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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7월에 발전용 연료원간 조세 공

평성을 고려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

다. 도입 시의 기본세율은 24 원/kg이며, 2018년 4월 기준

의 세율은 기본세율 36 원/kg, 탄력세율 저열량탄(5,000 

kcal 미만) 33 원/kg, 고열량탄(5,000 kcal 이상) 39 원/kg 

적용)이다. 이후에 주요 에너지원 중에 유일한 비과세 대상

인 원자력발전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일본, 독일, 스페인, 벨기에 등은 이미 원전

에 대해 직 ․ 간접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일본은 원자력발

전과 관련된 조세 부과를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원자력발전 관

련 조세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의 원자력발전 관련 세제인 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폐로세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규 조세 도입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한다.

일본의 원자력발전부문 세제 도입 배경

일본은 2000년 4월부터 ‘지방분권일괄법(地方分権一括

法)’을 시행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지방의 재량권을 강화

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 법은 정부

와 지방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관 위임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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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칙 등을 수립하였다. 이 법에 따르

면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는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 법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외보통세를 신설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정외보통세는 ‘지방세법(地方税法)’

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정외’라고 불린다. 이 조세는 주

무대신(主務大臣)과의 사전협의제도를 통해서 신설할 수 

있다.1) 또한 이 법에 기초하여 ‘지방세법’이 허가제에서 사

전협의제로 이행하였고, 점차 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지

방세를 활용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서 일본 내에서 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등의 도입에 대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원자력발전부문 세제

핵연료세

핵연료세는 법정외보통세이며 도(道)와 현(県)이 조례로 

정한다. 과세대상은 발전용 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의 

가격이며 세율은 도현에 따라 다르다. 후쿠이현(福井県)이 

1976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 13개 도현(道県)

이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다(Table 1 참고).2)

세금의 부과형태는 현마다 다르다. 핵연료에만 부과하는 

형태, 핵연료와 원자로설비에 대해 부과하는 형태, 핵연료 

가격과 출력에 부과하는 형태가 있다. 보통세인 핵연료세

로 조성된 재원은 원전 안전대책, 산업진흥, 민생 안정, 교

부금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된다.

세제 도입 초기에는 도현(道県)이 핵연료세수를 모두 사

용하였으나, 점차 소속 시정촌(市町村)에 교부하기 시작하

였다. 지금은 4개 현을 제외하고 각 현은 시정촌에 핵연료

세를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은 20% 내외로 적은 편

이며(후쿠이현 40% 할당), 이는 시정촌이 사용후핵연료세

를 신설하는 이유이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핵연료세를 도입한 후쿠이현은 핵연

료세의 시행 및 개정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Table 2 참고).3) 당초에는 원전의 운전을 전제로 장전된 

핵연료의 가격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의 가동이 정지되면

서 후쿠이현은 정지 중인 원전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2011

년 11월에 원자로의 열 출력에 따른 과세 형태를 도입하였

다. 이 방법은 다른 도현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2016년 11

월에는 원전 내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의 반출을 촉진하기 

1) 総務省(2016a)

2) 西川(2000)

3) 핵연료세 과세표준 중 출력할당과 반출촉진할당은 본 논문

의 폐로세와 사용후핵연료세에 해당한다.

위해서 발전소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에도 과세하는 반출

촉진할당을 포함시켰다.

사용후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에 대량으로 저장되는 반면

에 정부의 핵연료주기사업은 계속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

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졌다. 지방자치단

체는 주민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를 증가시키게 되었고, 아울러 부지 내에 저

장된 사용후핵연료의 반출을 촉진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원전 입지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자산에 부과하는 

자산세는 시설의 감가상각에 따라 그 세수가 줄어들고 있

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원전 관련 교부금은 원

전 입지 시정촌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도현에

서 징수하는 핵연료세는 시정촌에 교부되지 않거나 할당 

비중이 미미하였다.

