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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기술/녹색 기술/지속가능한 기술



용어 이해 (UNEP)



청정 기술 (Low-Carbon Technology)



녹색 기술 (Green Technology)

Do no significant harm to other environmental objectives

① Climate change mitigation

② Climate change adaptation

③ Sustainabl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

④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⑤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⑥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The six environmental objectives



지속가능한 기술 (Sustainable Technology)

1. Environmental issues relate to the quality and functioning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natural
systems including biodiversity loss; greenhouse gas emissions,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natural resource depletion or pollution; waste management; ozone depletion; changes in land use;
ocean acidification and changes to the nitrogen and phosphorus cycles.

2. Social issues relate to rights, well-being and interests of people and communities including human
rights, labor standards, health and safety, relations with local communities, activities in conflict
zones, health and access to medicine, consumer protection; and controversial weapons.

3. Economic issues relate to investee impacts on economic conditions at local, national, and global
levels. Performance areas include direct financial performance and risk, and indirect impacts such
as through employment, supply chains, and provision of infrastructure.

4. Governance issu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investee entities. Issues include board structure,
size, diversity, skills and independence; executive pay; shareholder rights; stakeholder interacti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usiness ethics; bribery and corruption; internal controls and risk
management; and, in general, issues dealing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s
management, its board, its shareholders and its other stakeholders.



EU Taxonomy



EU Taxonomy - 정책 변화 현황

Taxonomy 원전 포함 여부 비고

International N UNEP Inquiry, UNEP PRI, Green Bonds Initiative 등

EU Y

허용: GEN IV

한시적 (2045년 까지 승인)/조건부 허용
- 사고저항성 핵연료
- 폐기물 저장소 확보
- GEN III+ (AP1000, EPR, VVeR1200 등)

National Y or N
Y: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N: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원전 X → O



EU Taxonomy - 이슈

폐기물 저장소 확보 이슈

 운전 중인 영구 폐기물 저장소 없음
 계획과 실천 사이의 갭으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

GEN III+ 이슈

 GEN III+ 실적이 없는 나라에 대한 진입 장벽

사고저항성 핵연료

 개발 가능 유무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 - COVID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Post CORORA Gas Demand Surge War in Ukraine



에너지 안보 - 이슈

상반된 주장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 필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 불필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원자력이 포함된 에너지 자급률의 허상
 과연 원자력이 에너지 자립 수단일 수 있는가?



정부 정책 변화



정부 정책 변화 - 현황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탈원전 탈탈원전

2050년 원전 비중: 6.1 ~ 7.2% 2050년 원전 비중: 35%

신규원전 건설 X 신규원전 건설 △

원전 수명연장 X 원전 수명연장 O

탈원전 → 탈탈원전



정부 정책 변화 - 이슈

윤석열 정부도 GEN III+ 원전 건설은 차기 정부로 미룸

 삼척 원전
 영덕 원전

Backfitting 이슈

 기존 원전 수명연장의 어려움



종합



미래 원전

지속가능한 기술

녹색 기술

Social Acceptance

Economics

Good governance

기후변화 대응 기술

Non-toxic waste

No thermal pollution
소형화

Flexibility (0-100%)

첨단 냉각방식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 - GIF & INPRO 등 비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



에너지전환의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탈원전 정부가 지속되었을 경우
• 경제가 어려워 질 경우 모두 탈원전 탓이라는 주장 계속
• 에너지 분야의 부정적인 결과는 모두 탈원전 탓이라는 주장 계속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진영의 주장을 역으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수출산업
• 세계최고기술
•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
•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공존 가능
• 가장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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