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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PM2.5). 최근 국

내에서 관심이 높아진 이 오염물질은 호흡기는 물론이고 피부로도 침투가 가능해 

심장질환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의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이동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2013년 정부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영향은 30~50%에 그친다.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와 공장, 석

탄화력발전소 등이다.

이에 그린피스는 2014년 하버드대학교 다니엘 제이콥(Daniel Jacob) 교수 연

구진의 글로벌 대기조성 모델(GEOS-Chem)과 미국 환경보호청의 미세먼지 건강위

험성 정량적평가(Quantitative Health Risk Assessment for Particulate Matter), 세계질

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를 토대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

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를 연구했다. 그 결과, 매년 최대 1,600명이 국내 석탄화

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설 계획중

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는 2021년에는 이 수치가 최대 1,200명 더 늘

어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40년으로 봤을 때, 추가 발

전소들로 인해 발생하는 조기사망자는 무려 3만 2,000여 명에 이른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과소평가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정도를 대기오염의 측면에서 연

구했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석탄수입국이다. 석탄에서 생산하는 전력량도 세계에서 여

섯 번째로 많다. 2015년 현재 한국에는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국

내 전력의 39%(2014년 기준)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또 계획 중인 24기 석탄화력발전

소가 증설되는 2021년이면 총 77기, 현재보다 두 배 많은 발전량을 담당할 예정이다. 

전세계 화석연료연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44%는 석탄에서 비롯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주범일 뿐 아

니라, 각종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를 유발한다. 경제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 2013년 

Trucost Plc와 TEEB for Business Coalition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 면 

동아시아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은 전 세계에서 환경비용이 가장 높은 사업

으로 선정되었다. 

세계는 낡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2013년부터 대

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석탄사용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

요약



3

으며, 미국은 2020년까지 100여기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술력

이 높은 21세기에 구시대적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계속해서 늘

어 가는 상황은 모순적이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석탄화력발전의 살인적인 피해를 직시하고, 석탄화력발전

소의 비중을 줄여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또 시민의 건강에 직

접적 피해를 낳는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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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전 세계 전력의 41%를 생산하고 있다.1 인류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인 셈이다. 하지만 석탄을 채굴해 전기를 생산하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오

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수백‐수

천 킬로미터까지까지 퍼져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그 중 초미세먼지(PM2.5)

는 최근 심각한 건강 피해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주요 구

성 성분인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황(SO₂) 및 매연과 먼지, 인체에 유해한 수은

과 비소도 다량 배출한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

고 백만 명 이상이 천식과 심장병으로 입원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2 세계보건 

기구(WHO)는 지난 2011년 91개 국가 1,100개 도시의 대기질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

했다. 그 결과 200만 명 이상의 도시 거주자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의 초미세

먼지에 노출되고 있었는데, 석탄화력발전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3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2년 세계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29%가 석

탄이었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화석연료연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의 44%가 석탄 연소로 인한 것이었다.4 이처럼 석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단일 배출원이자 기후변화의 주범이다.

NASA의 James Hanson박사는 2009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석탄화력발

전소는 죽음의 공장이다. 폐쇄하라(Coal-fired power stations are death factories. 

Close them.)〉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석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환경 문

제를 이야기하며 ‘석탄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가장 위협적이고 더러운 연료’라

고  주장했다.5 석탄의 효율성 이면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림자가 숨어있는 것이다.

CoalSwarm의 세계 석탄화력발전소 현황(The Global Coal Plant Tracker)에 

따르면 2010년부터 약 57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추가로 약 

1,721기 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증설될 계획이다.6 이 발전소들이 모두 건설되면 지

금보다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수십 년 동안 배출할 것이며 그 피해 또한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2100년까지 평균 

기온이 5°C 이상 올라가 재앙에 가까운 기후변화를 초래할 것이다.7

다행히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미국 에

너지 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석탄화력발전소 1,308기(310GW, 2012년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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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 145기(15GW)가 2010~2012년 사이에 폐쇄되었다. 또한 2020년 까지 

100여 기 이상, 총 60GW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 폐쇄될 계획이다.8 최근

에는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LNG발전소가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미국 내에 증

설되고 있다.9 

중국 정부는 2013년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 석탄 사용의 44%를 차지

하는 12개 지역의 석탄 소비를 감축하고 2020년 까지 655Mt의 석탄 소비량을 줄

이겠다고 발표했다.10 또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과 양쯔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승인을 금지했다.11 그 결과 2014년 12월, 중국 내 석탄 수

입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중국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온

실 가스 감축에 합의하기도했다. 이는 앞으로 석탄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

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이제는 오염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보다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를 늘리는 것이 세계의 흐름이다. IEA는 2014년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2014)〉에서 석탄은 부존량이 풍부하고 공급이 안정적이지만 대기

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문제로 향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고 전망했다.12 

한국은 2021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4기(2만 1,944MW)를 증설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그린피스는 이 보고서를 통해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피해 실태를 파헤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

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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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한국 
석탄화력발전소의 
현주소

석탄화력발전소의 냉각탑  ©Christian Wilk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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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한국은 1960년대부터 비교적 저렴한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아 발전 

해왔다.  무연탄은 60년대 에너지 소비량의 약 40%를 담당하다가 1988년을 

기점으로 비율이 감소해 2012년에는 2.1%로 떨어졌다.  그에 비해 유연탄은 

발전용으로 사용되면서 그 소비량이 계속 증가했다.  70년대부터는 석유 사

용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80년대 이후에는 LNG가, 90년대부터는 원자

력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2006년까지는 원자력이 주요 에너지원

이었으나, 2007년부터 유연탄발전소 건설이 잇따르면서 유연탄발전이 최대 

발전원으로 급부상했다.13

2012년을 기준으로 석탄은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29%(8,097만 8,000TOE) 

를 차지하며, 발전 설비 용량은 2014년 기준 29%(2만 6,273.6MW)를 차지한다.  

에너지원 별로는 전체 발전량의 39%(20만 3,196GWh)를 생산한다.  국내에 총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결과다.14

그 중 무연탄† 설비는 6기로 설비 용량은 총 1,125MW다.  나머지 47기는 유

연탄‡ 설비로 2만 5,148.6M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변

인 충청남도와 인천에 총 32기,  설비용량으로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67%(1만 7,480MW)가 위치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 총 11기(9,764MW)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2013년 발표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

라 2020년까지 13기(1만 2,180M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증설될 예정이다.  이 

80,978(29%)

106,165(38%)

50,185(18%)

1,615(1%)

31,719(11%)

8,036(3%)

● 석탄   ● 석유   ● 천연가스   

● 수력   ● 원자력   ● 신재생

2012년 1차에너지 공급량

(1000 TOE)

† 무연탄(Anthracite): 석탄 중 탄화작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 탄소 함유량이 91%
이상 되는 석탄을 말한다. 밀도가 높아 광

택이 있으며 불순물이 적어 태워도 연기

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연소 시 일산

화탄소가 발생되어 연탄가스 중독 사고

를 일으키기도 한다. 아직도 국내에서 생

산되며 주로 연료, 발전용으로 사용한다.

‡ 유연탄(Bituminous): 무연탄보다 탄화가 
덜 진행된 석탄을 말한다. 탄소 함유량이 

50~91%이며, 불이 잘 붙고 노란 불꽃을 
내며 연기가 나 화력이 강하다. 석탄 중

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점결성

(Coking)이 양호한 것이 제철용으로(코

크스용) 그밖에 시멘트, 발전용, 연료용으

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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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늘려나가면 한국은 2020년경 총 77기, 

4만 8,218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하게 된다.15

MW

단위

100MW

1기기

석탄화력발전소  53기

합계

한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태안

보령

호남

영동

여수

동해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영흥 남동발전
4,000MW

당진 동서발전

4,000MW

4,000MW

하동 남부발전

4,000MW

서천 중부발전

400MW

500MW

325MW

328.6MW

5,080MW

삼천포 남동발전

3,245MW

400MW

설비용량	 26,273.6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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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너지   ● 원자력   ● 유연탄   ● 무연탄   ● 가스   ● 유류   ● 수력

국내 에너지원 별 발전량 현황(단위 Unit: GWh)

  
수력 가스 유류 석탄 국내탄 원자력 대체에너지 합계

6,467 27,112 8,174 25,149 1,125 20,716 4,474 93,216

2014년 국내 에너지원 별 발전설비 현황(단위 Unit: MW)

 

세계 4위 석탄 수입국, 한국

한국의 주요 석탄 수입국은 호주(40%)와 인도네시아(29%), 러시아(12%), 캐나다

(10%), 미국(5%), 중국(2%), 베트남(1%)이다. IEA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

국의 석탄 수입량은 127Mt으로 전 세계 4위다. 수입한 석탄은 주로 발전용

(67%), 제철용(27%), 시멘트 및 기타 용도(6%)로 사용한다.16 또한 석탄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는 2012년 기준 239TWh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17

  

● 호주   ● 인도네시아   ● 러시아 

● 캐나다   ● 미국   ● 중국

● 베트남   ● 기타

2013년 한국의 석탄 수입 현황

40%

29%

12%

10%

5%
2%

1%1%

1980 2010 2011 2012 2013 2014

3%

30%

38%

1%

21%

6%
2%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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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중국   320Mt

2위  일본   196Mt

3위  인도   178Mt 4위  한국   127Mt5위  대만   68Mt

8위  터키   28Mt

6위  독일   50Mt

7위  영국   49Mt

1위  중국   3,785TWh

2위 미국   1,643TWh

3위 인도   801TWh

5위 독일   287TWh

8위  호주   171TWh7위  남아프리카공화국   239TWh

4위  일본   303TWh

6위  한국   239TWh

2013년 국가별 석탄 전력생산량

2013년 국가별 석탄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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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현재 한국은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인천지역에서 총 11기

(9,764MW) 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또한 13기(1만 2,180MW)가 곧 착

공 및 건설될 계획이다.  만약 2020년까지 계획 중인 발전소가 모두 완성된다

면 한국에는 총 4만 8,218MW, 7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정

부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국내 석탄화력발전

소를 두 배 가까이 증설하려는 것은 모순적인 행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현황

