전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

럽 최대규모인 독일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전력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590.6 TWh로 독일의 90% 수준임을 알 수 있었으며 

554.7 TWh의 프랑스보다 더 높다. 독일과 비슷하게 석탄이 전력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41.7%의 전력이 석탄으로부터 생산되었다 (그림 

32). 원자력발전은 총 전력생산의 27.4%를 차지하며 두번째로 높은 수

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천연가스가 24.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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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한국의 연료별 전력 생산량 변화 

 

Source: IEA (2017), World Energy Balances (2017 edition) 

 

한국의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은 모두 1% 미만의 수치를 보였으

며 이는 독일 풍력발전 (11.9%)과 태양광 (5.9%) 수치와 큰 차이가 

있었다. 

전력 사용은 2015년 506.6 TWh로 산업부문에서 262.3 TWh의 전

력을 소비하여 총 전력소비의 약 51.8%를 차지하였다 (그림 33). 상업

부문과 가정부문에서는 각각 30.1%, 12.6%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모습

은 독일의 부문별 전력사용 패턴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53 

[그림 33] 한국의 부문별 전력 소비량 변화 

 

Source: IEA (2017),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edition) 

 

4.2. 한국의 에너지 정책 

 

한국 정부는 과거부터 에너지 분야에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 초기 에너지 정책은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1970년대의 석유파동 이래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가격 안정성이 한국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석유 

재고량을 늘리고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고자 했으며 세금 구조를 개혁하여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1990년대까지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산업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단기간 내 효과적인 성장을 위해 에너지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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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공기업 독점체제로 계속해서 유지하였고 에너지 가격 또한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에너지 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에너지 수급, 

가격 등은 최대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실패 최소화에 주력하였다. 

20년간의 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을 담은 제 1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08년에 수립되었으며,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탈석유 사회로의 전환,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 녹색기술과 그린 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더불어 사는 에너지사회 구현 이라는 5대 비전을 

제시하였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표로서 자주개발률을 

2007년 3.2%에서 2030년 40%까지 높이는 목표를 세웠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은 2030년까지 11%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원전설비의 비중도 2007년 27%에서 2030년까지 41%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탈 석유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석유의존도를 2030년까지 33%로 낮추고자 하였으며 이들 목표는 

프랑스가 추구해온 에너지 정책목표와 비슷하다. 

2012년 발표한 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6대 과제로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환경과의 

조화, 에너지 안보강화와 안정적인 공급,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을 선정하였다. 수요 관리를 위하여 

2035년까지 전력수요를 15% 절감하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전기요금을 개편하고 스마트그리드와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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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세웠다. 분산형 발전시스템은 2012년 약 5% 수준에서 2035년 

까지 15%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에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해 원전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자원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석유, 가스 등의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측면에서는 기존 제 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수립했던 2030년까지 11%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2035년까지로 목표연도를 수정하였다. 

 

4.3. 전원구성 변화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3.2 절에서 다룬 분석에 한국의 수치를 포함하

여 그래프를 그려보고 한국의 전원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를 독일,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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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전기사용의 효율성 

 

[그림 34] 전기사용량당 GDP (2010 USD using PPP / kWh)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은 지표가 감소하다가 감소세

가 완화되거나 오히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감소하는 정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이 타 국가들 보다 철강,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 전력소비량이 높은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실제

로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명목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제조업이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3%,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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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22.6%, 프랑스가 11.2%임을 알 수 있었다⑩. 

 

[그림 35] 2015년 국가별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교 (TWh) 

 

 

                                            
⑩ 산업통상자원부∙산업연구원, (2016), 주요산업동향지표 제 28권 제 

2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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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산업용 전기가격 

 

[그림 36] 산업용 전기가격 (USD using PPP / MWh) 

 

 

1980년대에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가격이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높

았다. 하지만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격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며 1995년

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후 전기가격의 상승이 있었으나 2016

년 현재의 가격 상황을 비교한 결과 독일이 한국과 프랑스에 비해 여전

히 비싼 산업용 전기가격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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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수요변화에 대한 탄력도 

  

발전 유연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변적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전

원믹스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7). 

 

[그림 37] 국가별 전원믹스 중 가변적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 

 

 

위 그래프를 보면 프랑스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낮은 발전 유

연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일과 한국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프랑스와 한국은 1980년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지표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프랑스는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고수

한 반면 한국은 다른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리면서 원전의 비중이 줄어들

었으며 이에 따라 발전 유연성은 점차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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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전력생산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독일, 프랑스, 한국 세 국가의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배출량

을 나타낸 그래프는 다음의 그래프와 같다. 

