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계획 중

이미 폐쇄됨

2011. 08 2011. 08

2003. 11

2011. 08

2017년 말

2022년 말

2021년 말

2015. 062011. 08

2011. 08

2005. 05

2011. 08
2011. 08

2021년 말

2022년 말

2021년 말

2022년 말

2019년 말

Krümmel

Neckarwestheim I

Gundremmingen B

Grafenrheinfeld

Obrigheim

Isar I

Biblis A
Grafenrheinfeld

Neckarwestheim II

Isar I

Philippsburg I

Gundremmingen B

Brunsbüttel

Stade

Unterweser

Biblis A + B

Philippsburg I

Brunsbüttel

KrümmelStade

Biblis B
Obrigheim

Unterweser
Grohnde

Brokdorf

Emsland

Grohnde 

Neckarwestheim II

Isar II

Philippsburg II

Gundremmingen C

Brokdorf

Emsland

Philippsburg II
Isar II

Gundremmingen C

Neckarwestheim II

10년 뒤 연방정부는 에너지 구상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시대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재생가능 에너지가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역할을 
이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이용 가능할 
때까지, 원자력 에너지는 교량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연방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202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독일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여덟 개의 원전이 폐쇄되었다. 현재(2019년) 발전용량이 10
기가와트인 일곱 개의 발전로가 가동 중이다. 독일의 총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7%에서 2018
년 11.8%로 감소하였다. 동 기간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은 
9.3%에서 35%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석탄화력발전도 

2022년까지 독일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로 
에너지 소비를 감소할 것이다.

그림 1: 독일의 원자력 에너지(출처: 연방 경제·에너지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작성)

에너지 전환 간략 설명

독일의 최초 원자력 
발전소는 1962년 상업 
가동을 개시하였다. 이후 27
년 간 36개의 발전소가 추가 
설치되었다. 연방정부와 
에너지 공급 회사는 2000년 
<원자력 합의>에서 발전용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종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탈원전 정책

감소하였다. 역청탄의 경우 2004년 22.8%에서 2018년 12.9%
로 하락하였고 갈탄은 25.6%에서 22.5%로 감소하였다.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 독일은 
에너지 시스템을 현대화 중이다

독일은 탈원전과 함께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고 현대화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연방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2050년 재생가능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즉 35%에서 약 80%로 높인다는 원대한 기후보호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



정보
핵폐기물 처리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2017년 6월 16일 발효한 핵폐
기물 관리책임의 개편을 위한 
법률은 독일 핵폐기물 처리의 

재정조달과 업무책임에 대한 새
로운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르

면 발전소 폐쇄와 해체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의 전문적인 패킹에 대한 책임은 원

자력 발전소 가동업체에 있다. 핵폐기물의 중
간 및 최종처리 실시와 비용조달은 연방정부가 
관할한다.

원자력 발전 가동업체는2017년 7월 3일 핵폐
기물 중간 및 최종 처리 비용 241억여 유로를 
연방정부 재단 <핵폐기물 처리 자금 조달을 위
한 기금(처리기금)>에 지급하였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는
가?
2017년 부지 선정법 개정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연소된 핵연료집합체 처리에 대해 새
로운 규정이 마련되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리 위원회(최종 처리장 위원회)>가 2016
년 제안한 권고사항이 이 법에 반영되었다. 이

그림 2 탈원전 시간표(출처: 자체 작성) 

2003. 11. 14
Stade 원전 
폐쇄

2000. 06
연방정부
는 에너지
공급회사와 
장기적이
고 단계적
인 탈원전 
합의

2010. 10
원전 가동
기간 연장
에 대한 
연방하원 
결정

2011. 08
Biblis A & B,  
Brunsbüttel, Isar 1, 
Krümmel,  
Neckrwestheim 1,  
Philippsburg 1,  
Unterweser  
원전 폐쇄, 9개 원전 
가동 중

2016. 07
최종처리
장 위원회
의 최종보
고서 완성

2017. 12. 31
Grundremmingen B 
원전 폐쇄

2022. 12. 31
Isar 2, Emsland, 
Neckarwestheim 2 
원전 폐쇄

2002
<상업적 발전용 원
자력에너지이용의 단
계적 폐지법률> 발효

2011. 03. 1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위험에 대한 재평가 
실시: 독일의 17개 
원전 조사와 8개 원
전 폐쇄

2011. 06. 30
연방하원은 에너
지 전환 가속화와 
2022년까지 단계
적인 탈원전 결정

2019. 12. 31
Philippsburg 2 
원전 폐쇄

2015. 06. 27
Grafenrheinfeld 
원전 폐쇄

2017. 07. 03
원전 운영업
체들은 핵폐
기물 처리 자
금 조달을 위
한 기금에 
241억 유로를 
지급

2021. 12. 31
Grohnde, 
Grundremmingen C, 
Brokdorf 원전 폐쇄

2005. 05. 11
Obrigheim 
원전 폐쇄

Status 08/19

간
략

 설
명

에 따르면 독일은 폐기물을 심지층의 광산에 최종 처리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암염, 점토질 암석, 결
정질 암석 등 세 개의 암석이 고려된다.

독일의 전력공급은 안전한가?
원자력 발전 중단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계속해서 자립
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전기생산은 기
존의 에너지원과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2016년 소비자와 기업에 전기공급이 중단된 시간은 독
일 전국적으로 평균 약 13분에 불과하였다. 국제적으로 
이는 최고의 기록으로, 독일은 지난 10년 간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이와 같이 수치를 개선하
였다. 그 밖에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높아 독일이 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전력량도 증가하고 있다.

독일은 어떻게 원자력 안전을 보장하는가?
독일의 모든 발전용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하더
라도 원자력 기술은 의료와 산업 및 연구분야에 다양
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독일은2022년이 지난 뒤
에도 이와 같이 최첨단 기술로서 원자력 기술을 활용
할 것이다. 그 밖에 기존의 방사성 폐기물 중간 및 최
종 처리장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독
일은 앞으로도 안전연구와 원자력 설비 모니터링에 투
자하고 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