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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MR의 개념

대형원전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크게 향상

유연한 입지·출력으로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출력 보완 가능

2035년까지 

약 390~630조원 규모 

시장 전망

❖ 발전용량이 300MW 안팎(대형원전 1,000~1,500MW의 1/3~1/5)으로 작고(Small)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Modular)하여 건설하는 원전(Reactor)

❖ 에너지전환정책 이후 약화된 원전산업생태계 복원 필요

❖ SMR에 적합한 인허가 체계 수립· 정책지원 강화,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 수립   추진 필요

개념

한국의 과제

특징

주요국 현황

한국의 과제

■ 외부 전력공급 없이 안전기능 자동 수행
■ 폭발, 방사능 유출과 같은 중대사고 

  가능성 제로(0)

■ 공장 대량생산으로 원가 절감
■ 그린수소, 열 생산 등으로

  다목적 활용 가능

■ 수요지 인근 건설 가능
■ 유연한 출력으로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출력 보완 가능

❖발전용량이 1,000~1,500MW인 대형원전에 비해 1/3~1/5 수준인 300MW 

   안팎으로 작고(Small),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Modular)해 

   건설하는 원전(Reactor)

❖기존 대형 원전의 주요 기기(가압기, 펌프, 증기발생기 등)와 냉각시스템을 

    하나의 용기에 통합하여 제작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

* 출처: 한국수력원자력(21.5)

기대효과

·폭발, 방사능 누출과 같은
    중대사고 가능성 제로(0)

·대형원전 수준 원가 확보
·다목적 활용으로 추가 수익 창출 가능
·핵심 탄소중립 수단

·수요지 인근 건설 가능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출력 
    보완 가능

특징

·안전장치 가동에 외부전력
   불필요(피동형시스템)
·강력한 내진설계

·공장 대량생산과 현장 조립으로
    원가 절감
·그린수소, 열, 담수 생산 가능

·입지 조건이 자유로움
·실시간으로 유연한 출력
    조정 가능

개발 현황 전 세계 71개 모델 개발 중, 2030년경부터 본격 상용화 전망

시장 전망
2035년까지 약 390~630조원 규모 시장 전망(65~85 GW 규모, 
영국국립원자력연구원, 14)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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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한국

개발
모델 수

17개 17개 8개 2개 2개

상용화
2개 모델 

건설 계획 확정

세계 최초 부유식 

SMR 상용화(20.5)

실증발전소 건설 

허가(21.6)

2035년까지 10기 

건설 목표 수립

구체적 상용화 

계획 미정

SMR의 특징

글로벌 시장 전망



영국 SMR 도입 효과 추정 ‘녹색산업혁명 10대 계획’ 중 원전 계획

* 출처: 롤스로이스 컨소시엄(17) * 출처: 영국 총리실(20.11)

 미국

 영국

■ SMR 발전소 1기당 연간
■ 62,000톤의 그린수소 생산 가능
   (수소차 약 1,000만회 충전 분)

■ 일자리 40,000개 창출
   (직접 60%, 간접 40%)
■ 총 520억 파운드(약 80조 원)
   경제효과

기간: 2030~2050년

뉴스케일 SMR 조감 테라파워 SMR 주요 특징

* 출처: 미국 에너지부, NuScale * 출처: TerraPower

주요국 SMR 현황

 러시아

 중국

정책·투자
바이든 행정부의 ‘원자력전략비전(21.1)’에 따라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SMR 개발에 7년 간 32억 달러(약 3.6조원) 투자 확정

기술개발 민간-정부 협력을 통해 17개 SMR 모델 개발 중

실증 ·
상용화

뉴스케일 SMR 설계인증 획득 및 건설계획 확정, 빌게이츠가 창업한 

테라파워는 와이오밍 주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SMR 건설 발표

정책·투자
 ‘14차5개년계획(21-25)’에 해상부유식 SMR 개발 목표 포함, 

20기 설치를 목표로 약 90억 달러(약 10조원) 투자 계획

기술개발 국유기업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를 중심으로 8개 SMR 모델 개발 중

실증·상용화 ACP100 노형 실증 건설 허가(21.6), 창장 원전 내 건설 예정

정책·투자
 ‘에너지전략 2035’를 바탕으로 국유에너지기업 로사톰이 주도하여 

SMR과 차세대 원자로에 약 1,200억 루블(약 1.9조원) 투자

기술개발 선박·산업용 초소형 SMR 포함 17개 SMR 모델 개발 중

실증·
상용화

세계 최초로 해상부유식 SMR을 페벡 시에서 상용화 성공(20.5), 

2028년 동시베리아 야쿠티아에 육상SMR 상용화 예정

정책·투자
총리실 주관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계획’(20.11)에 따라 

SMR 민관 총 6.85억 파운드(약 1.1조원) 투자 확정

기술개발 롤스로이스 컨소시엄 등이 2개 SMR 모델 개발 중

실증·상용화 2035년 까지 SMR 10기 상용화 추진

구분 내용 특징

원자로형
소듐냉각
고속로

원전폐기물 2/3 감소
기존 원전 대비 효율 4배

발전용량 345MW 25만 가구 전력공급

건설지 와이오밍 주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건설비 약 10억 달러 대형원전 대비 1/3 수준

구분 주요 내용

계획명
■ 새롭고 혁신적인 원자력 발전 공급
   (10대 계획 중 세 번째로 명시)