시정촌이 ‘지방분권일괄법’ 하에서 직접 법정외세를 신

설할 수 있게 되어 2003년에 일본 전국 원자력발전소 소재 

시정촌협의회(全国原子力発電所所在市町村協議会, 全原

協)는 사용후핵연료세의 신설을 검토하였다.4) 이후에 일

본 전국 원자력발전소 소재 시정촌협의회와 자원에너지청

(資源エネルギー庁)의 논의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는 단

순한 폐기물과 같은 것으로 전혀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

에 근거하여 담세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98년의 종합에너지조사회 원자력부회 중간보고는 사용

후연료를 플루토늄 등을 포함한 유용한 자원으로 재처리가 

가능한 재활용 연료로 평가하였다. 이는 사용후핵연료의 

담세능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사용후핵연료

는 과세대상이 되었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는 후쿠

이현, 아오모리현, 이바라기현, 니가타현 카이와자키시, 가

고시마현 사츠마가와우치시에서 도입하고 있다(Table 3 

참고).5)

일본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조세는 ‘공평’, ‘중립’, ‘간

소’의 조세부과 원칙에 부합한다. 공평 원칙에서 보면 일본

은 사용후핵연료를 유용한 자원으로서 담세능력을 인정하

고 있다. 핵연료세의 대상은 핵연료가 전력을 생산할 때에 

사용되므로 담세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조세 부과 원칙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사용후핵연료

세는 대상의 담세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조세 

4) 전국 원자력발전소 소재 시정촌협의회(全国原子力発電所所在

市町村協議会, 全原協)는 원전이 소재한 시정촌들의 협의회이

며, 회원으로 26개의 시정촌, 준회원으로 10개 시정촌이 있다.

5) 후쿠이현은 핵연료세, 이바라기현과 아오모리현은 핵연료 

등 취급세의 명목으로 과세하며, 사츠마우치시와 카시와자

키시가 사용후핵연료세의 명목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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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Japan’s nuclear fuel tax (as of April 1, 2017)

Prefectures Nuclear fuel tax rate
Nuclear fuel tax distribution 

to municipalities
municipalities

Hokkaido

(北海道)
17%

From 1995 (increased from 

2009), 280 million yen for 4 

municipalities in each year (70 

million yen in one municipality)

municipality with NPP : 1. 

municipalities nearby NPP: 3

Aomori

(青森県)

nuclear fuel: 13%, 

Reactor: 9,000 yen per 1,000 kW

3 billion yen or 18% (of which 

50% in municipalities and 50% 

in municipalities)

municipalities with NPP: 4. 

municipalities nearby NPP: 11

Miyagi

(宮城県)
12%

prefectures 80%, 

municipalities 20%

Onagawa Town, Ishinomaki 

City

Fukushima

(福島県)
(Fukushima prefecture nuclear fuel tax regulations lose effect from December 31, 2012)

Ibaraki

(茨城県)

nuclear fuel: 8.5%, 

Reacto: 30,500 yen per 1,000 kW (3 months)

prefectures 77%, 

municipalities 23%

municipalities with NPP: 4. 

municipalities nearby NPP: 10

Shizuoka

(静岡県)
17%

prefectures 80%, 

municipalities 20%

municipality with NPP: 1. 

municipalities nearby NPP: 10

Niigata

(新潟県)
17%

prefectures 80%, 

municipalities 20% 

(Kashiwazaki City 16.21%, 

Karibamura Village 3.8%)

municipalities with NPP: 2

Ishikawa

(石川県)

17%

(Price allocation) The price of nuclear 

fuel inserted into a nuclear power 

reactor multiplied by 8.5/100

(Output Allocation) Amount of heat 

output multiplied by 34,900 yen / 

1,000 kW per taxable period

-

Fukui

(福井県)

(Price allocation) 8.5/100

(Output allocation) 183,900 yen/1,000 

kW / year (1/2 for closed reactor)