MW

단위

100MW

1기기

강릉안인

2,040MW

영흥 미승인

신보령

2,000MW

건설 중

태안

2,000MW

건설 중

건설승인

NSS IPP

2,030MW

건설승인

동부그린

1,160MW

건설승인

당진 건설 중

신서천

1,000MW

건설승인

여수

350MW

건설 중

동부하슬라

2,080MW 2,000MW

미승인

삼척그린파워 건설 중

2,000MW

북평 건설 중

1,190MW

동양파워 건설승인

2,100MW

1,740MW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 합계

건설 중 11기   건설 계획 13기 합계 24기

건설 계획			 12,180MW 21,944MW

건설 중	 9,764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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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

이처럼 석탄은 국내 발전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석탄을 채굴하고 

연소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다음에서 지적하는 문제 

점들은 석탄을 사용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그 대가를 생각하면 

석탄은 절대 저렴하거나 효율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후 변

화로 인한 가장 혹독하고 광범위한 재앙을 막으려면 2°C의 기온 상승을 막

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을 40~70% 감소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석탄은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연소

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44%를 차지하는 가장 큰 단일 배출원이며 석탄

화력발전은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18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된 석탄

발전소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천연가스발전소의 2배 이상, 재생가능에너

지의 15배 이상이다.19 보통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한 기는 일년에 

약 300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20 이는 매년 약 63만대의 차량이 내뿜

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21

2007년부터 전세계 발전소 6만 곳에 대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수집해 온 

행동을위한탄소감시(CARMA)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세계에

서 CO₂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 25개는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였다.22 

순위 산업 분야 지역 환경 비용($BN) 경제 이익($BN) 비율

1 석탄발전 동남아시아 452.8 443.1 1

2 목축업 남미 353.8 16.6 18.8

3 석탄발전 북미 316.8 246.7 1.3

4 밀 농사 남아시아 266.6 31.8 8.4

5 벼 농사 남아시아 235.6 65.8 3.6

환경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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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3년 Trucost Plc와 TEEB for Business Coalition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

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비용은 

4,528억 달러에 달했다.  그 결과 환경 비용이 경제적 편익보다 많은 산업 1위

에 선정되었다.23

만약 계획대로 전세계 약 1,721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가동된다면,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지구 기온이 2100년 까

지 적어도 4°C 이상, 최대 6°C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24 저명한 기후학

자 Kevin Anderson 교수는 ‘4°C의 기온이 상승한 미래에는 지금과 같은 인류

문명이 존립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생태계는 적응을 넘어 황폐화되고 불안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25

한국은 2012년 기준 연간 592.92M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이는 전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10년 간 누적배출량은 세계 8위, 배출 증가율은 

OECD국가 중 1위다.26 지구 온난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 배출량 10년간 배출량(2002‐2012) 배출 증가율(1990‐2012)

전 세계 7위 전 세계 8위 OECD국가중 1위

592.9Mt 5565.8Mt 158.60%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27

 

한국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온실가

스 배출원 1위는 공공전기 및 열생산 부문에 사용된 석탄이었다.28 한국은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29 그러나 아직도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2015년 12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

협약 합의를 앞두고 전 세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홀로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하는 한국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기오염

석탄화력발전 과정에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공기를 타고 수백‐수천 킬

로미터까지 퍼져나간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최근 심각한 건강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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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30

하천오염, 지역사회 및 동식물 피해

1.	석탄	채굴

2.	준비과정

3.	석탄	운반

4.	석탄	연소

폐기물 방치

산정 제거/표층, 지하채굴, 삼림 파괴

담수를 사용해 석탄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침출된 중금속 및 

독성물질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지역사회와 주변 동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슬러리 처리장

석탄 가루는 운반 과정에서 가루로 날려 심장 및 폐 질환 발생률을 높인다.  

대기오염은 심장, 폐, 신경계통에 악영향을 미친다.  CO₂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된다.  
석탄은 연소 과정에서 주로 NOx, SO₂, 미세먼지(PM), 오존, 중금속, CO₂과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물 부족과 수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 발생
해양생태계 교란, 어족 
자원의 중금속 오염

석탄화력발전소 
냉각을 위한 
하천 취수

중금속 및 독성물질 침출 
하천과 토양 오염
주변 마을의 암과 선천적 기형율 
상승 및 신경계통에 문제를 야기

석탄재 
처리장

중금속 및 독성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식수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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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대두된 초미세먼지(PM2.5)를 다량 배출한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산

성비의 주요 구성 성분인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황(SO₂) 및 인체에 심 각

한 영향을 주는 수은과 비소의 주요 배출원이다.

이렇게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은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의 원인이며, 폐암과 뇌졸중,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급성 호흡기 감염 등

의 질병을 초래한다. 특히 영유아와 노인, 임산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세

계적으로 백만 명 이상이 천식, 심장병으로 입원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31 

중국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로 매년 약 26만 명의 조기사망자

가 발생하고 있다.32 그린피스가 인도의 석탄화력발전소 실태를 조사한 ‘�e 

Coal Kills’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년 8만 명에서 11만 5,000명의 조 

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33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매년 1만 

3,000명34이, 유럽에서는 2010년에만 2만 2,000명이35 석탄화력발전으로 발

생한 오염물질 때문에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질오염 

석탄화력발전은 수자원 집약적인 발전 방식 중 하나이다.  석탄 연소 과정뿐

만 아니라 석탄을 채집하여 정제 및 수송하는 과정에도 많은 양의 물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석탄 채굴 장비의 열을 식히는 유일한 방법인 수냉 과정과 관

련 시설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많은 양의 물이 소비된다.  또한 채굴 후 

정제 과정에도 석탄의 질과 상품성을 높이는 데도 물을 사용한다.  중국과 인

도, 러시아 등 대규모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이 수립된 곳에서는 현재에도 

인구의 63%가 물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36

그린피스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보통 올림픽경

기장 기준 수영장을 가득 채우는 양의 물을 3시간 30분마다 소비한다.  일

반적으로 1,0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50만 명이 일 년 동안 사용할 

물을 소비한다.37 IEA는 발전산업 분야의 물 사용량이 2010년 660억m3에서 

2035년 1,350억m3로 거의 두 배로 급증할 것이며, 석탄화력발전이 그 중 50%

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38

석탄 화력 발전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중금속도 배출한다.  석

탄 화력발전소에서 방류된 물 때문에 발전소 주변에 서식하는 어패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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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9배 이상의 수은이 검출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39 수은은 먹이사슬

의 상부로 갈수록 고농도로 축적되며,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수은이 축적된 어류를 섭취하면 인간의 신경계통에 치명적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영유아 지능발달과 육체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탄재 오염

석탄화력발전 과정에서 석탄을 미분기로 분쇄해 보일러에 주입하면 연소 

후 석탄재(ash)라는 물질이 남는다. 이때 스스로 보일러 바닥에 떨어져 쌓이

는 재를 바텀에쉬(bo�om ash), 연기와 함께 날아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수집되

는 재를 플라이에쉬(�y ash)라고 한다.40 일반적으로 석탄재의 양은 연소 전 석

탄량의 10% 정도인데 이 중 75~85%가 플라이에쉬, 25~15%가 바텀 에쉬에 해

당한다.41

석탄 연소로 생긴 석탄재는 마른 상태로 트럭으로 수송하거나, 파이프

라인을 통해 물과 함께 처리장까지 수송한다.  트럭으로 수송할 경우 비산먼

지가 발생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송할 경우 중금속 성분과 독성 물질이 

인근 저수지 등으로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한다.  석탄재는 비소(As), 

카드뮴(Cd), 크롬(Cr), 코발트(Cobalt), 구리(Cu), 납(Pb), 수은(Mercury) 등 중금속 

뿐만 아니라 라듐(Ra), 토륨(Th), 우라늄(U)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건강에 피해를 끼친다.

비경제적인 석탄재 재활용

석탄재는 주로 물과 섞어 회처리장에 버려지거나 석고와 시멘트, 골재 등으로 재활 

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3년 기준, 국내의 5개 발전회사 중 서부발전을 제

외한 나머지 네 곳 모두 석탄재 재활용 사업에 손실을 입었다. 석탄재의 재활용 수익

보다 처리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석탄재가 처리장에 쌓이는 순간 사업장 일반폐기

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활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 원료 등 과의 혼합 

비율도 10% 수준으로 매우 낮아 활용이 어렵다.42 또한 실질적으로 재활용 되는 석

탄재는 대부분 플라이에쉬로, 바텀에쉬는 보통 토사와 5:5의 비율로 혼합되어 회처

리장에 매립되고 있어 바텀에쉬 처리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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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시장의 불안정성

석탄 산업계는 종종 석탄이 경제적이라며 석탄이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래 석탄시장에 대한 전망은 석탄 업

계의 주장처럼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전문가들은 석탄이 미래 에너지 수요

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44 다음 네 가지 변

수들은 석탄시장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석탄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 나 위험

한 지 시사하고 있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석탄이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지 불투명하다

는 사실이다. IEA의 자료에 따르면 석탄 가격이 고공행진하던 2009~2011년 

이후인 2012년 초부터 석탄가격은 과도한 공급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45 그

런데 계속되는 공급 과잉으로 이윤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번엔 업계가 다

시 생산량을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46 업계는 더 이상 수익성이 보장되

지 않는 석탄 광산 및 기반 시설에 추가 투자를 꺼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석

탄 물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길 기대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한국

이 계속 석탄 수입에만 의존하다가는 에너지 안보에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

석탄 시장의 한계 소비자인 중국이 자국 내 석탄 가격 조정에 나선 것도 

석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대기오염 저감 정책

을 펴고 산업 구조를 개혁하면서 국내 석탄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

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자 시장 위기를 의식한 

중국 정부는 서둘러 석탄 가격을 회복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자국 

내 불어나는 석탄 수요를 수입 물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국내 생산량

을 급히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인도 또한 국제시장에서 주요한 석탄 수 입국

인 것을 감안하면 세계 석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

럼 중국과 인도 등 석탄 시장을 좌우하는 국가들이 정책과 기조를 바꿀 때마

다 시장 안정성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사회 분위기도 감안해야 한다.  석탄화

력발전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향후 십 년간 발전업계 유지 비용이 늘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협의 중인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 발