주요 
계획

■ SMR 개발·상용화에 2.15억 파운드 투자
■ 차세대 원자로 기술에 1.7억 파운드 투자
■ 신규 대형원전(힝클리 C포인트) 건설

기대 
효과

■ 대형원전 건설기간 동안 일자리 1만개 창출
■ SMR 개발에 민간투자 3억 파운드 유치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수단으로 

활용

뉴스케일, 테라파워 

2개 모델 건설계획 

확정

세계 최초 부유식 

SMR 상용화(20.5)

 ‘제14차5개년계획

(21-25)’에 SMR 

개발 계획 포함

   ‘녹색산업혁명 10대 

계획’에 SMR 개발 

계획 포함(20.11)

2035년까지 10기 

상용화 추진



■내용문의: 류성원 팀장(02-3771-0252), 김유하 책임연구원(02-3771-0419)  yhkim@fki.or.kr

 탄소배출 감축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SMR 급부상

 한국도 SMR을 전력분야 탄소중립 핵심 수단으로 인식 필요 

 원전생태계 복원, 인허가·정책지원 강화, 구체적 상용화 계획 수립 추진 필요

쟁점과 체크포인트

 한국

높은
화석연료 
발전비중

석탄화력 발전비중(37.1%, 61기, 2020년 기준)이 매우 높아 

전력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인허가 
체계·정책
지원 미비

세계 최초(2012년) 표준설계인증을 획득한 SMART* 개발에도  

불구하고, SMR에 적합한 인허가 체계 미비,

과기부-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정책지원 지연 등으로 10년째 실증·상용화에 실패
    *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원전생태계 
약화

에너지전환정책 이후 3년 만에 국내 원전산업 매출액이 24.5% 

감소하는 등 산업생태계 약화한국이 강점을 가진 원전기기 제작·

건설·운영 분야 경쟁력 약화 우려

원전생태계 
복원

■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 등에 원전 확대 반영
■ 원전 운영 정상화(신한울 1·2호기 가동, 3·4호기 건설 재개)

인허가·
정책지원 

강화

■ 개발 단계에서부터 SMR에 적합한 인허가 체계 수립 
■ 각 부처의 SMR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신설

상용화
계획 수립

■ 국내 1호 혁신형 SMR 건설지·운영계획 조기 확정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대체에 SMR 활용 적극 검토

[참고]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 현황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1.6)

정책·투자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20.12)에서 혁신형 SMR 개발에

향후 8년간 약 4,000억원 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기술개발 혁신형 SMR, 납냉각고속로 등 2개 SMR 모델 개발 중

실증·상용화 혁신형 SMR 2028년 표준설계인증 획득 목표

문제점

현황

개선 방안

2016년 2019년

27.5

20.7

매출액

(단위: 조 원)

-24.5%

2016년 2019년

37,232
35,469

종사자

(단위: 명)

-4.7%

2016년 2019년

2,543
2,350

재학생

(단위: 명)

-7.6%

2016년 2019년

12,641

2,144

수출액

(단위: 만 달러)

-83.0%

$

$

혁신형 SMR에 

향후 8년간 4천억원 

투자 추진

전력분야 탄소중립 

시급

인허가 체계와 

정책지원 미비로 

실증·상용화 지연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원전생태계 전반적 

약화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바이든 정부, 공급망 회복 전략에서 ‘동맹국-쇼어링’주창

❖ 바이든 정부는 취임 100일을 맞아 공급망 회복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산업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일본, 인도 등 

     동맹국 기업을 미국 공급망에 포함하는 ‘동맹국-쇼어링’ 방침 천명

동맹국-쇼어링은 미국 경제와 외교(민주진영)를 위한 최선의 선택

❖ 동맹국-쇼어링은 중국에 대한 핵심 자원·부품의 의존도를 효율적으로 

    낮추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서 오히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동맹국과의 공급망 연계 강화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의 

     확산에 제동을 걸고 민주주의 진영의 연대와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음

북한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지속적으로 자행

❖ 북한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스파이 활동, 테러, 

    은행털이를 일삼고 있으며, 영국국립보건서비스부터 인도의 신규   

    원전까지 대상이 매우 넓음

❖ 특히 최근에는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암호화폐 기관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소 17개국에서 사이버공격 감행,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

미국 안보에도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 보다 강력한 징벌적 대응 필요

❖ UN전문가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사이버공격의 수익을 국가 핵무기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어, 미국과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 북한은 다크웹*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 거래, 해커 고용, 자금세탁 등을 자행

      * 다크웹:접속에 특정 조건이 필요하고 추적되지 않아 주로 범죄에 이용되는 인터넷 망

❖ 미국은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방어하고, 공격   

    행위 발생 시 대북제제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야 함

Rebuilding America’s 
economy and foreign 
policy with ‘ally-shoring’

 ‘동맹국-쇼어링’을 통한 

미국 경제와 외교 정책 

재건

Elaine Dezenski

John C. Austin

2021. 6. 8.

North Korean 
Cyberattacks Pose 
Threat to U.S.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

Bruce Klingner 

Luke Kim

2021. 6. 3.

SUMMARY

SUMMARY

https://www.brookings.edu
/blog/the-avenue/2021/06/08/
rebuilding-americas-economy
-and-foreign-policy-with-ally
-shoring/

https://www.heritage.org/
cybersecurity/commentary/
north-korean-cyberattacks
-pose-threa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