(Carry-out promotion allocation) 1,000 

yen/kg/year (weight of nuclear fuel 

before nuclear fission on spent fuel 

stored in NPP for more than 5 years)

prefectures 60%, 

municipalities 40%

municipalities with NPP: 4. 

municipalities nearby NPP: 4, 

Lingnan wide area 

administrative association: 1

Shimane

(島根県)
17%

prefectures 80%, 

municipalities 20% (Matsue 

12%, Izumo 4%, Yasudaji 2%, 

Yunnan 2%)

municipality with NPP: 1, 

municipalities nearby NPP: 3

Ehime

(愛媛県)
17%

prefectures 12/13, 

municipalities 1/13 (Ikata 80%, 

Hachibanghama 20%)

municipality with NPP: 1, 

municipalities nearby NPP: 1

Saga

(佐賀県)
17% -

municipality with NPP: 1. 

municipalities nearby NPP: 2

Kagoshima

(鹿児島県)

(Price allocation) The price of nuclear 

fuel inserted into a nuclear power 

reactor multiplied by 12/100

(Output Allocation) Amount of heat 

output multiplied by 22,600 yen/1,000 kW 

-

Source: www.zengenkyo.org/katudou/kak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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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의 적합성을 살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유

사 세제 도입 시에 하나의 사례로서 고려된다. 중립 원칙에

서 보면 사용후핵연료 세율은 기업 영업이익에 대한 침해

와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되

고 있어서 경제 행위 왜곡을 최소화한다. 간소 원칙에서 보

면 사용후핵연료세의 과세표준은 시설의 사용후연료 저장

시설에 저장된 연료집합체 수(다발)이다. 과세표준으로 사

용핵연료의 중량이 아니라 집합체 수를 이용하는 것은 사

용후핵연료의 높은 방사성 때문에 주의해서 취급해야 하고 

무게가 일정하지 않아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세 부

담을 산정하기 쉽고 납세비용도 낮다. 또한 핵연료세의 과

세표준과 동일한 과세표준을 피하려고 하였다.

사용후핵연료세의 과세기간은 핵연료세와 동일하게 조

례 시행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방안과 5년마다 검토하

되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총

무성(総務省)에서 일정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고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 저장 사이클, 롯카

쇼무라 재처리공장으로의 반출 계획, 중간저장시설 가동 

시의 즉시 반출 전제, 세원, 재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5년간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Nuclear Fuel Tax and Power Development Promotion Tax in Fukui Prefecture

Nuclear fuel tax 
Power Development 

Promotion Tax

Taxpayer Installer of NPP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company

Taxable 

object

1. Price allocation: nuclear fuel Inserted into the nuclear power reactor

2. Output allocation: business related to operation and abolition of installed nuclear 

power reactor

3. Carry-out promotion allocation: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in NPP

sold electricity

Taxation 

standard

1. Price allocation: Nuclear fuel prices inserted into nuclear power reactors

2. Output allocation: Heat output of nuclear power reactor

3. Carry-out promotion allocation: weight of nuclear fuel before nuclear fission 

on spent fuel stored in NPP for more than 5 years

amount of sold 

electricity

tax rate

1. Price allocation: 8.5/100

2. Output allocation: 183,000 yen/1000 kW/year (1/2 for closed reactor)

3. Carry-out promotion allocation: 1,000 yen/kg/year

0.375 yen/kWh

Sourc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016b)

Table 3. Japan’s spent fuel tax

Tax Category Object
Prefectures

/municipalities

Nuclear fuel tax 
ordinary tax not 

prescribed by law

Installation of nuclear reactors, 

insertion of nuclear fuel into reactors, 

receipt and storage of spent fuel

Fukui (福井県) 

Handling tax such as 

nuclear fuel

ordinary tax not 

prescribed by law

Installation of nuclear reactors, 

insertion of nuclear fuel into reactors, 

receipt and storage of spent fuel

Ibaraki (茨城県)

Handling tax such as 

nuclear fuel material

ordinary tax not 

prescribed by law

Enrichment of uranium, installation of nuclear 

reactors, insertion of nuclear fuel into nuclear 

reactors, receipt of spent nuclear fuel, etc. 