 

[그림 38] 국가별 단위 전력생산당 CO2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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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국가별 단위 전력생산당 CH4 배출량 

 

 

[그림 40] 국가별 단위 전력생산당 N2O 배출량 

 

 

위 그래프들을 보면 프랑스의 단위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독

일과 한국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독일과 한국은 거의 비슷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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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였는데, 증감 추세를 보면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독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보

급정책을 펴고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3.5. 전원믹스의 다양성  

 

[그림 41] 국가별 발전원 믹스에 대한 HHI 계산 결과 

 

 

1970년대 한국은 독일과 비슷하게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전원믹

스를 구성하면서 높은 HHI를 보였지만 1980년대에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발전원을 다양화 시켰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원구성의 

다양성을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프랑스는 1986년 이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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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총 발전량의 70% 이상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 프랑스는 독일과 한국보다 월등히 큰 HHI를 보였다.  

 

4.3.6. 전원믹스 연료의 자급도 

 

[그림 42] 국가별 발전원에 대한 자급률 계산 결과 

 

 

한국은 1970년대에 주요 발전원으로서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를 주

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낮은 자급률을 보였다. 1980년대에는 원자력발

전을 늘리면서 높은 자급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스와 석탄의 

비중을 늘리면서 다시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가 전원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미만이고 모든 화석연료의 자급률

이 1%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자급

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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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결과 분석 

 

[그림 43] 항목별 비교 결과 

 

 

위의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한국은 전기 사용량 당 국내 총 

생산량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전기사용의 효율성이 낮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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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자급률 또한 두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발전원의 다양성은 계속해서 높게 유지시키고 

있다. 즉 한국은 자급률을 높이는 것 보다 발전원을 다양하게 

유지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달성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의 산업용 전기가격은 1990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졌다. 과거 한국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가 경제성장을 위한 낮은 에너지 가격인 것을 

감안했을 때 위와 같은 변화는 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발전 유연성의 경우에도 1990년에는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점차 

개선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독일과 거의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발전 유연성을 낮게 만드는 원인이 독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반면 한국은 원자력발전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는 프랑스가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독일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배출량을 보였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림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는 두 국가의 

정책 추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 보았을 때,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낮은 전력가격을 유지하

고 발전원의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기사용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발전원의 자급률은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발전

되어야 할 부분으로 분석된다. 이들을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이 원

자력 발전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원전비중이 늘

어나면 원전 안정성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며, 원전비중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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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른 에너지원으로 발전원을 전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지기 때

문에 이들을 고려한 전원구성의 변화가 필요할 것 이다. 실제로 프랑스 

환경부 장관인 Nicolas Hulot은 2017년 11월, 2015년의 에너지전환법

에 명시했던 핵발전소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는 목표는 환경

적, 경제적 문제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개선 방

법으로서 독일의 사례를 따른다면 여전히 타 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

진다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 

 

[그림 44] 한국의 발전원별 발전원가 

 

 

 또한 태양광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의 가변적 재생에너지는 발전량

의 변동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력 계통은 소비측면

의 전력 수요와 공급량이 일치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하루의 

가용 일광량과 풍속이 지속적으로 변함에 따라 가변적 재생에너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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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량이 변하게 되고, 변동에 의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뛰어난 

부하 추종 기능이 필요하다. 즉, 변동성이 큰 가변적 재생에너지가 늘어

남에 따라 발전 유연성이 높은 수력발전소, 가스화력발전소 등이 더 많

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수요반응과 에너지저장 등의 장비 수

준에서 다루는 것이 힘들 수 있으므로 전력 계통차원의 조치를 위한 전

략이 필요할 것이다⑪.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피크수요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이다. 

독일과 프랑스 두 국가가 한국과 전력상황에서 보이는 큰 차이점은 그림 

3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독일, 프랑스는 유럽 전역에 걸쳐 있는 송전망

을 통해 주변 국가와의 전력거래를 통해 피크수요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

지만 한국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송전망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독일

의 경우 기저부하를 담당했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의 비

율을 늘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을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주변 국가인 중국, 일

본, 북한과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송전망이 없으므로 피크수요에 대한 

대처를 국가 내부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전 유연성이 높은 

가스발전소의 용량을 늘려 피크수요에 대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 정확한 전력수요예측을 통해 정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할 것이며 전력수요의 예측오차 및 전력 공급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사고영향을 반영하여 전력공급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의 

시간단위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⑪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2012), 대용량 신재
생에너지의 계통연계와 대용량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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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전원믹스를 살펴보고 각 국의 정책

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EAPI를 수정한 6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전

원구성에 큰 차이를 보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전력구조를 평가해 보고 그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같은 방법을 한국에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전원믹스를 독일, 프랑스와 비교하였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

지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자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이를 재

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풍부한 석탄 부존량을 

기반으로 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발전 유연성 하락과 전력부족분

은 석탄발전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프랑스는 빈약한 에너지

자원 매장량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급률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전

중심의 전원믹스를 구성하였고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원자력에너지 정책

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두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장단점이 서로 존재했다. 

