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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정부 원전 정책 변화에 따른 

경북 원전(중단)지역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

<검토 배경>

경북은 우리나라 가동 원전의 절반이 입지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방폐장이 있는 국내 원전시설의 최

대 집적지이다. 정부는 2017년 5월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한 이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12월 

27일에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공식화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

설 중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3개월여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올

해 6월 15일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천지·대진) 건설사업 중단을 결정하였

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원전 입지지역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 예정 지역 또한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경주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원전의 계속운전 금지 등으로 지역 세수 전반에 타격이 

크다. 울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가 실시설계허가 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전면 중단됨으로 인해 대규모 투입 예

정이었던 건설 인력,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감소 등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 특히 영덕은 자율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다시 환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내려졌다. 또한 2012년 원전 건설 예

정 지역이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토지 소유주가 본인의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

로 인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지원금의 손실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피해액을 산출하고자 한다. 그

래서 이 피해액에 상응하는 대안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경북 2018 원자력안전클러스터포럼

1) �경제학에서�기회비용(opportunity�cost)은�어떤�선택으로�인해�포기된�기회들이�가지게�되는�가치를�의미한다.
2) �행정학에서�사회적�비용(social�cost)은�기업의�생산�활동이�시민이나�사회�전체에�부담시키는�비용의�크기를�의미한다.�본�보고서에서는�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지역�총생산액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발생한�비용을�갈등의�사회적�비용으로�정의하였다.�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기회비용1]과 갈등의 사회적 비용2]

을 합산하여 총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였다. 

먼저 기회비용은,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와 신한울 3,4호기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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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은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이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기존 원전 정책이 추진되어 

원전 건설이 추진되었을 때 원전 건설과 운영에 따른 

편익을 기회비용으로 산출하였다. 울진도 영덕과 마찬

가지로, 실시설계중이었던 신한울 3,4호기가 기존 원

전 정책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원전 건설과 운영에 따

른 편익을 산출하여 기회비용으로 보았다. 경주는 기 

원전 운영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생략하였다.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경주와 영덕, 울진을 대상으

로 하여 추정한 비용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으로 인해 지역 경제 각 부문에 의사 결정의 불안정성

이 반영됨에 따른 피해액으로 정의하였다.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이나 중동 호

흡기 질환, 웨스트 나일 모기에 의한 바이러스 등 전염

병, 특히 인수 공통 전염병의 경우, 한 번 발생 시 어느 

정도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보건 분야 

국제학회와 국제기구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

고 있는데, 이 논의의 결론은 위의 질병이 발생하게 되

면, 국가 GDP 대비 최소 0.15%에서 최대 2%까지 피

해를 당해연도에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발생한 피해가 10년에서 20년간 지속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Wong, 2008).

또 다른 사례로서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의 사회

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Korea’s Social Conflict and 

Its Economic Cost)”(2008) 보고서에서는 집회 횟수 

등 사회적 갈등 지표가 10% 감소할 때 일인당 GDP가 

75% 상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네스 뮬러(Hannes Mueller)의 “갈등의 경제적 비

용(The economic cost of conflict)”(2013) 보고서에서

는 전쟁 상황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 GDP 

대비 7% 감소된다고 보았다. 

안케 훼플러(Anke Hoeffler)의 “갈등 비용 산출

(Measuring the Costs of Conflict)”(2003) 보고서에서

는 군사적 위험까지 포함한 사회적 갈등 발생 시 GDP 

대비 2.8%~5% 감소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 결과에서 산

출된 사회적 갈등의 영향률을 참고하였으며 최종적

으로는 정부 원전 정책 변화로 원전 지역의 지역총생

산액(GRDP) 대비 2% 감소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하

였다. 

<표 1> 경주지역 최고 추정값(Upper Bound)의 경우

계정

항목별

2015년

GRDP

 1차

영향률

정보 이용  

증가율

의사 결정 

반영 비율
갈등의 영향률

부가 가치 

감소 효과

전산업GDP

기준추계 2% Top-Down
9630.331 10% 50% 40% 2% 192.60

0.4%로 추정시 38.52

0.15%로 추정시 0.15% 14.74

주요 관련 산업 피해를 GDP의 

2%로 추정 시

Bottom-Up

9630.331 2% 191.83

주 : Top-down과 Bottom-up 비교 

(단위 :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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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피해 규모 

1. 경주시 

가. 갈등의 사회적 비용

경주에는 현재 6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다(월성 4, 

신월성 2).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기회비

용 산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가동 원전 중단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만을 산출하였다. 2017년 기준, 경주