전 시장이 탄소 저감형 모델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탄

소배출권 거래제가 남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확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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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탄소배출권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이산화탄소 뿐

만 아니라 질산화물과 이산화황, 수은 등에 대한 배출 규제도 강화되는 추

세이다.  따라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및 유지, 투자에 드는 비용이 계

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석탄 시장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

이다.  그린피스의 〈에너지[혁명]‐한국의 지속가능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는 연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2050년부터 연간 

37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연료에 의

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차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

다.47 전세계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경쟁하고 있다.  한국만 석

탄 수입에 의존하다가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발전소 내용 2015 2020 2030 2040 2050

석탄화력

발전소

(유연탄)

효율(%) 46 48 50 52 53

투자비용($/kW) 1230 1190 1160 1130 1100

CO₂ 배출부과금 
 포함 발전비용
($ cents/kWh)

9 10.8 12.5 14.2 15.7

CO₂ 배출(g/kWh) 728 697 670 644 632

석탄화력

발전소

(무연탄)

효율(%) 43 44 44.5 45 45

투자비용($/kW) 1440 1380 1350 1320 1290

CO₂ 배출부과금 
포함 발전비용
($ cents/kWh)

6.5 7.5 8.4 9.3 10.3

CO₂ 배출(g/kWh) 929 908 898 888 888

태양광

비용 추정

투자비용($/kWp) 1937 1506 1219 903 846

운영유지비용($/kW/a) 31 19 14 13 13

육상풍력 
비용 추정

투자비용($/kWp) 1490 1291 1219 1119 1076

운영유지비용($/kW/a) 57 53 53 56 57

발전소 별 효율 및 투자비용 전망48



21

Chapter. 2

초미세먼지

PM2.5의 위협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린 2015년 2월 2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중국발 황사까지 겹쳐 시야가 뿌옇다.  ©Greenpeace / Lim Ta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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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4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노

출됐다.  특히 서울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75시간 동안 계속됐다.  초미세

먼지 경보 도입 이후 내린 가장 긴 주의보 발령이었다.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적이 있지만 모두 24시간 안에 해제한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현상이었다.  시민들은 연일 고통을 호소했고 정부

와 언론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자료1에 따르면 그 해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총 6회(13일) 발령되었고,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는 총 14회

(27일) 발령되었다.  연중 초미세먼지의 순간 농도는 시간당 최대 112µg/m3로 

나타났다.  이는 WHO의 초미세먼지 일일 평균 권고 기준인 25µg/m3의 4.5배

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초미세

먼지 피해로 320만 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조기사망자수

는 약 2만 3,000명에 달했다.2

PM2.5란 무엇인가

PM은 미세먼지를 뜻하는 ‘Particulate Ma�ers’의 약자다.  PM10이나 PM2.5는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를 의미하며, 그 단위는 µm(마이크로미터—100만 분의 1m)

다.  국내 기준으로 PM10 이하는 미세먼지, PM2.5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분

류한다.  PM2.5는 입자 크기가 2.5µm 이하로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20~ 

1/3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초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 직접 폐포에 침투하

거나 모세혈관을 타고 체내 깊숙이 들어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로 직접 배출된 ‘1차 생성 먼지’와 대기 중 오염 물질과 

다단계 화학 반응이 일어나 형성된 ‘2차 생성 먼지’로 구분된다. 1차 생성

된 미세먼지는 주로 유기탄소(Organic Carbon),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재

(중금속 포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차 미세먼지는 유기화합물이 수산화

물(OH)이나 오존(O₃), 질산염(NO₃) 등과 산화 반응을 일으켜 변화된 ‘유기성 

2차 먼지’와 이산화황(Sulfur dioxide), 질산염(Nitrate), 암모늄(Ammonium) 등이 

대기 중 암모니아와 황, 질산화합물과 반응해 생성되는 ‘무기성 2차 먼지’로 

분류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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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가 2.5µm 이하인 2차 초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초미세먼

지는 장기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노출되어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발생하나

초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인위적 요인이나 화학 반응으로 발생

하기도 한다.  초미세먼지는 화산폭발과 황사, 숲이나 초지의 화재, 꽃가루, 

미생물, 나아가서는 바다의 물보라와 같은 자연 현상 속에서도 발생한다.  물

론 자동차나 발전소에서 내뿜는 오염물질 등 인위적 요인으로도 상당한 양

이 발생하고 있다.4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1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배출원은 제조업 

연소로, 전체 배출량의 40.4%를 차지했다.

공기 중 화학 반응으로 2차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도 간과할 수 없다.  질산

화물(NOx), 이산화황(SO₂)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화학 반응을 통해 초미세

먼지가 된다.  서울시가 2009년 초미세먼지 구성을 조사한 결과 41.7%(질산염 

19%, 황산염 22%)가 2차 생성된 것으로,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5

2014년 발표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2024년 초

미세먼지 전망에서도, 2010년 대비 1차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줄어들지만, 

2차 배출량의 증가로 초미세먼지 오염도의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

다.6 직접 배출되는 1차 먼지 뿐만 아니라 다단계에 걸쳐 생성되는 2차 먼지

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µm = micrometer

약	10µm

PM10

약	2.5µm

PM2.5

약	50µm

모래입자

약	70µm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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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초미세먼지는 그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다.  공기 중 유해 중금속과 산성 산화

물, 유기 오염 물질, 기타 화학 물질과 쉽게 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을 운반하기도 한다.7 또한 호흡

을 통해 폐포에 축적되어 염증과 폐질환을 야기하고 혈관에 흡착되어 심혈

관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심혈관, 뇌혈관, 호흡기 질환 및 암 발

병 위험이 높아져 사망률이 증가할 수있다.8

WHO의 2004년 연구에 따르면 PM2.5가 10µg/m3 상승할 때 사망률이 

0.9%,9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3%,10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

망률이 1.1%11 증가했다. 이는 단기간 노출에 대한 연구 결과로, 초미세먼지 

노출이 짧을 때도 그 영향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를 입증하듯 2010년 세

계질병부담(GBD)은 초미세먼지 때문에 2010년 한 해 세계적으로 320만 명

이 조기 사망했다고 밝혔다.12 2013년, 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

로 지정했다.13

한국의 대기 환경 기준

한국의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연 25µg/m3, 일일 50µg/m3로 WHO가 

2006년 발표한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의 잠정단계 2에 해당한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치가 세계 주요 도시들보다 높은데도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

도 기준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중

국도 1급 지역에는 연간 15µg/m3, 일일 35µg/m3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

42%

5%11%

12%

16%

13%

1%

● 제조업 연소   ● 생산 공정   

● 도로 이동 오염원   ● 비도로 이동 오염원   

● 비산먼지   ● 생물성연소   ● 비산업연소   

● 폐기물연소   ● 기타면오염원

2011년 전국 배출원별 초미세먼지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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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연간 및 일일 기준을 각각 12µg/m3, 35µg/m3, 일본은 15µg/m3, 35µg/m3, 

캐나다는 10µg/m3, 28µg/m3로 유지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연간

기준

24시간
기준

기준 수립 근거

잠정단계 1 35 75
AQG에 비해 장기적인 
사망률 위험성이 15% 높음

잠정단계 2 25 50
건강 측면 이익 외에 잠정단계1 대비 
조기 사망 위험을 6%[2‐11%] 낮춤

잠정단계 3 15 37.5
건강 측면 이익 외에 잠정단계2 대비 
조기 사망 위험을 6% [2‐11%] 낮춤

WHO 권고안
(AGQ)

10 25
PM2.5 장기 노출로 인한 심폐 질환 및 

폐암 사망 증가가 최저수준(신뢰도 95% 이상)

WHO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권고안(µg/m³)

 

국가 연간기준(µg/m³) 일간기준(µg/m³)

한국 25 50

중국 1급 15 35

중국 2급 35 75

미국 12 35

일본 15 35

영국 25 -

캐나다 10 28

호주 8 25

EU 25 -

WHO 10 25

각 나라별 초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 비교

 

초미세먼지 예보, 정확한가

한국은 2014년 2월부터 미세먼지 PM10에 대한 예보를 시작했다.  2015년 1월

부터는 전국 157곳(국가 운영 36, 지자체 운영 121)의 측정망을 통해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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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에 대한 전국적인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실시간대기환경정보센터

(www.airkorea.or.kr)를 통해 PM2.5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과 경기, 경남을 제외한 지역에는 측정망이 

아직 설치 중에 있다. 그 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실

시간 예보의 정확도는 낮다.

미세먼지 예보제는 2015년 1월 1일 본 예보 시행을 앞두고 좋음(0~30µg/m3/ 

day), 보통(31~80µg/m3/day), 나쁨(81~150µg/m3/day), 아주 나쁨(150µg/m3/day 이상)의 

네 단계로 강화해 행동요령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예보

제는 다른 국가보다 시행이 늦고 기준이 느슨했지만 개정을 통해 적절한 예

보 기준을 갖추려고 노력 중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경기 3

충북 2

충남 3

전북 2

전남 2

강원 3

경남 3

서울 3

대전 2

광주 2

대구 1

부산 1

경북 2

인천 3

25

14

11

19

6울산 2

7

1

2

2

9

제주 2 1

17

전국의 PM2.5 측정소 현황(자료제공: 환경부 대기정책과, 2015년 1월)

지자체 측정소국가 측정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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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통일하고 고농도(PM10 120µg/m3, PM2.5 65µg/m3 이상) 시에는 차량 

부제 운행과 도로 물청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농도 초미세먼

지 현상으로 경보가 발령되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혹은 발전

소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업 및 운전을 정지시키는 법령도 있다.  그러나 강력

한 행정적 조치가 부족하고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다. 차량 운행 제한 등 초미

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강제적 규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시행되지 않을 수 도 있다.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24시간 이동평균
65µg/m³초과

또는 시간평균 농도가 
120µg/m³이상 2시간 지속

24시간 이동평균
50µg/m³미만 

또는 시간평균 농도가 
100µg/m³미만

경보

24시간 이동평균 
150µg/m³초과 

또는 시간평균 농도가 
250µg/m³이상 

2시간 지속

24시간 이동평균
65µg/m³이상~150µg/m³미만 
또는 시간평균 농도가 

120µg/m³이상~250µg/m³ 
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국가 초미세먼지(PM2.5) 경보 기준(2015년 1월 1일 시행)14

초미세먼지로 시름하는 한국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초미세먼지 오염 현황은 어떨까? 서울시의 경우, 초미

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2006년 29.43µg/m3에서 2013년 25µg/m3으로 전반

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 런던, 파리 등 기타 OECD 국가의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WHO 권고 기준인 10µg/m3보다 월

등히 높다.