Aomori (青森県)

Spent fuel tax
ordinary tax not 

prescribed by law
Taxation on spent fuel storage

Kagoshima, Satsumauchi 

city (鹿児島県薩摩内市)

Spent fuel tax
earmarked tax not 

prescribed by law
Taxation on spent fuel storage

Niigata Kashiwazaki city 

(新潟県柏崎市)

Source: http://www.zengenkyo.org/katudou/kak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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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세는 부담금이 아닌 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세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혜택을 납세의무자

만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누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재원

은 부담금이 아니라 세금이 바람직하다. 또한 원자력발전

소 입지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수요는 다양하므로 용도나 

사업을 특정하는 부담금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 부담금은 

이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고려해야 하지만, 세금은 

대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가 보다 안전하고 확실

한 방법이 된다.

니가타현 카시와자키시(新潟県柏崎市)의 사용후핵연료

세는 다른 현의 경우와는 다르게 법정외목적세이다. 보통

세는 일반적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사

용할 수 있지만, 목적세는 처음부터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

할 수 있다. 세수를 사용하기 편한 것은 보통세이지만, 니가

타현 카시와자키시는 신설 세금이 원전의 입지에 따른 특

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원인자 부담 원

칙의 세금이며, 납세의무자가 하나(도쿄전력)이므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쉬운 목적세로 조성하였다. 

그러나 세수 용도를 보면 카시와자키시의 사용후핵연료세

는 목적세보다 보통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폐로세

폐로세의 도입은 핵연료세에 대한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

다. Table 1에서도 나타나듯이 핵연료세를 부과하는 13개 

도현(道県)은 서로 다른 세금부과형태를 갖고 있지만, 공통

점은 모두 운전중인 원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러나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 일부 원전들이 운전을 정

지하게 되면서 세수는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일부 

현은 폐로 원전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가동 원전의 경

우에 비해 약 절반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

어 원전에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과세하

기로 하였다(Table 4 참고).

예를 들어, 후쿠이현에 입지한 원전 3기(쓰루가(敦賀) 1

호기, 미하마(美浜) 1, 2호기)의 운영은 2015년 4월 27일부

로 종료되었다. 후쿠이현은 기존의 핵연료세 하에서 폐로

원전에 핵연료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고, 연간 약 60억 엔

의 핵연료세수 중에서 약 6억 엔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후쿠이현은 2016년 11월에 폐로 중에도 방사성 물질의 확

산 방지 조치 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원자력안

전대책, 민생 ․ 생업 안정대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

로 폐로 원자로(설비용량)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였다

(Table 4 참고).6)

핵연료세는 법정외보통세로서 과세표준 변경 등을 실시

하려면 ‘지방세법’ 제 261조의 비동의 요건 해당 여부를 검

토해야 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총무대신(総務大臣)은 도

도부현(都道府県) 법정외보통세의 경우에 다음의 사유들 

중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해야 한다.

∙ 1호: 국세 또는 다른 지방세와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하

면서, 더하여 주민 부담이 현격하게 과중하게 되는 경우

∙ 2호: 지방자치단체간의 재화 유통에 중대한 지장을 주

는 경우

∙ 3호: 1호와 2호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 경우 외에 국

가정책에 비추어서 적당하지 않은 경우

총무성은 2016년에 후쿠이현의 핵연료세 과세표준 변경

에 대한 비동의 사유를 검토하였고, 핵연료세는 비동의 사

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7) 1호를 보면 과세표준측

면에서 전원개발촉진세와 중복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전

6) www.sankei.com/west/news/161231/wst1612310039-n1.html

7) 総務省(2016b)