의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지역총생산액(GRDP) 대비 

2% 적용한 수치인 1,92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0.15%는 과소 추정되는 면이 있고, 2%는 상

대적으로 큰 수치인데, 실제 근거치로 활용할 수치를 

보면, 원전 5기의 운영으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를 2,025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3] 이 금액이 경북 

통계의 최신 자료 기준 2015년 지역총생산액 GRDP

인 9조6,303억 3,100만원의 약 2.1%에 해당되어4], 

준거로 활용하고 있는 선행 사회적 파장 연구의 상위

치인 2%를 적용하였다.5]

이 수치를 적용 시, 경주 지역은 향후 20년간 1조 

7,902억 6,500만원의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2. 울진군

울진에는 총 6기의 원전(한울 1~6호기)이 가동되

고 있으며, 2기의 원전(신한울 1,2호기)이 건설 완료

를 앞두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실시설계허가 승인

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발표 이후 실

시설계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가. 기회비용6]

울진의 기회비용은 2019년부터 원전의 건설이 이루

어지는 원래의 정책에 따라 2026년까지의 원전 건설

<표 2> 경주시 갈등의 사회적 비용       단위: TWh, (%)

연도 갈등의 사회적 비용 순현재가치

2017 192.6 192.6

2018 192.6 182.4885

2019 192.6 173.0511

2020 192.6 164.0952

2021 192.6 155.5245

2022 192.6 147.4353

2023 192.6 139.7313

2024 192.6 132.5088

2025 192.6 125.5752

2026 192.6 119.1231

2027 96.3 56.4318

2028 96.3 53.5428

2029 96.3 50.7501

2030 96.3 48.10185

2031 96.3 45.59805

2032 96.3 43.2387

2033 96.3 42.32385

2034 96.3 38.85705

2035 96.3 36.8829

2036 96.3 35.00505

합계 2696.4 1790.265

주 :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면 그 규모가 10년간 지속된 후, 11년째부터
20년차까지는 갈등에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초기 금액의 절반 적용하여 비용 산정

3) �한울�원전의�지역경제�기여도�보고서(2015년)에�의하면�한울�원전�6기를�통하여�울진�지역에�약�연간�2,430억원의�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경주�
지역은�동일�규모의�6기�운영에서�1기가�폐로되어�5기의�규모를�반영한�수치임.�

4) �경주의�GRDP는�약�9조�6천303억원�수준이며,�이는�0.4%에�해당됨.�경북통계�박성덕,�원자력발전소의�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울진군을�중심으로�
경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5) �각�지역별로�2017년�기준�GRDP�대비�갈등의�사회적�비용이�추정되면,�이�규모가�10년간�지속된�후,�11년째부터�20년차까지는�초기�금액의�절반을�적용하여�
해당�지역이�갈등으로�인한�피해에서�적응되는�것으로�가정하였고,�원전�운용은�60년�기간이지만,�갈등�관련�사회적�비용의�시간적�지평선은�20년으로�

가정하고�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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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울진�지역의�미추진된�원전�2기의�경우,�규모�면에서�영덕의�천지�원전과�동급�규모이므로,�건설�단계와�운영�유지�단계의�기회비용�추계는�동일한�방법론을�
활용하였다.

7) 대한건설협회,�2018�상반기�적용�건설업�임금실태조사
8) �원자력발전백서,�산업통상자원부,�2016.
9) �원자력발전백서,�산업통상자원부,�2016.
���이�수치를�활용하는�이유는�원전의�지역경제�기여도�액수�전체를�반영하면�과다�계상되는�면이�있어,�건설과�운영�유지�단계의�수치만을�반영한�것임.

10) 객관적�데이터�활용을�위하여�신한울�1,2호기�사례를�울진과�영덕에�적용함.
11) 경주시�소재�업체�월성본부�공사�및�용역�수행�실적�2014-2016년�자료�
12] 원전�클러스터화로�지역�내에서�조달되는�항목이�증가한�것으로�가정함.�

에 따른 지역 경제에 대한 낙수 효과, 2027년부터 60

년간 원전 운영 시 발생하는 인건비와 용역비, 구매대

금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 의하면, 건설 현장 근로자 

평균 일당은 약 18만원이며7], 원전 2기를 건설하는데, 

예를 들어 2015년 신한울 1,2호기 건설의 사례에서 

약 3,981명이 현장 인력으로 고용 및 투입된다.8]

지역민의 소득은 515억 9,376만원인데, 이중 70%

인 361억 1,500만원이 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타지역 출신들의 소득은 1,633억 8,000

만원원인데, 이들 소득의 33%가 이 지역에서 소비되

는 것으로 가정하면 이 액수가 539억 1,500만원이다. 