한반도 중심부에 있는 서울시는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다.  풍속이 약하면 대기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아 대기오

염에 취약한 지형이다.  전체적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 수 및 횟수가 과거

에 비해 일정하며, 미세먼지 최대 농도 또한 높다.  또한 인천과 충남지역에 위

치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단지는 서울시의 대기질에 직접적으로 악영향

을 미친다.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측정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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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부터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친 추이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2014년 한 해 수치를 분석해보면 주의보 예비단계와 주의보 발령

일 수가 40일에 달하고, 최대 농도는 시간당 112µg/m3다. 다른 계절보다 겨

울철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2013년 12월, 2014년 1~2월 평균 농도 

31.28µg/m316)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대기 확산이 잘 일어나고 여름철 

장마로 강우량과 강우 빈도가 높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낮다.

구분

도시대기측정소 오염도

봄(3,4,5월) 여름(6,7,8월) 가을(9,10,11월) 겨울(12,1,2월)

초미세먼지 
서울시 평균

- - 18.04 31.28

미세먼지 
서울시 평균

54 36 33 55

2013년 계절별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단위: µg/m³)17

 

초미세먼지의 입자 구성도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성분인 유기성 탄소(OC)의 경우 봄과 겨울에 농도가 가장 높았다.  초

2012년 세계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비교15

서울

뉴욕 파리

13.9

로스앤젤레스

17.9 15.0
25.2

런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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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금속 성분 중 인체 유해성이 높은 비소(As), 카드뮴(Cd), 크롬(Cr), 

납(Pb)의 경우에도 역시 겨울철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비

소의 주발생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인 것으로 알려졌다.18

이처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대기오염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배출

원을 직접 제재하기 위한 규제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고농도 사례가 발생

할 경우 대응할 방안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 2013년 서부발전의 경우 질소산

화물을 기준치보다 무려 260t을 더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 발전 역

시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량이 2012년보다 5배 가까이 늘었고, 동서발전도 

1.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 발전사 5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2,600만 원

에 불과했다.19 초미세먼지 2차생성의 주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 현행법상 벌금이 없다. 국내 규제가 얼마나 부

실한지 보여주는 예다. 중국의 경우 초미세먼지 주 발생원인 석탄의 소비량 

감축 노력과 함께 고농도 사례 발생시 차량 부제를 시행하고 인근 발전소와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지시키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한국도 직접

적이고 강제적인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첫 단계로 측정망의 전국적 확대와 

주요 배출원 파악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보건환경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피

해에 대한 학술 연구 지원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연구 자료와 측정 자료를 

대중이 접하기 쉽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발생원 관리제를 도

입해야 할 것이다.

‘중국발’ 탓은 이제 그만

초미세먼지의 피해가 심각할 때마다 정부와 언론은 ‘중국발’이라는 분석을 내놓

는다. 실제로 2013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 자료에 의하면 중국

으로부터 이동해 온 먼지가 국내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계절과 바람에 따라 

30~50%에 달했다. 서울특별시가 2011년 발표한 초미세먼지(PM2.5) 저감대책연구 

자료에도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중 약 49%가 국내가 아닌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20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국내 초미세먼지 중 외부 영향을 제외한 

약 51%가 국내에서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제2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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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시행되어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

행된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현재 

상황은 초미세먼지 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국한된 

대기환경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지자체 및 산업계의 협력으로 초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해 나간다면 피해를 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최근 중국은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으로 석탄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강한 정책

을 펴고 있다. 한국 또한 외부로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국내 피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

야 할 때다.

PM2.5

구분 최소 평균 최대

IC/BC 2.70% 4.20% 5.20%

서울 18.50% 20.90% 22.60%

인천 0.90% 2.80% 6.00%

경기 동부 4.40% 8.50% 11.50%

경기 서부 4.90% 6.10% 7.90%

수도권 외 4.60%  8.70% 15.00%

해외 40.70%  48.80% 54.80%

합계 100%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분석 결과21

PM2.5 배출 주범,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가 석탄사용으로부터 나온다. 이 중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

미세먼지가 2,752t으로 전체 배출량의 3.4%를 차지한다. 석탄화력발전소에

서 주로 배출되는 질산화물(NOx)과 이산화황(SO₂)도 공기 중 화학 반응을 통

해 2차 생성 초미세먼지를 만들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환경부의 2024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전망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1차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2차 생성 초미세먼지는 오히려 늘어나 초미세먼지 전체 오염량은 큰 개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22 서울시의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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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가 2차 생성 먼지인 만큼, 다단계에 걸쳐 생산되는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매우 크다.23 석탄화력발전소가 직접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많고 적

음을 떠나, 장기적으로 넓은 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PM2.5 PM10

국내 배출 총량 81,793t 131,176t

무연탄 43,286t 83,109t

유연탄 4,947t 9,916t

무연탄+유연탄 48,233t 93,025t

석탄 비중(%) 59.0% 70.9%

석탄화력발전소 배출량 2,752t 3,620t

석탄화력발전소 비중(%) 3.4% 2.8%

2011년 석탄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24

유연탄 발전소 무연탄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비중 
(유연탄+무연탄)

전국 오염물질 
배출 총량

CO 21,353 480  3% 718,345

NOx 104,693 3,601 10% 1,040,214

SOx 65,646 2,274 16% 433,959

TSP 3,847 113 2% 201,810

PM10 3,555 66 3% 131,176

PM2.5 2,718 34 3% 81,793

VOC 2,562 240 0% 873,108

NH3 24 0.5 0% 276,415

2011년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량(단위: kg)25

석탄화력발전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건강 피해

석탄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독성 먼지와 수은 등의 중금속 등은 초

미세먼지와 함께 결합하여 폐의 깊숙한 곳이나 혈관에 침투한다.  조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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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양한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황(SO₂), 질산화물(NO₂), 매연, 먼지, 수은 (Mercury), 

납(Pb), 비소(As), 크롬(Cr), 니켈(Ni), 카드뮴(Cd) 등이며, 이들이 유발하는 질병

은 아래와 같다.

뇌

뇌졸증

지능저하

중추신경계	질환		

생식계통

저체중아	출산

태아	성장	이상	

조산

심신발달	이상	

정자상태	약화	

오존 오존	O₃

이산화황	SO₂ 검댕/먼지질산화물	NOx미세먼지

중금속 수은

크롬	Cr니켈	Ni 납	Pb

비소	As 카드뮴	Cd

심장

심장마비(심근경색)

심박변이

심장질환		

호흡계

폐암

천식발작

감염	및	기침

폐기능	저하

어린이	폐	발달	장애		

혈관계

염증

혈액응고

혈압상승

미세먼지

오존

중금속

석탄화력발전소의 주요 배출 대기오염 물질과 건강 영향26 



34



35

Chapter. 3

조기사망자 
늘리는 
석탄화력발전

독일 프림머스도르프 석탄화력발전소. 1955년 가동을 시작해 독일 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더러운 발전소 중 하나로 꼽힌다.  ©Paul Langrock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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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조기사

망자를 발생시킨다.  중국에서는 매년 약 26만 명1, 인도에서는 매년 8만여 명

에서 11만 5,000여 명2이 석탄화력발전소 피해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또 2010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1만 3,000여 명3, 유럽은 2만 

2,000여 명이 같은 이유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4 한국의 석탄화력 

발전소도 예외는 아니다.  이 장에서는 그린피스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석

탄화력발전이 한국 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국내 조기사망자 연구

조기사망자 연간 최대 1,600명

그린피스가 하버드대학 다니엘 제이콥(Daniel Jacob)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운영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매년 1,1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는 뇌졸중(370명), 허혈성 심장병(330명), 만성폐쇄성 폐질환(150명), 폐암

(120명), 기타 심폐질환(120명) 등이 조기 사망 원인으로 꼽혔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 조기사망자 증가

한국은 2021년까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해 현재 발전 용량의 2배 규 

모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곧 조기사망자 증가로 직결된다. 그린피스가 한국

의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따라 위의 모델링 방식을 적용한 결과, 2021년 

조기사망자는 1,9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보다 800명 (최소 

400명, 최대 1,2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뇌졸중(640명), 허 혈성 심장

병(580명), 만성폐쇄성 폐질환(260명), 폐암(210명), 기타 심폐질환 (220명)이었다.

이런 계산도 가능하다.  만약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중인 석탄화력

발전소가 일반적인 수명인 40년 동안 운영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발전

소들이 수명을 다해 폐쇄하는 2061년까지 조기사망자는 평균 3만 2,000명이 

추가 발생한다.(표 참조)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은 발전소 소재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피해를 낳는다.  최첨단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21세기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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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인 화석연료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특히 전 세계가 화석연료의 각종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

환하는 가운데 한국 상황은 시대착오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석탄화력발전소 상황
운영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운영+계획중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한 발병

뇌졸중 370 640 270

허혈성 심장병 330 580 250

만성폐쇄성 폐질환 150 260 110

폐암 120 210 90

기타 심폐질환 120  220 100

전체 사망자(평균) 1100 1900 810

신뢰구간

최소 640 1100 470

최대 1600 2800 1200

석탄화력발전소로 유발되는 발병과 조기사망자 수(단위: 명)

어떻게 연구했나 ‐ 아시아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 영향 연구 방법론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 영향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구 방 

법은 ‘영향 경로(Impact Pathway)’법이다.  영향 경로 접근법은 연구 대상 배출원

의 배출 물질부터 배출 물질의 확산과 화학적 변환, 그에 따른 지역별 오염도, 

오염 노출과 건강 영향 증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반적으로 인구에 미치는 

건강 영향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이산화황(SO₂)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Dust)

본 과제를 위해 수립된 석탄화력발전소 데이터베이스

공식통계, 기업 자료 및 학계 연구 자료를 
이용해 산정한 배출율(emission rates) 

국가배출기준

연료사용 데이터(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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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 배출물질 
확산 및 화학적 변환

대기화학 모델(Geos-Chem, 하버드 대학교) 

미세먼지(PM2.5)인구노출 고해상도 인구밀도 지도(NASA)

건강영향

대규모 역학연구 결과

폐암, 뇌졸증, 심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하기도 감염증으로 인한 국가별 사망률

영향경로 접근법

배출량(Emissions)

먼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포함된 모 

든 발전소의 위치, 운영, 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  

전체 목록(inventory)은 국가별 석탄발전소 목록과 각 발전소의 기술데이터에 

기초해 작성되었다.  발전소 목록은 WEPP(Pla�s World Electric Power Plants) 데이

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CoalSwarm과 본 과업 참여국이 공동 

작성한 신규 발전 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보완했다.    