먼저 독일의 경우 탈원전을 선언하며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

자를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또한 발전원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변

화에 대응하기 용이하게 하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

원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면서 전기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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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프랑스는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

출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원전발전비중으로 인해 원전안정성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마땅치 않아 발전원 믹스를 변화

시키는 정책을 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상황을 독일, 프랑스와 비교해본 결과, 전기 사용량 당 국내 

총 생산량이 독일의 5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전기사용의 효율

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고, 자급률 또한 프랑스의 34% 수준으로 두 국

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발전

원의 다양성은 계속해서 높게 유지시킴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달

성한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산업용 전기가격은 

1990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경제성장을 위한 낮은 에너

지 가격을 추구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었

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는 프랑스가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독일과 한국은 각각 프랑스의 약 8.1배, 9.5배의 배출량을 보였다. 하지

만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림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

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낮은 전력가격을 유지하고 발전

원의 다양성을 높게 유지했으나, 전기사용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원의 자급률 측면은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발전되어야 할 부분으로 

분석된다.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법을 취한다면 원전비중이 늘어남에 따른 원전 안정성문

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다른 에너지원으로 발전원을 전환하는 것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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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더 어려워 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독일의 사례를 따를 경

우엔 재생에너지가 여전히 타 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발전량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전원구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우 독일, 프랑스와 다

르게 주변 국가와 전력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전원믹스를 평가하는 도구를 만들고 독일, 프랑스, 한국

의 사례에 적용하여 각 국가들이 추구해온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보

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전원구성이 최적인지에 대

한 제안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원믹스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각 국가에 최적화된 전원구성을 도출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더 발전시킨다면 국가

가 나아갈 모델과 방향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간 에너지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틀

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에너지 매장량, 

에너지 사용량, 산업구조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여 국가간 비

교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에너지 구조에 변화를 주려는 국가들이 어느 국가의 사례를 본받아야 하

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비

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높은 부하 추종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와 부하 추종기술과의 관계에 대해 알

아보는 연구 또한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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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제조업의 산업별 세계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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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제조업의 산업별 세계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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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지역)별 / 발전원별 발전 유연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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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ermany) and 

French Repubilc (France) share borders, they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power mixes. In 2016, 13% of total electricity was 

produced from nuclear power plants in Germany while France 

showed 73%. Regarding electricity production from renew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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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Germany produced 30% of its electricity whilst for France 

it was 18%. This study covers German and French power policies 

and sees how their power mix has changed. Then, structure of 

electricity generation was evaluated using revised Energy 

Architecture Performance Index (EAPI). In this study, evaluating 

structure, namely economic development, sustainability, and energy 

security, remained but 18 criteria were revised to 6 in order to 

evaluate power mix. 

France is able to make low electricity prices due to its high 

proportion of nuclear power, and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are 

relatively low. It also maintains a high self-sufficiency rate for 

power mix fuel.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generation flexibility 

and the diversity of power generation sources were low. Germany, 

on the other hand, has high generation flexibility and diversity but 

with high renewable energy supply policy and nuclear phase-out 

policy, electricity price is higher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bigger than France.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price of renewable sources has decreased. Therefore, the price 

of electricity can be expected to decline, a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electricity production are gradually decreasing. 

In order to find the points to consider when the Korea change 

the power mix, revised EAPI was applied to Korea as well. Korea 

maintained low electricity prices and fuel diversity for economic 

growth. However, in 2016, the efficiency of electricity use showed 

around 51% of Germany,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was 9.5 

times higher than France. In addition, the self-sufficiency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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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sources was only 1/3 of France, so those factors are 

analyzed to be developed compared to Germany and France.  

If we take a way that France chose,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we have to keep considering the s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In addition, we should also consider that 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to switch generation sources to other energy 

sources. If we follow the path of Germany, we need to establish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renewable energy is still 

less economical than other fuels. Also,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volatility of power generation that can occur as renewable 

energy increases. Fi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Korea can 

not trade electricity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created 

objective criteria to assess and analyze the power mix structure. 

Also, this study suggested the items to be consider as Korean 

power mix chang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used 

as data for the Korean power mix policy decision, and can be a 

fundamental study of future studies that will develop a framework 

of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the power mix structure of various 

countries.  

 

Keywords : EAPI, Power mix, Germany, France, Nuclear,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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