결국 원전 건설 기간 중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소비는 

900억 3,000만원(361.15+539.15)으로 추정할 수 있

다.10]

원전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

은 연간 약 393억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추산되었

다.11] 이는 인건비 약 183억 7,000만원과 용역, 공사 

구매 대금의 합계인 210억 1,000만원의 합계인데, 이 

두 항목 모두 약 절반이 영덕 지역에서 소비되고, 원전 

운영 기간인 60년 동안 연간 1%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2]

<표 3> 2015년도 신한울 1,2호기 건설 현장 인력 고용 현황

구분 주변 지역 출신 타지역 출신 계

한수원 19(8%) 226 245

시공업체

직원 92(28%) 240 332

근로자 87(82%) 19 106

소계 179(41%) 259 438

기타 업체 594(21%) 1,266 2,860

합계 971(24%) 3,010 3,981

자료 : 원자력산업회의, 원전산업실태조사(2016)

<표 4> 지역 고용 및 소득 창출 효과9]       단위 : 천원)/( )안은 1호기

구분 2014 2015 2016 합계

채용 인원
286

(121)

289

(110)

349

(119)

924

(350)

인건비 14,768,580 15,894,914 18,370,603 49,034,097

주 : 경주 출신 한수원 월성본부 신규 발령자 및 협력 회사 근무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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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주시 소재 업체 월성본부 공사 및 용역 수행 실적                  (단위 : 천원) / (  )안은 1호기

구분 2014 2015 2016 합계

용역대금
 8,115,675

 (1,214,327)

210,506

(없음)

9,646,167

(1,375,541)

17,972,348 

(2,589,868)

공사대금
 5,681,989 

(752,256)

3,317,626

(533,863)  

2,748,545 

(242,524)

11,748,160 

(1,528,643)

구매대금
5,674,381

(344,699)

8,481,522

(294,678)

8,615,909

(239,355)

22,771,812

(878,732)

합계
16,472,045

(2,311,282)

12,009,654

(828,541)

21,010,621

(1,857,420)

49,492,320

(4,997,243)

주 : 원자력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016원자력백서, 산업통상자원부

<표 6> 울진의 원전 건설ㆍ운영에 따른 편익                    (단위 : 십억원)

연도
편익

비고
편익 총편익 현재가치(5.5%)

2019 90.03 90.03

원전 건설 기간

2020 90.03 85.30343

2021 90.03 80.89196

2022 90.03 76.70556

2023 90.03 72.69923

2024 90.03 68.91797

2025 90.03 65.31677

2026 90.03 61.94064

2027 19.65 19.65

원전 운영 단계 수익

60년간

2027-2087년

2028 19.8465 18.81184834

2029 20.044965 18.00944723

2030 20.24541465 17.24127175

2031 20.4478688 16.50586206

2032 20.65234748 15.80182055

2033 20.85887096 15.12780924

2034 21.06745967 14.48254724

2035 21.27813427 13.86480826

2036 21.49091561 13.27341833

2037 21.70582476 12.70725357

2038 21.92288301 12.16523801

2039 22.14211184 11.64634161

2040 22.36353296 11.14957822

2041 22.58716829 10.67400379

2042 22.81303997 10.21871453

2043 23.04117037 9.782845192

2044 23.27158208 9.365567435

2045 23.5042979 8.966088255

2046 23.73934088 8.583648471

2047 23.97673428 8.217521286

2048 24.21650163 7.867010899

2049 24.45866664 7.531451192

2050 24.70325331 7.210204459

2051 24.95028584 6.902660193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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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울진의 원전 건설ㆍ운영에 따른 편익                     (단위 : 십억원)

연도
편 익

비고
편익 총편익 현재가치(5.5%)