Table 4. Closed reactors and taxations after Fukushima NPP accident

region closed NPP
Taxation

closed NPP spent fuel

Fukui

(福井県) 

Tsuruga 1

Mihama1,2

Taxation from November 2016 

(also subject to Fugen, the 

atomic energy organization)

from November 2016

Shimane

(島根県)
Shimane 1

Consultation with Chugoku 

Electric Power Company

Matsue City proactively 

reviews introduction

Ehime

(愛媛県)
Igata 1 Not determined Not determined

Saga

(佐賀県)
Genkai 1 Not determined from 2018

Source: Saga newspaper (201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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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발촉진세의 과세표준은 판매전력량이지만 핵연료세

의 과세표준은 발전용 원자로에 삽입한 핵연료의 가격, 발

전용 원자료의 열출력, 발전용 원전시설에 5년 이상 저장되

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분열 전 핵연료물질 중량 등이다. 

또한 후쿠이현에 입지한 원전 운영사인 칸사이전력(関西

電力)과 일본원자력발전(日本原子力発電)의 연매출(2015

년 기준)은 각각 2조 8,682억 엔과 1,138억 엔이며, 핵연료

세 부담액은 약 140억 엔 정도이다. 후쿠이현은 핵연료세

의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으로 표준 가정(300 kWh/월) 기준 

시에 세대당 30.9 엔/월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주민

의 부담이 현저하게 가중된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2호를 보면 핵연료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화의 유통을 

방해하는 내국관세적 요소를 갖지 않는다. 3호를 보면 핵연

료세는 후쿠이현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국가의 정책

에 부합한다.

사가현(佐賀県)은 2017년 1월 폐로가 결정된 겐카이 1호

기에 대해서 작업 완료 시까지 과세하는 것으로 큐슈전력

과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사가현의 핵연료세는 원자

력의 출력에 과세하므로 폐로 결정 후에는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사가현은 출력에 대한 세율을 현행의 1/2로 하여, 겐

카이(玄海) 1호기의 기존 핵연료세 3억 엔의 절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사가현은 2월에 현의회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가결 후에 총무대신의 동의를 얻어 

신속하게 시행하였다.

결   론

일본은 ‘지방분권일괄법(地方分権一括法, 2000년)’ 시

행 이후에 지방세로 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폐로세 등 

원전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다양한 형태

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연료세, 사

용후핵연료세의 도입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

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 세율 

인상 외에, 원전 부지 내에 저장된 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하나로 

발전부문에 대한 에너지 세제 조정 혹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원전에 대한 과세 도입 및 조정은 원칙적으로 원

전이 입지한 해당 지역의 민생 안정, 환경보전 대책, 산업진

흥 대책, 원전 안전 대책 등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 대부분의 원전이 가

동 정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설비용량, 사용후핵연료, 폐로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과세 표준을 마련하여 부족한 재

원을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원전 과세 개편, 신규 조세 발

굴 및 부과는 조세 부과에 따른 왜곡효과를 분석하고,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및 합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과세 도입 

시의 준비와 협의과정은 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지역

자원시설세 등과 같은 원전 관련 조세를 도입하려는 국내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국내에서 지방자치 및 분권의 강화가 현실화되

면,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탈원전 영향으로 원자

력발전의 발전량이 감소하면 원전 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

체는 원전 안전 등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과세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

라의 원전에 대한 과세 도입은 해외의 원전 제세부담금을 

단순히 비교 및 분석하는 것보다는 조세 원칙, 부과 취지, 

부과 근거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 내용을 심층적으로 연구

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조세의 공정성(담

세 능력 여부), 중립성(조세 왜곡 여부), 간소성(행정 비용 

최소화) 등의 조세 원칙에 기초하여 원전 과세 도입의 타당

성을 검토해야 한다. 원전 과세의 조세귀착은 기업, 국민, 

발전사이므로 정책당국은 원전 과세 도입의 논의, 결정, 실

시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협의 및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 및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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