대규모 주요 발전소의 운영 데이터(열효율 및 이용률 등)는 CARMA 데이터 

베이스를, 나머지 국내용 발전소의 운영 데이터는 각 발전소의 규모와 증기 

조건을 이용해 작성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2011 국가별 총 석탄 소비

량은 IEA 데이터와 상당부분 일치했다.  그러나 연료 사용 데이터는 IEA 수치

에 맞춰 조정했으며, 특히 각 발전소의 운영 데이터를 이용해 발전소 별 석탄

사용(량)을 구분했다.  연도가스(Flue gas)량 산출에는 EEA의 무연탄 및 갈탄의 

배출계수(default factors)를 이용했다.

신규 발전소의 경우 이용률을 80%로 가정했다.  열효율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일러 유형에 따라 다음의 효율을 적용했다.  발전

소별 적용 국가 배출 기준을 파악한 뒤, 이 기준을 적용해 1차로 대기오염 물

질 배출량을 산정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전력공사인 PLN는 자사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열효율 4,300kcal, 황 함유율 0.35%인 석탄5 만을 사용하고 있

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준을 가지고 PLN 발전소의 배출율을 산정했고, 

그 외 이산화황(SO₂) 관리 기준이 없는 발전소는 황 함유량이 0.6%인 일반 인

도네시아산 석탄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해 배출율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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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력 부문에서 법적 기준치를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것은 너무나 흔

한 일이다.  실제로 일본 전력회사들이 발표한 평균 배출율은 법적 기준치

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소규모 발전

소는 오염 관리 및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배출량이 국가 기준을  

돌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 발전소의 배출율을 조정했다.

• 기업의 발표자료를 통해 수집한 각 발전소 관련 정보    

• CRS 보고서를 참조한 기업 평균 배출실적(단위: g/kWh/)   

• 국가배출 통계       

•  REAS 2.1(Regional Emission Inventory in Asia version 2.1)의 국가별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치6(2008‐2011년 석탄소비량 변화추이)  

모든 화력발전소가 가용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REAS의 TJ fuel 당 

평균 배출량으로 석탄 비중을 산정했고, IEA의 연료사용 데이터 또는 기업 

보고서의 데이터를 이용하기도 했다.  발전소 별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참고했다.  개별 데이터가 없는 발전소의 배출율은 국

가 배출 데이터를 이용해 수치를 도출했다.

전반적으로 이 목록의 수치는 국가 통계나 REAS2.1 수치보다는 훨씬 낮

게 나왔다.  태국의 이산화황(SO₂), 인도네시아의 이산화황(SO₂)와 PM, 필리

핀의 PM 등 대부분의 수치는 나머지 발전소의 배출율을 매우 높게 가정하지 

않고서는 대형 발전소 운영자가 보고한 배출량 실적과 국가 통계를 일치시

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가정과 수치 통일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다.  따라서 발전소 운영자가 보고한 정보(자료)를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수

치를 도출했다.  배출농도기준(PPM)은 총 PM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Pla�s을 통해 기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PM10과 PM2.5 비율은 발전

소에서 사용하는 PM 제어 기술에 미국 EPA의 AP‐42(배출계수) PM 입경 분포

를 적용하여 산출했다.  그 밖에 농도가 500mg/Nm3 미만인 굴뚝 배출 및 비

규제 연소에는 전기 집진장치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가정했다.  

신규 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배출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 

발전소가 국가 배출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가정했다. 대상 지역에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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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을 시작한 발전소 관련 데이터를 감안해 신규 발전소의 이용율은 80%

로 가정했다. 기존 배출율이 국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국가와 발전소 운영자

의 신규 발전소는 동일한 비율로 국가 기준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순환유동층보일러†, 배연탈황‡ 및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 NOx 저감

형 보일러‡‡, 아임계압보일러‡‡†, 집진장치에 대한 기술별 최소 배출억제 기

준을 규정했다. 배출억제 기술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신규 발전소는 99% 집진

효율의 전기 집진기를 설치했을 것으로 가정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

마 등 신규 발전소에 대한 배출기준이 다소 약한 국가의 경우 수치를 최저 

수준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신규 발전소 배출율은 매우 낮게 

산정되었다. 

대기모델링(Atmospheric modeling)

대기의 흐름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대기모델링은 하버드대학교의 다니엘  

제이콥(Daniel Jacob) 교수의 연구진이 맡아서 수행했다.  연구진은 글로벌 대

기조성 모델(GEOS-Chem/www.geos-chem.org)을 이용해 석탄화력발전소 배출의 

현재와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PM과 오존의 표면 대기 농도를 정량화했다.  

GEOS-Chem는 세계/지역 단위 대기 조성 모델링을 위한 공개된 모델링방식

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기 중 오염 물질의 이동과 화학적 변환

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특정 오염원(source)의 배출과 수용점(receptor)의 오

염농도의 관계를 나타내주기도 한다.‡‡‡

먼저 각각의 오염원의 배출량을 입력하여 모델을 실행하고 현재 가동 중 

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은 제외한 다음 모델을 재실행한다.  두 실행 결

과에서 나타난 오염도의 차이가 바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 비중이다.  신

규 발전소의 대기질 영향 산정의 경우, 모든 배출원의 총 배출량에 이들 발전

소의 배출량을 더하여 모델을 실행하면 그 값을 얻을 수 있다.

건강 영향(Health impacts)

건강 영향 평가에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보고서 “미세먼지의 건강위험성 정

량적 평가(Quantitative Health Risk Assessment for Particulate Ma�er7)”의 평가 방법을 

사용했다.  이 보고서는 PM2.5의 건강 영향을 주제로 한 대규모의 역학연구 

석회석, 석탄회, 모래 등 불활성 입자군

으로 이루어진 층의 하부에 공기를 주입

해 형성된 유동층내에서 석탄을 연소시

키는 방식

매연을 굴뚝으로 배출하기 전에 석회를 
사용해 황을 저감하는 장치

촉매와 함께 NH₃, CO, 탄화수소 등의 환

원제를 사용하여 NOx를 N₂로 전환시키

는 기술

질소산화물(NOx)을 적게 배출하는 보일러

NOx 제거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채 아역

청탄을 태우는 보일러

†

‡

‡†

‡‡

‡‡†

‡‡‡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기화학 모델링 그

룹에서 개발한 3차원 전구 대기화학 수

송모델로, 현존하는 가장 최신 모델 중 하

나. 대기에서 오존을 포함한 여러 기체상

의 화학물질과 에어로졸의 시공간적 분

포를 모사하며, 대류권의 화학조성, 대

기오염, 전 지구적 기후변화 등 광범위한 
대기화학문제에 적용되어 왔다. GEOS-

Chem모델은 하버드대학 제이콥 교수 
연구진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제이콥 
교수는 전 세계 100여 개 연구팀으로 이

루어진 GEOS-Chem 모델링 커뮤니티

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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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미 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의 대규모 추적 연구8 결과와 연구저자

들의 추가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팀은 18년 동안 120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병력과 주거 기

록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교란변수(confounding factor)를 통제할 수 

있었다. EPA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자료를 보고서 작성의 토대로 선택

하였다.

1  활용 가능한 자료의 조사기간이 18년으로 확대되어(1989‐2000년에서 1982‐2000년

으로) 해당 연구의 영향력이 강화됨   

2 다양한 모델 유형과 영향 평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   

3  다양한 생태학적(사회적, 경제적, 인구통계적) 변수를 포함함(PM2.5 노출과 사망(율)

간 관계에 생태학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   

4  PM2.5에 있어 공간기울기와 이에 따른 대응모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관련 분

석(LA를 중심으로)을 포함함     

5  대상자 120만 명, 대상지 156개 대도시 통계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을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

 

뇌졸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타 심폐질환으로 인

한 사망 위험 데이터는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의 모델

링 부분에서 국가별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따라서, 각 국의 인구 연령 구조

와 건강 현황 등 인자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기 모델을 통해서는 각 지점별 총 오염도와 국가 별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 물질 배출 비중을 산출한다.  EPA 역학연구의 10µg/m3 당 위험요소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PM2.5 연평균 수치 증가에 적용한다.  각 원인 별, 구 

획(격자칸) 별 조기사망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준 사망률] × (1 ‐ 1/[위험비(Hazard Ratio)]^([PM2.5증가량]/10µg/m³) × [인구수]

위험비(Hazard Ratio)란 연평균 PM2.5 노출량의 10 µg/m3 증가에 따른 특정 질

병 요인의 사망 위험 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일 년에 10만 명 중 

3백 명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부분의 역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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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해당 지역의 PM2.5 수준이 심장질환 위험을 50% 증가시킬 수 있을 

수준이며 10만 명 가운데 100명이 PM2.5로 인해 사망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 때, 그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PM2.5 기여도(contribution)가 

10%라고 가정한다면, PM2.5로 인한 사망의 10%(10만 명 당 10건의 사망)는 석탄

화력발전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망률을 해당 지역의 전체 인

구에 적용하면 전체 사망률을 얻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의 역학자료에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PM의 영향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50µg/m3 이상의 건강 영향은 해당 연구에서 제외 

되어 보수적인 수치가 도출되었다.  건강 영향 평가에 사용된 위험비(HR)는 

다음과 같다.