2056 26.223 5.55087

원전 운영 단계 수익

60년간

2027-2087년

2057 26.48523 5.314103

2058 26.75008 5.087435

2059 27.01758 4.870436

2060 27.28776 4.662692

2061 27.56064 4.463809

2062 27.83624 4.27341

2063 28.11461 4.091132

2064 28.39575 3.916628

2065 28.67971 3.749569

2066 28.96651 3.589634

2067 29.25617 3.436522

2068 29.54873 3.28994

2069 29.84422 3.149611

2070 30.14266 3.015268

2071 30.44409 2.886654

2072 30.74853 2.763527

2073 31.05602 2.645651

2074 31.36658 2.532804

2075 31.68024 2.424769

2076 31.99704 2.321343

2077 32.31702 2.222329

2078 32.64019 2.127537

2079 32.96659 2.036789

2080 33.29625 1.949912

2081 33.62922 1.86674

2082 33.96551 1.787116

2083 34.30516 1.710889

2084 34.64821 1.637912

2085 34.9947 1.568049

2086 35.34464 1.501165

2087 35.69809 1.437134

합계 2조 3,607억 4,700만원 1조 300억 651만원

나. 갈등의 사회적 비용

2015년 울진의 지역총생산액(GRDP)13]은 2조 

3,072억 400만원으로, 지역총생산액(GRDP) 대비 제

조업 비중이 경주(43.1%)에 비해 울진(1.458%)이 매

우 낮기 때문에 원전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영

향이 경주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13) �경북통계

+ 정부 원전 정책 변화에 따른 경북 원전(중단)지역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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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원전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14]에 의하면 한울 

원전 6기를 통하여 울진 지역에 약 연간 2,430억원의 

기여가 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지역

총생산액(GRDP) 대비 10.5%의 규모이므로, 준거로 

활용하고 있는 선행 사회적 파장 연구의 상위치인 2%

를 적용하였다.15]

이 수치를 적용 시, 울진 지역은 향후 20년간 4,289

억 2,000만원의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

로 산출되었다.

3. 영덕군 

영덕은 2012년 영덕읍 노물·매정·석리, 축산

면 경정리 일원(324㎡)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

로 지정 고시되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기 

건설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부 에너지전환 로드

맵(’17.10.24) 발표 이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7.12.27)에서도 영덕 원전 2기 건설이 미반영되었고 

한수원 이사회(’18.6.15)에서 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

을 의결하였다. 토지 보상은 18.9% 진행된 상황이다. 

<표 7> 울진의 갈등의 사회적 비용                    (단위 : 십억원)

연도 갈등의 사회적 비용 순현재가치

2017 46.144 46.144

2018 46.144 43.72144

2019 46.144 41.46038

2020 46.144 39.31469

2021 46.144 37.26128

2022 46.144 35.32323

2023 46.144 33.47747

2024 46.144 31.74707

2025 46.144 30.08589

2026 46.144 28.54006

2027 23.072 13.52019

2028 23.072 12.82803

2029 23.072 12.15894

2030 23.072 11.52446

2031 23.072 10.92459

2032 23.072 10.35933

2033 23.072 10.14014

2034 23.072 9.309552

2035 23.072 8.836576

2036 23.072 8.386672

합계 646.016 428.92

주 : 지역총생산액 GRDP 대비 2.0% 추정시

보고서

14) �2014년도�지역경제기여도�조사결과,�한울원자력본부,�2015.
15) �객관성�확보를�위해�보수적�수치를�적용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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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전 정책 변화에 따른 경북 원전(중단)지역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

16) �대한건설협회,�2018�상반기�적용�건설업�임금실태조사
17) �원자력발전백서,�산업통상자원부,�2016.

가. 기회비용

영덕의 기회비용은 2019년부터 원전의 건설이 이루

어지는 원래의 정책에 따라 2026년까지의 원전 건설

에 따른 지역 경제에 대한 낙수 효과, 2027년부터 60

년간 원전 운영 시 발생하는 인건비와 용역비, 구매대

금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기회비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 의하면, 건설 현장 근로자 

평균 일당은 약 18만원이며16], 원전 2기를 건설하는

데, 예를 들어 2015년 신한울 1,2호기 건설의 사례에

서 약 3,981명이 현장 인력으로 고용 및 투입된다.17]

이 중 지역민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득의 

70%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타지역 출신은 소득의 1/3

을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간 300일을 

조업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다. 일일 투입되는 인건

비가 약 7억 1,658만원이 되고 여기에 조업일수 300

일을 곱하면 일년간 투입되는 인건비, 즉 지역의 소득

창출 재원은 2,149억 7,400만원이다.

<표 8> 영덕의 갈등의 사회적 비용                     (단위 : 십억원)

연 도 갈등의 사회적 비용 순현재가치

2017 15.07 15.07

2018 15.07 14.27883

2019 15.07 13.5404

2020 15.07 12.83964

2021 15.07 12.16903

2022 15.07 11.53609

2023 15.07 10.93329

2024 15.07 10.36816

2025 15.07 9.82564

2026 15.07 9.320795

2027 7.535 4.41551

2028 7.535 4.18946

2029 7.535 3.970945

2030 7.535 3.763733

2031 7.535 3.567823

2032 7.535 3.383215

2033 7.535 3.311633

2034 7.535 3.040373

2035 7.535 2.885905

2036 7.535 2.738973

합계 210.98 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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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의 소득은 515억 9,376만원인데, 이중 70%

인 361억 1,500만원이 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타 지역 출신들의 소득은 1,633억 

8,000만원원인데, 이들 소득의 33%가 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이 액수가 539억 1,500만

원이다.