10-µg/m³
차이에 
따른 HR

신뢰구간 95%

저 고

심폐질환 폐암 1.128 1.077 1.182

 허혈성 심장질환 1.287 1.177 1.407

폐암 1.142 1.057 1.234

연구지역의 인구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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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인근주민의 실제 피해사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이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피해는 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여기서는 국내 전체 화력

발전소의 47%가 위치한 충남지역과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사례를 통해 실제 피해 상황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민 피해 사례1 ‐ 충청남도

국내 화력발전소의 약 47%가 밀집한 충남지역은 중부발전의 보령화력과 서

천화력, 서부발전의 태안화력과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등의 소재지다.  이렇

게 발전시설과 송전시설이 많다 보니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실제로 2014년 7월 지역언론을 통해 보

도된 주민 건강 피해 실태는 심각했다.9

보령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김종호씨 증언 

“보령화력발전소에서 2km 떨어진 마을에 조상 대대로 살아왔다. 집 한가운데로 고

압 송전탑도 지나고 있다. 저기압으로 안개가 끼거나 눈비가 오는 날엔 화력발전소에

서 나는 분진과 탄가스 냄새로 두통과 기침이 심하다. 심한 경우 두통과 구토로 밤에 

잠을 못 잔다. 화력발전 가동을 중단하라는 것도 아니고 분진과 가스 냄새를 줄여 달

라고 민원을 내면 오히려 발전소 직원들이 협박하고 회유한다. 20여 년 동안 직원들

이 하는 말은 ‘노력 중이다’, ‘연구 중이다’, ‘실험 중이다’이라는 게 전부다. 담당자와 

민원이 어느 정도 오고 가면 담당 직원을 인사이동시켜 새로 온 직원과 원점에서 다

시 시작해야 하는 악습만 되풀이되고 있다.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발전소 대변인 

같은 말만 한다. 마을 주민들은 간암, 폐암, 위암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그 원인조

차 알 길 없다. 손녀가 2명 있는데 큰애는 미숙아로, 작은 애는 기형으로 태어났다. 환

경 때문인지, 고압 철탑 때문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집안에 유전적 원인은 없다. 원

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대부분은 자연 유산과 스트레스, 우울·공포·불

안 증세를 겪는 등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충청남도 의뢰로 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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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환경보건센터가 진행한 주민 건강 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내 4개 화력발전

소(당진·보령·서천·태안)와 당진제철 철강단지, 서산 석유화학 단지 주변 지역 

주민 19.2%(482명 중 93명)의 소변 내 비소가 노출기준(400µg/ℓ)을 초과했다.  또 

대상자 중 9명에게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되기도 했다.  충남지역 발전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우리나라 총 사회

적 비용의 37.5%(2조 580억 원 중 7,712억 원, 2010년 기준)를 차지한다.10 그러나 정부

는 피해 보상이나 구제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여전히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민 피해 사례2 ‐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인천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는 5080MW의 발전용량 

이 외에 추가로 7·8호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새 화력발전소에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라고 투쟁하는 ‘청정연료발전대책위원회’가 2015년 인천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지역 주민 중 일부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갑상선암, 폐

암으로 사망했거나 투병 중이다.  또 2년마다 발전소 발전기금으로 건강검진

을 실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없어 피해 사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

고 있다고 탄원서는 강조하고 있다.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질산화물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

소 피해와 온배수의 어장파괴도 심각하다.  또 노상에 방치된 회처리장 및 석

탄 하역장의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려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화력

발전소 측은 이를 외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남동발전이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도 무시한 채 영

흥화력발전소 7·8호기에 유연탄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인접한 이곳에 석탄화력발전량이 늘어나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11

수도권대기에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량 살포하나

(전략) “환경부가 이달 초 국회의 영흥화력발전소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

면, 영흥 7 · 8호기가 석탄발전소로 지어질 경우 해마다 약 42t의 미세먼지를 수도권 

대기로 날려 보내게 된다. 7만 대에 이르는 서울시 전체 등록 택시 대수의 갑절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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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12만 7000여 대의 경유 택시가 1년 동안 직접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양이다. 

함께 배출되는 연간 1213t의 황산화물(SOx)과 872t의 질소산화물도 대기 중 물리화

학적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로 전환된다. 천연가스발전소로 지어지면 황산화물과 미

세먼지는 나오지 않고 질소산화물만 393t 배출될 뿐이다.   

 아주대 환경공학과 김순태 교수팀의 대기 영향 모델링 결과, 석탄발전소로 지어

지는 영흥 7 · 8호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예측됐다. 김 교수는 “영흥도에서 가까운 인천에서는 인체에 특히 유해한 초 미

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 최대 15.814µg/m³, 일일 최대 5.389µg/m³까지 증가하는 

지역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5.389µg/m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24시간 권장 기준치(25µg/m³)의 20%가 넘는 수준이다.” (후략)

영흥면 청정연료발전대책추진위원회 육종률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 피해가 심각한데도, 남동발전이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석탄연료 사용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

으로 석탄화력발전은 감소세다.  국제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나라

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의 유연탄 연

료 사용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염 물질 배출 늘어도 허울뿐인 환경규제

김기현 전 의원이 200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06년 4년 동안 국내 

5대 발전사 산하의 발전 시설 모두가 대기 오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 물질 중에는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황산화물과 질

소산화물 등이 포함되며 총량은 무려 8,352t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기에 부과

된 초과 배출 부과금은 먼지 770원/kg, 황산화물 500원/kg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  2013년에는 서남부 지역 6개 발전소를 

가동하는 서부발전이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

물을 기준치보다 무려 260t이나 더 배출했다.  이는 한해 전보다 4배나 늘어

난 것으로, 발전소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가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남

부발전 역시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량이 2012년보다 5배 가까이 늘었고, 동

서발전은 1.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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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3년 발전 5사의 대기 오염 물질 초과 배출로 인한 부과금의 총합

계액은 2,6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12 환경 및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에 비하

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질소산화물(NOx)은 벌금 부과 대상에

서 빠져있어 현행법상 벌금조차 물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5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대기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의무

가 있다.  오염 물질 배출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35조에 

의거해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부과금이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

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발전소 특혜 조항이 숨어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2항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

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

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기환경보전법 37조 1항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

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 고용 · 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갈

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37조 3호에 명시된 발전소의 발전 설비 시설인 ‘공익에 현

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해도 제33조부터 35조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받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라 2억 원 이하의 과징금만을 징수할 뿐이다. 이는 석탄화

력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적절한 처리 없이 대기 중에 대량 배출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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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일반사업장과 달리 조업시간 제한이나 조업정지 같은 행정처벌이 아닌 

가벼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의 관리 

소홀 문제로도 이어진다.  실제로 충남 보령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오염 물질

이 잘 정화됐는지 확인하는 암모니아 측정기를 300억 원을 들여 만들고도 

9년 동안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13 정부와 발전사들은 화력발전시

설이 탈황†·탈질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환경 및 건강 

문제가 경미하다고 홍보하지만 이처럼 큰 돈을 들여 설치만 할 뿐 관리 운영

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해야

정부는 오염 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

소의 대기오염배출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특히 현재 진

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각종 피해 

조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발전사도 발전소 주변의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에 대한 연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

하게 공개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계획된 석탄 화력발

전소 증설 계획을 재고하고, 철회하는 일이다.

†  SO₂ 저감설비       ‡  NOx 저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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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세계의 흐름

독일 보르쿰리프가트(Borkum Riffgat) 해상풍력단지. 30개의 터빈이 108MW를 생산해 11만 2,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Paul Langrock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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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합의했다.  두 국가가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석탄 소비량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41%가 전기

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데 이 중 72%가 석탄화력발전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천연가스 21%, 석유 7%, 기타 1%)1

반면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1만 2,18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중국과 미국 외에도 유럽

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은 연이어 탈석탄 정책을 기반으로 에너지 계획을 발

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때다.

미국 ‘Clean Power Plan’

2014년 6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역대 미국 행정부 조치 중 가장 강력하고 

획기적인 탄소배출 규제안을 내놓았다. ‘Clean Power Plan’이라고 불리는 이 

41%

16%

20%

6%

11%

6%

● 전력 생산   ● 도로 교통   

● 기타 운송   ● 산업   

● 주거   ● 기타 

전세계 분야별 탄소배출 비중

72%

7%

20%

1%

● 석탄   ● 석탄   

● 천연가스   ● 기타

전력생산분야 연료별 탄소배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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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안은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 규모를 2005년 배출량 기준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30% 감

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총 7억 3,000만t 이

상의 탄소가 감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미국 전체 차량의 3분 의 2에 해당

하는 1억 5,000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2

이 규제안은 각 자치주가 세부적인 감축 계획안을 2017‐2018년 내에 연

방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PA에 의하면 미국이 목표로 정

한 기간 내에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0년까지 2012년 기준 석

탄화력발전소 용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60GW, 총 100기 이상을 폐쇄해야 

한다.3 전국에 걸쳐 대규모 규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미국 내 석탄화력발전소

는 이미 2002년 633곳에서 2012년 557곳으로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2002년 

대비 27% 이상의 석탄발전소가 2020년까지 폐쇄될 전망이다. 

EPA는 지난 2011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The Mercury and Air 

Toxics Standards(MATS)’라는 새로운 대기오염 배출 기준도 내놓았다.  MATS 

기준에 따라 25MW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중유발전

소는 이산화황(SO₂), 수은(Mercury), 비소(As)와 중금속 성분 배출량을 대량 감

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4 이렇게 신설된 규제는 

201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가 이와 같이 강력한 정책을 대거 시행함에 따라 전문가들

은 미국 대기 환경이 좋아지고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EPA 자료5에 의하면 5,400~5,600t의 초미세먼지와 42만 4,000~47만 1,000t의 

황산화물질, 그리고 40만 7,000~42만 8,000t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600~2,700명의 조기사망자가 

감소하고 어린이 천식 환자 약 15만 명, 입원 환자 약 2,800명이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중국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2013년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 65%의 에너지원이 석탄이었으며,6 2011년에는 세계 석

탄 소비량의 절반에 가까운 36억t을 소비했다.  그 결과 석탄화력발전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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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켰다.† 점차 대기 오염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석탄이 주범

으로 떠올랐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성(省) 단위 별 석탄 소비 감

축 목표를 담은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Airborne Pollution Prevention Control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중국이 석탄 확대 정책을 사실상 끝내겠

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될 만큼 의미가 크다.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은 중국 내 석탄 소비량이 가장 높은 지역—베이

징, 텐진, 허베이, 산둥지역—석탄 소비량에 상한선을 둬 제한하겠다는 내용

이다. 이 네 성은 2017년까지 석탄 소비량을 각각 1,300만t, 1,000만t, 4,000만t

과 2,000만t씩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계획에는 중국 내 경제적으로 주요

한 세 지역(베이징‐텐진‐허베이, 양쯔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에 신규 석탄화력발전

소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충칭, 지린, 샨씨 등 기타 도

시도 석탄 소비량 감축 목표를 추가 발표했다.7 중국 최대 석탄 소비지역인 산

둥성의 단일 소비량만 봐도 독일과 일본의 소비량을 합친 것과 같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4개 지역의 감축 목표가 모두 이행되면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

계 석탄 소비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위 감축 목표를 달

성하면 중국은 2020년 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3억t 감축될 것

으로 예측된다. 이는 캐나다와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친 것과 같은 양

이다.8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 중 반 이상이 중

국의 영향인 만큼 중국의 석탄 소비 감축 계획 효과는 굉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석탄 소비 감축 노력과 함께 석탄 발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급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생가능에너지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2014년 

11월 20일 ‘신에너지 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의 전문9을 발표했다.  이 

행동계획은 2020년까지 에너지 자급률을 약 85%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절약, 청결, 안전’을 방침으로 향후 에너지 절약을 최우선으로 두

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

용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0%에 불과했던 비화석 연료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높이고 석탄 소비 비중을 62%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석

탄 소비 총량을 42억t으로 감축하는 등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라는 불명예

† 그린피스 중국사무소 연구에 의하면 석

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중국 
내 건강 영향의 약 20%에 책임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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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중국 내 화력발전, 수력발전 다음을 차지하

는 에너지원은 바로 풍력 발전이다.  풍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풍력발전과 더불어 태양광발전 비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  블룸버그10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중국에 12GW의 태양광발전소

가 증설됐는데, 이는 전 세계 단일 연도 증설 수 중 최고치다.  2013년 이전 중

국 전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총용량을 초과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국의 야심 찬 석탄 소비 감축 계획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계획은 

향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처럼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이 2014년 서로 

협력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행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을 2005년에 비해 26~28%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30년부터 중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고 약속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특정 시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언급하며 국제사

회에 약속한 것이다.  또 2030년까지 중국 전체 에너지원의 20%를 비 화석연

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약 1000GW에 달하는 용량의 비 화석연

료 발전용량이다.  양국이 이와 같은 약속을 지켜나가는지,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조치가 이행되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 선진국 독일, 석탄화력발전이 늘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내 반핵 운동에 힘이 실렸다. 독일 메르켈 총리

는 두 번째로 큰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가

능에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nergiewende’라 불리는 이 에너지 전환 정책

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50%, 2050년까지 80%를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대

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2050년까지 80~9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독일 내 석탄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



55

기됐다. 석탄화력발전이 독일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이다. 2014년 기준 에너지원의 25.6%가 갈탄, 18%가 석탄으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2013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약 1% 낮아진 수준이다. 또 2010년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이후 독일 내 에너지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석탄발전으로의 회귀는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2010년 이후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는 52.6TWh가 증

가했다. 원자력발전 분야 발전 감축량을 대체하고도 남을 양이다. 반면 전력 생산에 

쓰인 갈탄(Lignite) 사용량이 단기간 증가한 것은 전력 수출의 증가와 유럽 내 원료 가

격 변동으로 가스가 석탄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14년 독일의 전체 석

탄 소비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독일 내에 총 6.7G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증설되고 3.8GW가 폐쇄

되었다고 알려져 오해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추가된 발전 용량은 모두 2011년 이전

에 이미 건설이 시작된 것이었다. 현재도 4.3G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

지만, 동시에 향후 4년 동안 4G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따라서 실

제 석탄발전 용량 증가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11

한편, 현재 독일 내에 설치 운영 중인 풍력 및 태양광발전 용량은 각각 29GW, 

25GW(2011년 기준)로 유럽연합 내 최대 수준이다. 이는 유럽연합 전체 풍력발전 생

산 용량의 절반, 태양광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독일은 선진적인 에너지 정책

으로 향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45%로 높이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

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이 늘어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독일 전력시장 재생에너지 비중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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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그린피스의 요구

2008년 9월 8일 그린피스의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이스라엘 아쉬글론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해상액션을 벌이고 있다. ©Chameleons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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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탄화력발전의 살인적 피해를 직시하라.

석탄은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자원이다.  기후변화의 주범이며,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유발한다.  건강에도 건강에도 극심한 피해를 끼친

다.  앞서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에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최대 1,600명이 조기사망하고 있

다.  또한 2021년까지 계획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갖추면 매 년 

1,100~2,8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독성 입자와 오존, 중금속에 노출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점

차 줄여가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몇몇 국가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늘려가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외에도 24기를 건설하고 있거나 또는 증설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 건강

을 해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

위다.  21세기에 구시대적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사망자가 증가하는 사실

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한국은 이제 석탄화력발전의 살인적 

피해를 직시해야 한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

전소 확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2.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강제적 규제를 시행하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발전사업자와 산업부가 주도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는 환

경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 건강 영향과 환경 피해,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영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2011년 기준 

국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의 약 6%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 물질인 질산화물(NOx)의 10%, 이산화황(SO₂)의 16%를 포함하며, 초

미세먼지(PM2.5)의 3%, 미세먼지(PM10)의 3%를 포함한다. 이 물질들은 공기 중

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 원인이 된다. 2014년 발표된 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실린 2024년 초미세먼지 전망에 따르

면 2010년 대비 1차 생성 먼지는 줄어들지만, 2차 생성량의 증가로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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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원

을 직접 제재하기 위한 규제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고농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방안도 부족하다. 초미세먼지 2차생성의 주 원인인 질소산화물

(NOx)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 현행법상 벌금이 없다. 

2012년 국내 초미세먼지 연 평균농도는 24.6µg/m3로 WHO의 초미세먼

지 대기환경기준 연평균 농도인 10µg/m3의 2.5배에 달한다.  한국은 201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예보를 시작했지만, 측정망 분포가 고르지 

않아 지역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측정망을 좀 더 세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초미

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현재  WHO 잠정단계 2에서 권고 기준 수준으로 상

향조정 해야 한다.  나아가 대기오염 배출 감시를 강화하고, 배출량을 초과하

는 발전소에 대한 처벌 및 벌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감시와 처벌이 소극적

인 권고에 그쳐서는 안된다.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도록 법과 규제에 강제성과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3. 비경제적인 석탄 소비를 감축하라.

석탄은 저렴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석탄은 그동안 값이 싸고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 이

상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로 사망하고 있다.  또한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4%를 차지하여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석탄화력발전은 현재 환경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

시키는 산업이다. 동아시아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산업으로만 4,528억 달러

의 환경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전 세계에서 환경비용을 가

장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석탄화력발전이 

절대 저렴하거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또 세계

가 점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합의하고 기후변화협약 신설을 앞둔 시점에, 

한국 또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은 유연탄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석탄의 가격은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이다.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효율은 점점 증가하고 비용은 감

소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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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은 점점 그 명성을 잃어 갈 것이다.  그린피스는 한국에서 건설 혹은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가동되는 2030년이면 재생가능에너지의 단가

와 석탄의 단가가 역전될 것으로 예측했다.2 이처럼 세계 석탄 시장에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시장도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

발전소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에너

지 자립의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4.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여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 현

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약 40%가 석탄으로 생산된다.  한국 정부는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13년 기준 

3%(1만 5,771Gwh)라고 발표했지만,  국제 사회 재생가능에너지 기준을 적용

하면 2.3%(1만 4,982Gwh)에 불과하다.3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027년까지 발전

량 기준 12.6%(9만 134Gwh)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8%(61,996Gwh)에 불과하다. 중국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 

소비량을 줄이고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원의 20%를 비화석 연료로 대체하겠

다고 약속했다. 한국보다 태양광에너지 잠재력이 부족한 독일도 지난 10년

간 총 전력 소비량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9.3%에서 27.3%로 확대했다.

 그린피스는 에너지[혁명] 보고서에서 한국이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

너지 비중을 60%로 늘리고 21세기 말까지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기술 가용성이나 용지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

출국인 한국은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을 약속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력과 화석 연료

를 고집하는 것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재생가

능에너지 시장에 지금 뛰어들지 않는다면, 결국 미래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선진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 한국만의 신재생에너지: IPCC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란 태양 및 지구물리학적

이며 생물학적인 에너지 형태로, 사용한 
만큼의 양이 자연 과정을 통해 그 동일한 
양 또는 더 많은 양이 재생성되는 자원이

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킨 
에너지원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한국 정

부의 기준은 자연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

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 방식까지 재생

가능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어 국제 기준

에 미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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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석탄화력발전소의 유형

1 미분탄화력발전소(PCF power plants)

미분탄화력발전은 미분탄(석탄을 분쇄하여 얻은 석탄가루)을 보일러에 주입한 다음 1,300~ 

1,700°C의 고온에서 연소시켜 이 때 발생한 증기를 이용해 발전기와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

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석탄화력발전 방식으로서 석탄화력 발전량의 

90% 이상, 전 세계 발전량의 약 38%가 미분탄보일러(PCF) 방식을 통해 생산된다.  