결국 원전건설기간 중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소비는 

900억 3,000만원(361.15+539.15)으로 추정할 수 있

다.18]

원전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

은 연간 약 393억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추산되었

다.19] 이는 인건비 약 183억 7,000만원과 용역, 공사 

구매 대금의 합계인 210억 1,000만원의 합계인데, 이 

두 항목 모두 약 절반이 영덕 지역에서 소비되고, 원전 

운영 기간인 60년 동안 연간 1%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20]

나. 갈등의 사회적 비용

영덕은 지역총생산액(GRDP) 대비 지역 제조업의 

비중이 약 5.151%로 울진보다는 높고, 경주보다는 많

이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원전 2기 규모로 한울 원전

의 경제적 기여도를 1/3로 축소하여 적용한 결과, 연

간 약 810억원의 편익을 산출할 수 있으며, 지역총생

산액(GRDP)대비 10.74%를 차지하여 과다한 수치이

므로, 준거로 활용하고 있는 선행 사회적 파장 연구의 

상위치인 2%를 적용하였다.21]

이 수치를 적용 시, 영덕 지역은 향후 20년간 1,400

억 7,000만원의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

로 추계되었다.

맺는말

경주는 기 원전 운영 지역이므로 기회비용을 산출하

지 않았다. 

<표 10> 3개 원전 지역의 총사회적 비용

지역 기회 비용 갈등의 사회적 비용

경주 1조 7,902억 6,500만원

울진
원전 건설 단계 6,018억 553만원

원전 운용 단계 4,284억 2,760만원
4,289억 2,000만원

영덕
원전 건설 단계 6,018억 553만원

원전 운용 단계 4,284억2,760만원
1,400억 7,000만원

합계 2조 604억원(각 1조 302억원) 2조 3,592억 5,500만원

경북 원전 지역의 총사회적 비용 :  4조 4,197억 2,126만원

18) �대한건설협회,�2018�상반기�적용�건설업�임금실태조사
19) �원자력발전백서,�산업통상자원부,�2016.
20) �원전�클러스터화로�지역�내에서�조달되는�항목이�증가한�것으로�가정함
21) �선행�연구의�추정�상하위값으로부터의�2015년�영덕�지역의�사회적�갈등비용의�최고�추정값(Upper�Bound�값)은�약�150억원,�최저�추정값(Lower�Bound�값)은�
약11억3천만원이며,�1%�값으로�추정�시�약75억�3천만원,�0.5%로�추정�시,�약�37억�6천만원임.�0.7%�적용�시,�2017년�기준�연간�161억�5천만원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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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재가치화한�수치임.
23] �2027년부터�원전�운영으로�인한�수치이며,�매년�1%씩�증가하는�것으로�가정한�후,�현재가치화�하였음.�60년간�원전�운영시�발생하는�인건비와�용역비는�
지역에서�50%만�소비되는�것으로�가정함.�

24) �각�지역별로�GRDP�대비�2017년�기준�갈등의�사회적�비용이�추정되면,�이�규모가�10년간�지속된�후,�11년째부터�20년차까지는�초기�금액의�절반을�적용하여�
해당�지역이�갈등으로�인한�피해에서�적응되는�것으로�가정하였고,�원전�운용은�60년�기간이지만,�갈등�관련�사회적�비용의�시간적�지평선은�20년으로�

가정하고�추정하였다.�

영덕은 원전 정책의 변화 없이 2019년부터 원전 건

설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기회비용을 산출하

였는데, 원전 건설에 따른 인건비의 낙수 효과로 약 

6,018억 553만원이 산출되었으며22], 60년간 원전 운

영 시 발생하는 인건비와 용역비 등 약 4,284억 2,760

만원이 산출되었다.23]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도 영덕과 동일하여 원전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2017년에서 2036년까지 경주, 울진, 영덕 3개 지

역의 갈등의 사회적 비용의 합24]은 지역총생산액

(GRDP) 대비 현재가치화하여 추정 시 경주(1조 7,902

억 6,500만원, 지역총생산액 GRDP 대비 2.0% 추정

시), 울진(4,289억 2,000만원, 지역총생산액 GRDP 

2.0% 추정시), 영덕(1,400억 7,000만원, 지역총생

산액 GRDP 대비 2.0% 추정시)으로 총 2조 3,592억 

5,50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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