그러나 PCF발전소의 효율성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아무리 효율성이 높다 해도 PCF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50%에 지나지 않으며, 국제 평균 효율은 32%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한다. 바꾸어 말하면 에너지 손실률이 70%에 달한다. 에너지 효율이 낮을수록 전력 생산에 

더 많은 석탄이 소비되고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가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 석탄화력

발전소 가운데 90%는 미분탄보일러(PCF)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2 유동층연소발전소(FBC plants)‐유동층연소보일러

유동층화력발전은 석회석, 석탄회, 모래 등 불활성 입자 군으로 이루어진 층의 하부에 공기

를 주입해 형성된 유동층 내에서 석탄을 연소시키는 방식이다. 이때 유동층 연소방식은 조업 

압력에 따라 상압유동층연소(Atmonsperic FBC)과 가압유동층연소(Pressurized FBC)로 분

류된다. 연소 온도는 미분탄보일러 보다 낮다. 이때 연소되는 연료가 불활성 매체에 둘러싸

여 있어 연료의 종류, 화분, 수분함량 등이 변해도 연소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미분탄 연소 

등 기존 연소에 적합하지 않는 저질 연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유동층 연소는 연소실내온도가 750~950°C 정도로 기존 연소로에 비해 연소온

도가 낮기 때문에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석탄 연소로 인해 발생하

는 황산화물의 95% 이상을 연소와 동시에 제거할 수 있어 보일러 내 탈황 효과가 뛰어나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동층연소보일러 기술에는 저질탄이 사용되고 있어 에너지 저효율 

문제까지 더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IGCC) plants)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는 석탄을 먼저 가스로 바꾸고(석탄가스화) 이 가스가 연소하

면서 가스 터빈을 돌리고, 그 연소된 열로 인해 증기가 발생되면서 스팀터빈을 돌리는 방법

이다. 이렇게 두 가지 복합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여 이를 ‘석탄가스화복합발전

(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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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밀폐 가압로 내 고압 환경에서 석탄을 가스화시

켜 일산화탄소(CO)와 수소(H₂)가 주성분인 합성가스(Syngas)를 제조하고, 이 가스를 이용해 

가스 터빈을 구동한다. 2단계에서는 이전 공정에서 배출된 배기가스로 증기를 생산하여 또 

다른 증기 터빈을 구동한다. 일반적으로 IGCC 발전소 발전량의 60~70%는 1단계의 가스 

터빈이, 그리고 나머지 전력은 증기 터빈(2단계)이 생산해 낸다.

세 가지 화력발전기술 가운데 가장 최신 기술로, 평균 열효율은 40~60%다. 2014년,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3곳, 유럽에 3곳, 일본에 1곳 등 총 7곳의 IGCC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국

내에서는 서부발전이 태안에 한국형 IGCC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

너지 중 신에너지로 분류되어 차세대 친환경에너지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석탄을 가열하

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 방식임에는 틀림없다. IEA는 이를 화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2013년 한국의 석탄수입 현황(단위: 천톤, %)

구분

누 계

유연탄 무연탄 총계 비율

호주 46,224 3,725 49,949 40%

인도네시아 35,809 - 35,809 29%

러시아 13,152 1,787 14,939 12%

캐나다 12,883 - 12,883 10%

미국 6,060 - 6,060 5%

중국 1,422 1,487 2,909 2%

베트남 - 1,124 1,124 1%

기타 507 313 820 1%

남아프리카 165 - 165 0%

사이프러스 - 46 46 0%

계 - - 124,704 100%

출처 : 대한석탄협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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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구역별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량(2011년 기준)1

시도 시군구
배출원

중분류

연료대

분류

2011년

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₃ 

부산

광역시
사하구

민간발

전시설
유연탄 18,668 386,698 374,656 11,655 11,451 9,237 2,240 21

대구

광역시
서구

민간발

전시설
유연탄 102,043 952,249 1,263,076 28,827 28,323 22,846 12,245 114

인천

광역시
옹진군

공공발

전시설
유연탄 2,701,950 4,331,591 5,966,878 245,323 241,030 194,419 324,234 3,026

울산

광역시
남구

민간발

전시설
유연탄 101,217 895,942 863,112 14,163 8,243 2,873 12,146 1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민간발

전시설
유연탄 117,524 932,108 136,946 20,579 20,219 16,309 14,103 132

강원도 강릉시
공공발

전시설
무연탄 77,006 754,115 223,327 18,044 10,502 5,470 38,503 72

강원도 강릉시
공공발

전시설
유연탄 240,255 2,374,712 844,277 16,851 16,556 13,355 28,831 269

강원도 동해시
공공발

전시설
무연탄 234,407 761,530 1,595,760 33,360 19,415 10,112 117,204 219

강원도 동해시
공공발

전시설
유연탄 145,745 474,298 1,184,728 6,232 6,123 4,939 17,489 163

충청남도 보령시
공공발

전시설
유연탄 3,338,949 17,385,365 10,879,047 649,328 637,965 514,592 400,674 3,740

충청남도 서천군
공공발

전시설
무연탄 168,227 2,085,023 455,244 61,312 35,683 18,585 84,113 157

충청남도 서천군
공공발

전시설
유연탄 181,646 2,250,821 588,109 19,806 19,459 15,696 21,798 203

충청남도 태안군
공공발

전시설
유연탄 3,356,971 19,801,651 11,503,801 824,173 809,750 653,157 402,837 3,760

충청남도 당진군
공공발

전시설
유연탄 3,385,441 16,995,723 7,830,882 525,269 305,707 106,534 406,253 3,792

전라북도 군산시
민간발

전시설
유연탄 250,285 746,915 598,487 22,953 22,552 18,190 30,034 280

전라북도 익산시
민간발

전시설
유연탄 28,140 371,927 531,304 10,009 9,833 7,932 3,377 32

전라남도 여수시
공공발

전시설
유연탄 577,071 2,748,013 1,159,380 101,020 99,252 80,058 69,249 646

전라남도 여수시
민간발

전시설
유연탄 504,199 1,880,077 741,861 123,329 112,532 85,019 60,504 565

경상북도 구미시
민간발

전시설
유연탄 133,164 2,159,829 1,996,303 35,451 34,831 28,095 15,980 149

경상남도 고성군
공공발

전시설
유연탄 2,820,205 20,163,217 11,517,243 755,738 742,512 598,922 338,425 3,159

경상남도 하동군
공공발

전시설
유연탄 3,349,164 9,841,785 7,665,851 436,657 429,015 346,050 401,900 3,751

총계　

유연탄 21,352,637 104,692,919 65,645,939 3,847,365 3,555,354 2,718,224 2,562,316 23,915

무연탄 479,640 3,600,668 2,274,330 112,716 65,601 34,167 239,820 448

유연탄+무연탄/전국배출량 3% 10% 16% 2% 3% 3% 0% 0%

전국총배출량(단위: 천) 718,345 1,040,214 433,959 201,810 131,176 81,793 873,108 276,415

단위:kg ,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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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예보 등급2

물질 단위
농도산정

시간기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PM10 µg/m³ 24시간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µg/m³ 24시간 0~15 16~50 51~100 10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 활동 시 특
별히 행동에 제
약을 받을 필요
는 없지만 몸 상
태에 따라 유의
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
리한 실외 활동 
제한, 특히 천식
을 앓고 있는 사
람이 실외에 있
는 경우 흡입기
를 더 자주 사용
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
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
리한 실외 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
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
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
리한 실외 활동 
제한, 목의 통증
과 기침 등의 증
상이 있는 사람
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배출원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단위: ton)3 

서울(비율) 전국(비율)

계 2,732(100) 113,114(100)

에너지 산업 연소 13(0.05) 3,534(3.1)

비산업 연소 172(6.3) 1,326(1.2)

제조업 연소 1(0) 45,721(40.4)

생산 공정 0(0) 5,876(5.2)

도로 이동 오염원 788(28.8) 11,988(10.6)

비도로 이동 오염원 540(19.8) 12,792(11.3)

폐기물 처리 10(0.4) 209(0.2)

기타면 오염원 30(1.1) 348(0.3)

비산 먼지 1064(38.9) 17,390(15.4)

생물성 연소 115(4.2) 13,9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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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2015년 1월 1일 시행)

1  시 · 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

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

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 · 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  시 · 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탄화력발전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건강 피해4

오염물질 관련 건강 피해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적 영향

High Volume Hazardous Air Pollutants

Sulphur dioxide(SO₂)/이산화황
호흡기관, 폐기능, 천식의 악화와 만성 기관지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눈 자극; 심장병 악화; 허혈성 뇌졸중 위험

Nitrous oxides(NO₂)/이산화질소
천식발병 및 악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부정맥, 허혈성 
뇌졸중, VOCs의 햇빛과의 반응으로 인한 O₃ 생성

Particular matter; PM10, PM2.5/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호흡기관: 천식발병 및 악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심혈관: 심부정맥, 급성 심근경색증, 울혈성심부전 

신경기관: 허혈성 뇌졸중

Ammonia(NH₃)/암모니아 호흡기 자극, 피부 및 눈 화상, 이차입자 전구물질

Hydrogen Chloride and Fluoride(HCI, HF)/
염화수소 및 불소화합물

피부, 눈, 코, 목, 호흡경로의 급성 자극

Organic Pollutants

Dioxins and furans/다이옥신 및 퓨란
잠재적 발암물질; 생식기, 내분비 및 면역체계 영향 

다이옥신은 먹이사슬 안에서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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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잠재적 발암물질; 간, 신장 및 고환 이상반응; 
정자손상 및 생식 약화

Non-Methane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Aromatic hydrocarbons/방향족탄화수소
피부, 눈, 코, 목 자극; 호흡곤란; 폐기능 장애; 

시각자극의 반응 둔화; 기억력 손상; 위장 장애; 간과 
신장에 영향; 신경기관 이상반응, 벤젠은 강력한 발암물질

Aldehydes including formaldehyde/
포르알데히드를 포함한 알데히드류

발암의심물질; 눈, 코, 목 자극; 호흡기관 증상

Heavy Metals

Mercury, in food as Methylmercury/
수은 및 식품 안의 메틸수은

뇌, 신경기관, 신장 및 간 손상

Lead (Pb)/납
어린이 신경기관 손상; 학습, 기억 및 행동 장애; 
간 손상 의심물질; 심혈관질환, 빈혈증 원인

Antimony(Sb), Arsenic(As), Beryllium(Be), 
Cadmium(Cd), Chromium(Cr), Nickel(Ni), 

Selemium(Se), Manganese(Mn)/안티모니, 비소,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 니켈, 셀레늄, 망가니즈

발암물질(폐, 방광, 신장, 피부) 신경, 심혈관, 피부, 호흡 및 
면역체계 이상반응 국제암연구기관은 arsenic과 그 화합

물을 발암물질 제 1그룹으로 지정

Radioisotopes

Radium(Ra)/라듐 발암물질(폐, 뼈) 기관지폐렴, 빈혈증, 뇌농양

Uranium(Ur)/우라늄 발암물질(폐, 림프계), 신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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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석탄보고서_본문
	판권
	뒷표지

